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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지역에 두 번의 어워드(헤럴드경제, ‘살고싶은집 

2019’ 조경부문 대상, 한경비즈니스 2019 그린하우징어워드 

그린에코 대상)를 수상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직아시

아드’ 단지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었

던 의미있는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자연 그대로를 담기 위해 전국에서 직접 수목을 골

라 시공한 단지 내 조경이 유명합니다. 특히, 팽나무정원은 어

느 단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주의 곶자왈 분위기를 연출

해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고 덕분에 조경 ＆ 커뮤니티 특화 

아파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필로티, 지하층 출입구 

특화를 통해 필로티의 웅장함을 주변 조경과 어울리게 했으

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수 차례 VE 업그레이드 및 트렌드 업

을 실시해 조합원들에게 극찬을 받은 현장입니다.

부산 사직아시아드 아파트 신축공사

•규       모 :  아파트 6개동(1F ~ 41F), 근린생활시설 3개동,   

지하주차장(B2F ~ B1F)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25 일원

•공사기간 : 2017년 1월 ~ 2020년 3월

▶▶▶ 현장탐방

부산 사직아시아드

국내 현장탐방

기술을 말하다! 
직원 인터뷰 Q&A

                                                                 

당 현장은 전이플레이트(Transfer Plate)가 적용된 현장입니

다. 본 구조 시스템을 적용한 이유와 이와 관련한 현장에서의 

주요 관리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 건축기술팀 구조설계 담당 : 당 현장의 아파트는 벽식구조 

시스템이고, 각 동별 지상 3층, 지상 2층 바닥을 기준으로 하

부는 기둥식구조로 전이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

트 주동 벽식 열과 하부 필로티 및 주차장 기둥열이 어긋나거

나 기둥간격이 장스팬일 경우에 전이플레이트를 적용하는데 

본 현장도 전이구간의 기둥간격 최대 8.22m까지의 장스팬이

었고, 개방감으로 인한 추가 기둥삽입이 불가능하여 적용하게 

됐습니다.

두께 2.5m의 전이플레이트 구조물의 주요 관리 포인트는 타

설 시에 있습니다.

2.5m라는 슬래브를 한번에 타설하지 못할 뿐더러, 하부 동바

리의 증대 및 존치기간의 증가로 시공성 저하 및 경제성이 저

하되기 때문에 수평분리타설(1차 타설 : 1.5m, 2차 타설 : 1.0m)

을 했습니다.

단지 내 조형물 전경

단지 입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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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 전경

조경 전경

                                                                 

당 현장은 주차장에 플랫슬래브(Flat Slab)구조가 적용된 현

장입니다. 이 구조시스템의 특징 및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 건축기술팀 구조설계 담당 : 당 현장은 건축구조기준

(KBC2009)을 적용한 현장으로 플랫슬래브는 지판의 춤이 보

의 춤보다 크지 않아서 지하주차장 층고 감소로 인해 골조 물

량 및 터파기량을 줄일 수 있고, 설비공간 활용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거푸집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 확보가 가능하고, 시공성능 향상 및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중 적재로 인한 균열 발

생이 증가되어 시공 시 균열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당 현장은 선단확장파일이 적용된 현장입니다. 선단확장파일

을 적용한 중요한 이유 및 현장에서의 주요 관리 포인트에 대

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건축기술팀 구조설계 담당 : 당 현장은 지상 39층~41층

의 초고층 아파트로 중력방향의 설계하중이 큰 아파트 현장

이었습니다. 일반 PHC파일(파일직경: D500, 허용지지력: 

fp=1,200~1,500kN/ea)을 적용할 경우 파일 개수가 많아짐

에 따른 파일 배치의 어려움 및 비용 증가의 문제점이 있었

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단확장파일(SPHC: 파일직

경: D500)을 적용함으로써 설계지지력을 1,500kN/ea에서 

2,000kN/ea으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해 경제

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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