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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Brookfield Place는 중동 금융의 HUB이자 두바이의 여의

도라 불리는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에 위

치해 있으며, 두바이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친환경적인 최고의 

오피스 건물을 목표로 두바이 투자청(ICD)과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브룩필드 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

이 공동 투자하고 쌍용건설이 건설한 프로젝트이다. 

작년 하반기에 건물 오픈과 함께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런던의 유명 회원제 사교클럽인 The Arts Club, Big 4 회계법

인 중 하나인 Ernst & Young 중동ᆞ아프리카 본부, 세계 유수

의 투자금융사와 법무법인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 7층~지상 54층, 연면적 303,522m2에 

달하는 초대형 오피스로 ‘빛나는 다이아몬드 형상’이 특징이

며, 쌍용건설이 건설한 또 하나의 두바이 랜드마크가 될 것

으로 보인다.

ICD-브룩필드 플레이스 
(ICD-Brookfield Place)

• 발 주 처 : ICD-Brookfield

• 공사기간 : 2015.12~2020.8 

• 공사내용 : 오피스1개동 (지하 7층~지상 54층) 및 리테일 포디엄

• 현장위치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 금융특구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 특이사항 : LEED Platinum 획득

▶▶▶ 현장탐방

ICD-브룩필드 플레이스
ICD-Brookfield Place 

해외 현장탐방

기술을 말하다! 
직원 인터뷰 Q&A

                                                                 

두바이 최초 지하 7층, Enabling Work 진행 중 어려움이 많았

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막 지역

에 지하수가 콸콸 나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 조옥제 소장 : 보통 중동을 생각하면 바싹 타 들어가는 사

막을 떠올리며 물 자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

지만, 이와 달리 두바이 지하수위는 DMD(두바이 EL) (-)2m 

수준으로 분포돼 있어 공사 중 배수 시스템(Dewatering)은 필

수이며 시스템 고장 시 현장은 완전히 침수하게 됩니다.

특히, 당 현장은 두바이 최초로 지하 7층 깊이의 공사를 진행

했으며, 이를 위해 배수 시스템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했습니

다. 실제 지하 7층 공사를 위해 총 터파기 양은 정미량으로 약 

50만m3, 반출 토사량 기준 약 80만m3, 18m3 덤프 트럭 기준 약 

42,000대 분으로 토사의 양만으로도 엄청난 규모 입니다.

당 현장의 난공사 중 하나로 현장 북측 구역의 Enabling Work

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장 남측과 중앙부에 위치한 지상 54층

의 타워 공정을 선행시키는 것에 모든 계획이 집중돼 있던 당

시, 지상 5층의 포디엄이 앉을 북측은 모든 우선 순위에서 밀

려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지하 7층 바닥까지 내려갈 

차량과 장비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용 경사 Ramp를 설

치 운영중이었고 Enabling Work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

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당 구역의 공정이 지연됐고 어려운 상

황 속에서 각종 소형 장비를 동원해 공기 지연을 막기 위한 노

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프로젝트는 UAE에서는 보기 힘든 철골구조 고층 건물로 알려

졌습니다. UAE에서 철골공사 중 특이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

을까요? 

▶ 황태주 과장 : 우선 UAE에는 철골 구조로 고층 건물을 시

공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전문 업체가 손을 꼽을 정도이

기 때문에 하도급 입찰 단계에서 면허 문제로 탈락되는 업체

가 다수였습니다. 다행히 당사와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연이 

있던 Eversendai는 UAE 현지에서도 큰 규모의 철골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바이에서 Unlimited 면허를 최

초로 취득한 철골 전문 업체였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더

라도 수행 능력이 검증된 업체를 사용 할 수 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 Eversendai와의 협업으로 무탈하게 공사를 완료했

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총 철골 물량은 23,000톤, 그 

중 5,000톤은 건물 최상부 L50~54에 걸쳐 있는 Outrigger 구

조물, 3,000톤은 L00~05에 걸쳐 있는 A-Frame에 몰려 있습

니다. A-Frame은 영국 설계사인 Foster+Partners의 디자인

으로 건물의 핵심 포인트이며 건물 하부 4면 기둥을 없애 개

방감을 최대화하기 위한 구조물 입니다. A-Frame은 단일 부

재 중량이 최대 85톤, 최소 30톤에 달하는 거대 구조물로 해

당 중량을 양중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Luffing 타워 크

레인 Favelle Favco사의 M2480D(최대 330톤 양중) 기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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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월 2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감내하며 본 

장비를 택한 이유는 건물 기둥의 Base인 A-Frame 구조물의 

부재 감량을 위해 많은 수로 분절할 경우 현장 설치 기간이 길

어지므로 이를 막기 위해 공장에서 미리 가공하여 공기를 맞

추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철골공사는, ‘자재수급공장제작 → 운반 → 양중계획’, 이 모든 

요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공종입

니다. 특히 두바이는 고층건물 전체가 철골로 이루어진 경우

가 없던 관계로 사전에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한 타워 크레인 

Hooking Time Analysis 등 더욱 철저한 검토 및 계획이 선행

됐으며, 공사 중에도 지속적인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양중 계

획이 시시각각 업데이트 됐습니다.

                                                                 

보기 드문 입찰 및 계약 방식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주현 과장 : UAE 현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의 종류는 Fixed Lump Sum Contract입니다. 현장은 입

찰 과정 중 여러가지 계약 종류가 논의 되었으며, 채택된 것은 

Fixed Lump Sum 과 Cost(GMP)+Fee 방식이 접목된 일반적

이지 않은 형태입니다.

A-Frame 철골 설치중

북측 토공사 구간

Brokk Machine 투입

당 현장은 시공사 JV 양사 모기업인 ICD와 Brookfield가 발주

처로서, JV단독 수의 시담 형태로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주

간사 MPX에서 Pre-con service를 시작으로 입찰 단계에서는 

발주처 및 PM사(AECOM)와 함께 주요 5개 하도급 공종(철골

공사, RC공사, MEP공사, 커튼월공사, 승강설비공사)의 Open 

Book 입찰을 통하여 업체 및 하도급 계약금액이 결정되었고, 

하도급 계약금액에 JV O&P 5%와 Contingency 3%를 추가

하여 해당 5개 공종은 Lump Sum으로 도급 금액이 결정 되었

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종은 JV에서 제출한 금액을 검토 후 

공종별 Guaranteed Maximum Price(GMP)를 결정하여 이미 

확정된 Lump Sum 금액과 GMP 금액을 합하여 예상 도급액

이 결정 되었습니다. GMP 공종은 공사 단계에서 상기 Lump 

Sum 공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주처 및 PM사와 Open Book

으로 하도급 입찰을 하여 업체 선정과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공사에 불리한 점을 만회하기 위해 입찰 도서와 계약 후 발

급된 시공도서간 변경 부분을 찾아 Variation Order를 최대한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했고, 해당 변경 사항들은 EOT와도 

연계하여 클레임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양의 International 건설사와 JV 로 협업 하면서 느낀점은?

▶ 조옥제 소장 : 당사가 2015년도 UAE에 재진출 할 당시, 자

사 보유 Resource가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다

년간 Resource를 보유한 업체들과 전략적으로 협업을 위한 

JV를 결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선 현지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외국 건설 회사 중 하나인 

업체와 협업을 한다는 점에 많은 기대를 품고 시작했으며, 근

무하면서 당사와 비교를 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공사관리, 원가관리ᆞ통제 등 현장 운영

에 확실히 강점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고, 호주 

국적의 주간사 Multiplex는 과감한 Claim을 통한 원가 및 공기 

만회에 주력을 두고 발주처 및 감리 등과 대외 관계를 잘 만들

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당사가 가지고 있는 현

장 운영 능력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서양 업체가 가진 접근 방

식을 잘 배워 접목하겠습니다.

Main Lobby – Summer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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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월 2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감내하며 본 

장비를 택한 이유는 건물 기둥의 Base인 A-Frame 구조물의 

부재 감량을 위해 많은 수로 분절할 경우 현장 설치 기간이 길

어지므로 이를 막기 위해 공장에서 미리 가공하여 공기를 맞

추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철골공사는, ‘자재수급공장제작 → 운반 → 양중계획’, 이 모든 

요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공종입

니다. 특히 두바이는 고층건물 전체가 철골로 이루어진 경우

가 없던 관계로 사전에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한 타워 크레인 

Hooking Time Analysis 등 더욱 철저한 검토 및 계획이 선행

됐으며, 공사 중에도 지속적인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양중 계

획이 시시각각 업데이트 됐습니다.

                                                                 

보기 드문 입찰 및 계약 방식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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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과정 중 여러가지 계약 종류가 논의 되었으며, 채택된 것은 

Fixed Lump Sum 과 Cost(GMP)+Fee 방식이 접목된 일반적

이지 않은 형태입니다.

A-Frame 철골 설치중

북측 토공사 구간

Brokk Machine 투입

당 현장은 시공사 JV 양사 모기업인 ICD와 Brookfield가 발주

처로서, JV단독 수의 시담 형태로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주

간사 MPX에서 Pre-con service를 시작으로 입찰 단계에서는 

발주처 및 PM사(AECOM)와 함께 주요 5개 하도급 공종(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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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금액에 JV O&P 5%와 Contingency 3%를 추가

하여 해당 5개 공종은 Lump Sum으로 도급 금액이 결정 되었

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종은 JV에서 제출한 금액을 검토 후 

공종별 Guaranteed Maximum Price(GMP)를 결정하여 이미 

확정된 Lump Sum 금액과 GMP 금액을 합하여 예상 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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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불리한 점을 만회하기 위해 입찰 도서와 계약 후 발

급된 시공도서간 변경 부분을 찾아 Variation Order를 최대한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했고, 해당 변경 사항들은 EOT와도 

연계하여 클레임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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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확실히 강점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고, 호주 

국적의 주간사 Multiplex는 과감한 Claim을 통한 원가 및 공기 

만회에 주력을 두고 발주처 및 감리 등과 대외 관계를 잘 만들

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당사가 가지고 있는 현

장 운영 능력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서양 업체가 가진 접근 방

식을 잘 배워 접목하겠습니다.

Main Lobby – Summer Gard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