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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Hyatt Centric Hotel 
• 준  공  일 : 2021년 12월 09일  
• 공사위치 : Jumeirah First, La Mer Island), Dubai, UAE
• 발  주  처 : Wasl LLC 
•  호텔 (지상 7층, 173 Keys) 
•  공사금액 : 689억 원 

❷ 인천 산곡 재개발 아파트 
• 준  공  일 : 2021년 12월 
•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발  주  처 : 재개발 조합 
•  공동주택(지하 3층 ~ 지상 23층, 10개동) 811세대 
•  공사금액 : 1,535억 원 

❸ 광주 초월 (대쌍령리)지역주택조합 아파트 
• 준  공  일 : 2022년 2월 
• 공사위치 : 경기도 광주시 
• 발  주  처 : 지역주택조합 
• 공동주택(지하 3층 ~ 지상 19층, 15개동) 873세대 
•  공사금액 : 1,520억 원

❹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 리모델링  
• 준  공  일 : 2021년 12월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 발  주  처 : ㈜서한사 
•  호텔(지하 2층 ~ 지상 18층, 1개동) 318실
•  공사금액 : 868억 원 

❺ 용평 7차콘도 
• 준  공  일 : 2021년 6월 
• 공사위치 : 강원도 평창군  
• 발  주  처 : ㈜용평리조트 
•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지하 4층 ~ 지상 9층, 3개동) 129객실 
•  공사금액 : 599억 원

❻ 해운대 중동 주상복합 
• 준  공  일 : 2022년 2월 
•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발  주  처 : ㈜씨앤티개발 
•  주상복합(지하 4층 ~ 지상 20층, 2개동) 171세대 
•  공사금액 : 424억 원 

준공리뷰
COMPLETION

❶

❽ ❾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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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판교 EX스마트센터 
• 준  공  일 : 2022년 1월 
• 공사위치 : 경기도 성남시 
•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업무시설   

(지하 4층 ~ 지상 8층, 1개동)
•  공사금액 : 220억 원 

❽ 종로 구기동 테라스하우스 
• 준  공  일 : 2021년 10월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발  주  처 :    태영디앤씨㈜
•  테라스하우스(지하 1층 ~ 지상 3층, 4개동) 

52세대 
•  공사금액 : 196억 원 

❾ 대전 한국전력 ICT센터  
• 준  공  일 : 2021년 9월 
•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발  주  처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대전 iCT센터
    (지하 1층 ~ 지상 4층, 2개동) 
•  공사금액 : 187억 원 

❿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3공구(어천~한대) 
노반신설공사 

• 준  공  일 : 2021년 4월 
•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발  주  처 : 국가철도공단 
•  전체연장 11.512km, 토공 6.649km, 교량 2.817km, 

개착박스 2.046km, 정거장 4개소 등
•  공사금액 : 1,281억 원

⓫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 준  공  일 : 2021년 6월 
• 공사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 발  주  처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도제신설 700m, 제1파제제 제거 105m,  

부대공 1식 
•  공사금액 : 717억 원

⓬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 준  공  일 : 2021년 6월 
• 공사위치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본선 474m, 입출고선 1,348m 
•  공사금액 : 507억 원  

⓭ 도시계획도로 대로2-7(금광~성황) 개설사업 
• 준  공  일 : 2021년 4월 
• 공사위치 : 전남 광양시     • 발  주  처 : 광양시
•  본선 0.8k, Ramp-A 1.1km, 지동터널 160m
•  공사금액 : 235억 원 

⓮  경부선 신동~지천간 미실천제2교 외 2개소 
교량개량공사  

• 준  공  일 : 2021년 4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제천시 
• 발  주  처 : 국가철도공단 
•미실천2교 : 상하선 동시개량, 하부공 철거/보강
    중소천교 : 상선만 개량, 하부공 철거/보강
    마곡천교 : 상하선 동시개량, 하부공 철거/보강 
•  공사금액 : 146억 원 

⓯ 공군충주지역 유류수령시설 설치공사 
• 준  공  일 : 2021년 12월 
• 공사위치 : 충북 충주시 일원 
• 발  주  처 : 공군제19전투비행단 
•  저장탱크(4,000bbl 1기), 드레인탱크(2,000GAL 1기) 

송유관(1.4Km) 및 펌프실 1개, 유류시설/보급창고 1개
•  공사금액 : 79억 원

⓫ 

❿ ⓬



❶ 가락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 발  주  처 :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사금액 : 8,022억 원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89  

(가락동, 가락쌍용아파트) 
• 아파트, 14개동(지하 5층 ~ 지상 27층, 2,373세대)
• 기        간 : 2026년 11월 ~ 2030년 8월

❷ 광명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 발  주  처 :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사금액 : 4,550억 원
• 공사위치 :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64  

(철산동, 철산한신아파트)
•  아파트, 12개동(지하 3층 ~ 지상 35층, 1,803세대) 
• 기        간 : 2024년 8월 ~ 2028년 3월

❸ 평택 통복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발  주  처 : 주식회사 케이프홀딩스    • 공사금액 : 2,424억 원
• 공사위치 : 평택 통복동 108-3번지 일원 
•  주상복합, 4개동(지하 5층 ~ 지상 49층, 아파트 782세대, 

오피스텔 64실) 
• 기        간 : 2022년 9월 ~ 2026년 5월

❹ 평택 독신병사숙소 시설공사 
• 발  주  처 : 국군재정관리단     • 공사금액 : 1,390억 원
• 공사위치 :  경기도 평택시 일대 
• 독신병사 숙소 시설, 3개동(지상 1층 ~ 지상 8층)
• 기        간 : 2021년 12월 ~ 2024년 12월

❺ 대전 읍내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 발  주  처 : 회덕지역주택조합     • 공사금액 : 1,366억 원
•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1-18번지 일원 
• 아파트, 11개동(지하 3층 ~ 지상 25층, 745세대)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3개월

❻ 울산 우정동 주상복합 
• 발  주  처 : 엔씨디앤씨          • 공사금액 : 1,102억 원
• 공사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113번지
•  주상복합(지하 5층 ~ 지상 48층, 아파트 368세대, 오피스텔 52실)
• 기        간 : 2022년 5월 ~ 2026년 1월

❼ 부산 부전동 주상복합 
• 발  주  처 : 주식회사 두영에이앤디  
• 공사금액 : 925억 원
•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5(부전동)
•  주상복합, 2개동(지하 5층 ~ 지상 44층, 아파트 237세대, 

오피스텔 42실)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3개월

❽ 부산 연산동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 발  주  처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공사금액 : 776억 원
•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18-8번지 일원
• 아파트, 2개동(지하 4층 ~ 지상 29층) 
• 기        간 : 2026년 5월 ~ 2023년 3월

수주리뷰
NEW ORDER

❶ ❷ ❸ 

❷ ❺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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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부산 온천동 주상복합 
• 발  주  처 : ㈜위드씨엔디    
• 공사금액 : 724억 원
•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차밭골로 

4-3(온천동) 460-24번지 일원
•  아파트, 3개동(지하 5층 ~ 지상 49층, 아파트 

242세대, 오피스텔 54실)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5개월

❿ 부산 범일동 주상복합 
• 발  주  처 : 에이치더블유디앤씨
• 공사금액 : 690억 원
•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330-26
•  주상복합, 3개동(지하 4층 ~ 지상 29층, 아파트 

227세대, 오피스텔 48세대)
• 기        간 : 2022년 4월 ~ 2025년 5월

⓫ 온천제2공영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발  주  처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사금액 : 686억 원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370-1번지 

일원
•아파트, 3개동(지하2층 ~ 지상 24층, 273세대)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2개월

⓬ 여수 학동 74번지 주상복합 
• 발  주  처 : 주식회사 제이비플러스 
• 공사금액 : 645억 원
• 공사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74번지 일원
•  주상복합, 2개동(지하 5층 ~ 지상 35층, 아파트 

238세대, 오피스텔 8실)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3개월

⓭ 부산 기장 아파트 신축공사 
• 발  주  처 : 주식회사 엔터세븐   • 공사금액 : 592억 원
•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화리 294번지 

일원
•  아파트, 3개동(지하 3층 ~ 지상 15층, 191세대)
• 기        간 : 실착공일부터 30개월

⓮ 김해 삼계 아파트 신축공사 
• 발  주  처 : ㈜혜안파트너스     • 공사금액 : 590억 원
• 공사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
• 아파트, 2개동(지하 2층 ~ 지상 27층, 253세대)
• 기        간 : 실착공일부터 29개월

⓯ 안양 호계동 가로주택정비사업 
• 발  주  처 : 삼덕진주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공사금액  :  512억 원
• 공사위치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69-3번지 일원
• 아파트, 2개동(지하 5층 ~ 지상 34층, 228세대)
• 기        간 : 2023년 10월 ~ 2026년 11월

⓰ 서울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 발  주  처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공사금액 : 495억 원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55번지 

일원 
•  아파트, 3개동(지하 2층 ~ 지상 19층, 187세대)
• 기        간 : 2024년 4월 ~ 2026년 7월

⓱ 도루고 신사옥 
• 발  주  처 : ㈜도루코     • 공사금액 : 480억 원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2-6외 2필지
•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지하 6층 ~ 지상 12층)
• 기        간 : 2021년 11월 ~ 2024년 2월

⓲ 150kV 완도 변환소 토건공사 
• 발  주  처 : 한국전력공사
• 공사금액 : 274억 원
• 공사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산1-29임
• 변환소, 2개동(지하 1층 ~ 지상 3층)
• 기        간2023년 5월 ~ 2025년 12월

⓳ 대전 LG화학 기술연구원 1연구동 리모델링
• 발  주  처 : ㈜엘지화학 
• 공사금액  :  270억 원
•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88
• 리모델링, 연구동 1개동(지하 2층 ~ 지상 4층)
• 기        간 : 2021년 9월 ~ 2022년 8월

❾ ❻

⓭ 

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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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Ⅰ
Special Feature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싱가포르

⓴ Purple Line South Contract 4
• 발  주  처 : MRTA(Mass Rapid Transit Authority of Thailand) 
• 공사금액 : 5,556억 원
• 공사위치 :  Thailand, Bangkok
•  총  연  장 :  L=3.97km, Station 2개소, TBM(L=2.86km, Outer 

Diameter 6.3m), Cut&Cover Tunnel(L=180m)
• 기        간 : 2022년 9월 ~ 2028년 1월 

� 강릉~제진 단선전철 제9공구 건설공사
• 발  주  처 : 국가철도공단  
• 공사금액 : 2,711억 원
• 공사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 현내면 사천리
•총  연  장 :   L = 15.160km, 정거장 1개소(제진), 교량 5개소, 

터널 6개소 등
• 기        간 : 2022년 3월 ~ 2027년 12월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
• 발  주  처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공사금액 : 1,788억 원 
• 공사위치 :  인천시 연수구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일원 
•    도로개설 19개소(L=7,690m), 단지조성 및 도로공포장공, 

연약지반처리공 등
• 기        간 : 2021년 8월 ~ 2024년 10월

� 청주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신청주분기)
• 발  주  처 : 한국전력공사     • 공사금액 : 570억 원 
• 공사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지동동
• 전력구 연장 L=2,719m(Shield TBM 2,556m)
• 기        간 : 2021년 3월 ~ 2024년 3월

� 호미곶항 정비공사 
•발  주  처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공사금액 : 367억 원
•공사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호미곶항 일원
• 북방파제 신설 320m, 도제 신설 165m, 레저용 계류시설 60m
•기        간 : 2021년 4월 ~ 2026년 3월 

� 안동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건설공사 
• 발  주  처 :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금액 : 187억 원 
• 공사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일원 
• 안동시청, 탈춤공원, 음식거리 등 LID시설 설치 
• 기        간 : 2021년 12월 ~ 2023년 6월 

� 신세종복합 가스공급설비 설치공사 
• 발  주  처 : 한국남부발전㈜     • 공사금액 : 187억 원 
• 공사위치 : 세종특별자치시일원 
• 주배관 : 5.3 Km        관리소 : G/S, B/V 각 1개소 
• 기        간 : 2022년 2월 ~ 2024년 3월

수주리뷰
NEW ORD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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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Ⅰ 메타버스의 미래,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를 허물다

지난 몇 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되고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는 신체의 일부

가 되었고, 사람이 많은 곳이나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건 두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

어버린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패턴 또한 변화 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의 대면으로

만 가능했던 지인들과의 만남, 회사에서의 근무, 미술관, 박물관, 콘서트 등의 일상생활을 최첨단 기술

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디지털 휴먼 등의 발전시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공간에

서 가능해지도록 하는 시도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현실세계에서만 가능했던 경험들을 3차원의 가상공

간에서 유사하게 가능해지면서,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진화

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레디플레이원, 매트릭스 SF 영화에서나 공상과

학 소설에서나 묘사되었던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고 것들이 점차 우리 일상의 현실세계에서 구현이 가

능해 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이제 기술과 따로 떨어져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에서 살

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만 한다.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는 현실을 가상세계에서 구현해 인문, 사회, 경제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하기에, 최근 ‘메타버스(Metaverse)’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

는 키워드이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SF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1992년 소설 ‘Snow Crash’에서 처

음 사용하였는데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

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한다. 처음 메타버스를 소설에서 사용

한 닐 스티븐슨은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무대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가상공간에서 사

용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메타버스의 초기 모

델이라고 할 수 있는 2003년 등장한 린든랩의 세컨드 라이프는 아바타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

람들과 교류하면서 아이템 판매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이 제공하는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에 전세계적

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아바타를 통해 회사를 다니고, 물건 구매와 판매가 가능하며, 결혼을 통한 가

족 구성 등이 가능하였다. 당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카 콜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마케

팅 수단으로 세컨드 라이프의 가상공간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공간은 큰 금액에 거래가 되기도 하

였다. 하지만, 사용자의 주 디바이스가 PC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온라인상에

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가 가능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소통하면서 세컨드 라이프

는 몰락하였지만, 최근 첨단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MZ세대(밀레니엄세대와 Z세대)

를 중심으로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경험과 소통이 가능한 메타버스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부 캐릭터

01
들어가며

02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와 경제활동에 관심이 큰 MZ세대의 특성은 자신을 아바타 형태로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제공

하는 메타버스 산업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지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것 같지만, 메타버스 기

술들은 몇 십년 동안 꾸준히 연구되었던 분야이고,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했지만 일반 대중과는 거리

가 있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갑작스럽게 비대면 시대가 되자 대면으로 참여 하지 못해 어려워

진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진화된 가상세계 형태인 메타

버스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하고 있다. 온라인의 한계라고 여겼던 현장성의 결여는 오히려 진화하

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제약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회들을 보여주고 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좀더 진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유

형을 크게 나누면 기술과 응용에 기준을 둔 증강(Augmentation)과 시뮬레이션(Simulation) 축과 외

적요소(External)와 내적요소(Intimate)를 기준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용 형태 축에 따라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가상세계(Virtual Worlds)

로 분류 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그림 1]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출처: SPRi(2021), 로그인(Log in) 메타버스: 인간×공간×시간의 혁명

증강현실은 3차원 가상 이미지를 현실 환경에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로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일상 속

에서 경험을 해 왔는데 ‘포켓몬 고’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라이프로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

트와치 등의 IoT 기술을 활용해 현실의 개인적인 경험 및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유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거울세계는 현실 환경의 공간 및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여 온라인에 현실의 정보를 제공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세계를 뜻한다. 가상세계는 가상공간에서 현실세계를 공유하

여 확장시키는 것으로 로블럭스, 제페토, 세컨드라이프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개념적으로 메타버스

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지만, 더 나아가 각각의 유형들이 융복합 되어 서로 간의 경계가 허

무는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메타버스의 대표 사례로는 게임 기반의 로블록스, 블랙핑크와 팬 사인회를 진

행한 제페토를 들 수 있다. 2021년 1월 기준 로블록스의 월간 전세계 이용자는 1억 9,000만명을 넘었

고, 제페토의 글로벌 이용자 수는 최근 3억명을 넘어서며 메타버스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 나아가 이미 메타버스는 단순 게임 수준이 아닌 일상 생활 속의 입학식, 대학

축제, 대통령 선거 운동 등 뿐 아니라 공연 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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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타버스 대표 사례 기업: 로블록스, 제페토

이미 몇몇 대학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신입생 입학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때문에 대규

모 인원이 모이는 오프라인 입학식이 불가능 하기에 가상공간에 구축한 대학교 운동장과 거의 흡사

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신입생들은 아바타로 참가하여 총장의 축사와 신입생 대표의 입학 선서를 듣

는 등 마치 기존 오프라인과 유사한 경험을 온라인 환경에서 경험 할 수 있었다. 해외의 다양한 플랫

폼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이프랜드(ifland)를 MZ세대들의 타겟으로 5G시대 대표 메타버

스 플랫폼으로 출시하여 콘텐츠와 서비스를 강화하여 사용자가 개성 넘치는 본인의 버추얼 부캐릭터

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의상, 헤어스타일, 성별 등을 제공해 다채로운 아바타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코로나시대에 안전한 신년맞이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에

서 새해맞이 제야의 종 특별 행사를 가졌는데, 정동진의 해돋이 생중계를 진행하였다.

[그림 3]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입학식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진행한 새해맞이 행사

특히, 팬과의 소통이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 중이다. 확장현실(XR) 콘텐

츠 전문기업인 자이언트스텝은 가수 아이유의 팬미팅을 가상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했고 SM엔터

테인먼트 아이돌그룹 에스파의 아바타들도 제작했다. 에스파 경우 현실의 멤버들이 가상세계에 존

재하는 아바타들과 소통하며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해, 현실의 4명의 멤버와 가상공간의 4명의 멤

버 총 8명이 현실과 광야를 끊임없이 오고 가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림 4] 걸그룹 에스파: 현실의 4명의 멤버와 아바타 4명의 멤버

월 유명 온라인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래퍼 트레비스 스캇은 가상캐릭터를 활용해 가상콘서트를 열

었는데, 공연 대략 2,000만 달러이상의 직간접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에

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의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또한 포트나

이트에서 리프트 투어를 개최했는데, 본 공연에 앞서 아리아나 그란데의 인기 트랙과 포트나이트의 게

임 요소가 결합되어 이용자들을 이를 통해 기존과 차원이 다른 메타버스 경험을 만끽할 수 있었다. 앞

으로,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명 아티스트들이 가상공간의 게임을 활용한 협업 시도는 메타버

스 상에서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포트나이트 게임을 활용한 래퍼 트래비스 스캇과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

최근 가상으로 만들어진 가상인간들 또한 전세계적으로 이슈이다. 많은 수의 가상인간들이 이미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다. 300만 팔로워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미국의 가상인간 ‘릴 미켈라’

는 2020년 대략 130억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음원 발표곡은 빌보드 차트 47위에 오르기도 했다. 일

본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이마’도 글로벌 가구 회사인 이케아의 광고 모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도 있

다. 싸이더스 스튜디오엑스의 ‘로지’,LG전자의 ‘래아’, 유명 버추얼 유튜버 ‘루이 리’등 국내에서도 실

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간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 유명 가상인간인 로지는 신한라이프 통합 광고

의 모델로 TV, 옥외광고, 버스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음원 출시와 

드라마, 음악시상식에도 출연하고 화장품 광고, 패션 화보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6] 유명 가상인간 릴 미켈라, 이마, 로지

미국 경제매체에 따르면 2022년 메타버스와 함께 가상인간을 활용한 마케팅 시장이 16조원으로 커

진다고 하기에, 앞으로 더 많은 가상인간들이 메타버스와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타나 다양한 활동

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비대면시대에 팬들과 오프라인에서 만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외의 유명 아

티스트들 역시 다양한 시도들을 메타버

스 공간에서 시도 하고 있다. 인스타그

램, 유튜브, 게임들을 통해 자신들의 공

연을 온라인으로 옮기며 관객과 소통

하며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2020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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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VR, AR, MR 기술

들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1년 약 36조원에서 2024년 약 353조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했듯

이, 글로벌 기업들은 메타버스 진입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

세대 서비스 인식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위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

로벌 기업이 상당수 메타버스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에 기술개발 및 서비스를 앞

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서 물리적 공간과 시간이란 한계를 넘어, 사용자 간

의 소셜 기능을 단순히 사진과 텍스트로 안부를 묻는 수준이 아닌 사용자간 실시간으로 체험을 공유

하고, 공유 받은 사람도 마치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시도들을 해오

고 있다. 각자 다른 장소에서 HMD를 착용하고 현실 세계의 인물을 캐릭터 화한 아바타들을 활용해 공

간적 제약을 무한대로 확장 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메타의 메타버스 소셜미디어 `호라이즌월드`    

다. 시장이 크게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에 이처럼 대부분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공격적

으로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다.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현실세계에서만 가능했던 경험들을 메타버스공간에서 유

사하게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메타버스 기술들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을 건설분야에서

도 주목을 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그동안 단순히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의 사이버 견본주택

을 VR 360 영상을 제공하는 정도로 활용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

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대표 건설기업들도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은 인

천 송도의 아파트단지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메타버스 공간에 구축했다. 아바타로 고객이 입장하

면 단지 소개는 물론 단지와 내부를 투어를 하고 상담 예약 등을 제공하였다. 롯데건설 또한 메타버

스 사옥을 구축한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손잡고 가상 견본주택을 시도하고 있다. 고객들이 3D 모델

하우스를 둘러보고, 바로 옆 분양사무소에서 분양 상담을 받는 형태로 기존 360도 VR 동영상을 통

한 체험에서 더 나아가 메타버스 견본주택은 단순히 보여주는 서비스를 넘어 실제 견본주택처럼 체

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한다. GS건설은 직원들의 안전교육에 활용하는데 VR체

험을 통해 위험한 작업에 대한 교육, 필수안전수칙, 사고 유형별 영상 등의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

해 교육하는데 메타버스를 활용 하려고 한다고 한다. 메타버스를 인테리어에 접목한 국내 회사인 아

키드로우는 평면도에 가구 놓고 3D로 예측 '아키스케치' 개발하여 시공간에 따른 빛의 세기·방향, 교

통량에 따른 소음, 빗소리 등을 구현해 3D에 입히는 개발을 하고 있다. 2차원 평면도를 3차원으로 구

현 후 고화질의 실사이미지로 렌더링하여 최적화된 인테리어 결과물을 제공하는데 날짜, 시간을 조정

해 낮과 밤 또는 계절 변화에 따른 방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고 한다. 아키스케치 서비스를 이

용해 자녀의 방을 셀프로 인테리어가 가능하고, 롯데홈쇼핑에 공급했던 프리미엄 캠핑장 콘텐츠를 통

해서 소비자들은 이곳에서 캠핑 용품을 둘러보며 직접 구매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림 10] 메타버스를 이용한 어린이방 인테리어, 롯데홈쇼핑에 공급한 캠핑장 콘텐츠

실제 현실에서의 공간을 가상공간에서도 마치 현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래픽 퀄

러티가 최우선인데, 게임 업계에서 개발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전문적이고 퀄

리티 높은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최신 3D 스캔 장비 LiDAR장비를 도입했다. 3D 스캔에서 빠질 수 없

는 장비인 LiDAR는 실제 장소를 그대로 구현해낸다. LiDAR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을 퀄리티 높게 재

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래픽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시간이 많이 드는데, 스캔 데이터

를 활용하면 공간을 그래픽으로 제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넓은 장소를 실측 기반으로 빠르게 스

캔하므로 차세대 게임뿐만 아니라 건설분야의 메타버스 등의 여러 분야에도 유용할 것이다. 

03
글로벌   
기업들의 행보

04
건설분야에  
활용되는  
메타버스 기술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메타(Meta)로 바꾸고 메

타버스 구축을 위해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인

공지능(AI) 슈퍼컴퓨터 개발을 마무리 짓는 등

의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메타는 가

상현실과 증강현실 연구를 위한 리얼리티 랩

(Reality Labs)을 출범시켰고, 메타버스 쇼셜플

랫폼인 호라이즌(Horizon) 시리즈를 선보이는 등 지난해에만 100억달러(약 11조9710억원)를 투자했다.

[그림 8] 영상 회의 소프트웨어에 도입할 아바타

출처: Meta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표적인 MR기기인 홀로

렌즈의 후속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바타

를 활용해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메시 포 팀스

(Mesh for Teams)을 내놓았고, 웹 브라우저상

에서 그림, 글, 데이터, 그래프 등을 채워 협업

과 퍼블리싱 도구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용 캔

버스 제품인 루프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한다. 애플은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차세대 혼합현실

(MR) 헤드셋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수인재들을 스카웃하여 구성한 대규모 팀이 MR 헤드셋

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스펙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은 고화질을 위한 디스플레이와 카메라를 6-8개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림 9] 아마존의 AR 쇼핑 도구인 `룸 데코레이터`

출처: Amazon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려

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

폰으로 방 안의 빈 공간에 원하는 가구를 배

치해 볼 수 있는 증강현실 쇼핑도구인 룸 코

레이터(Room Decorator)다. 아마존 웹 사이

트에서 AR 체험 버튼을 누르면 사용이 가능

하며, 룸 데코레이터를 통해 제품을 배치해보

고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구입이 가능하

출처: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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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차세대 게임 배경 퀄리티

출처: 엔씨소프트

이러한 기술들과 장비들이 더욱 개발된다면 다양한 건설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

다. 하지만, 현재의 메타버스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가상공간은 극히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기술적

인 한계가 있다. 건설업계와 접점이 가장 큰 견본주택만 해도 실물 견본주택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기

엔 한계가 많다. 실사와 같은 내부 공간을 재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견본주택의 핵심 서비스인 분

양 상담이 제한적이고, 계약체결도 아직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번에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

는 수십 만명의 아바타를 수용 가능한 메타버스상의 견본주택을 구축하는 것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

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고객

들에게 제공하지 못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상의 새로운 세계를 현실처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현

재의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단순해 보이는 레고 조각과 같은, 낮은 그래픽 퀄러티를 제공하

는 게임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실사 수준의 포토리얼리스틱 그래픽 퀄러티가 구현되고, 가상공

간에서의 오감을 제공하는 기술들이 더욱 발전된다면 단순히 게임 수준을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발

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콘텐츠의 관점에서도 상당

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상용화라는 측면에서 지금과는 또 다른 전략이 준비돼야 할 것

이다. 양질의 킬러콘텐츠 개발과 사용자 확보를 위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내외 글

로벌 기업이 메타버스 산업에 진입하였기에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에서 경험했던 게임과 체험수준에서 벗

어나 경제 활동이 가능한 메타버스는 향후 블록체인기반의 암호 화폐와 소유권과 진품 인증이 가능

한 NFT(Non-Fungible Token)시장과 함께 성장할 것이기에 무한에 가까운 확장성에 기대를 걸고 있

다. 메타버스의 산업의 확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법·제도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저

작권과 소유권 문제부터 아바타에 대한 성희롱 등의 가상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에 대

한 규제와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성장하고 있는 신규 산업들의 발전을 저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도적 규제와 장치 마련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는 이미 우리의 곁으로 왔다. 메타버스 발전이 일상의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꿔 놓을 지

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실의 공간처럼 보여줄 수 있는 고퀄러티

의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공간에서 현실에

서의 움직임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다양한 기

술들도 개발되고 있다. 현재 가장 잘 알려진 방

식으로는 VR용 트레드밀 이라는 장비가 있

는데, 전 방향 런닝머신 형태의 장비로 트레

드밀 위에서 걸어 다니면 마치 가상공간에서

도 걸어 다니는 경험을 제공한다. 가장 잘 알려진 버툭스옴니사의 트레드밀는 가운데가 접시처럼 움

푹하게 들어간 전 방향 런닝머신 형태의 장비인데, 트레드밀 위에서 걸어 다니면 중력의 영향을 받

아 발이 다시 가운데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모든 방향으로 움푹하게 파인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

으로 발을 옮겨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사용자의 눈이 가려지고 바닥이 평평하

지 않아 중심을 잡기 어려울 수 있기에 트레드밀에는 허리에 감아 고정하는 지지대나 조끼가 있어 사

용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트레드밀을 활용한다면 아파트 분양을 위한 사이버 공간 안에

서 마치 현실과 같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걸어 다니며, 현실에서처럼 분양하는 아파트의 내부

와 외부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림 12] VR 트레드밀 Omni One

출처 : Virtuix

미국의 VR 웨어러블 기술 회사인 엑토(Ekto)

는 기존의 트레드밀을 대체할 수 있는 신발

을 개발했다. 신발 바닥에는 전동 바퀴가 달

려 있다. 바퀴는 착용자가 걷는 속도를 인

식해 반대 방향으로 굴러간다. 인체가 이동

할 때 실제로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멀미를 일

으킨다.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엑토 부츠

는 처음 몇 걸음을 걷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

는다. 충분히 걸어서 뇌가 이동에 익숙해졌다고 인식되면 그 이후로는 움직일 때마다 바퀴가 반대 방

향으로 굴러 제자리로 돌아온다. 공간이 비교적 좁아도 VR 콘텐츠를 즐기는 데에는 충분하다.

[그림 13] 가상현실 공간에서 이동이 가능한 엑토(Ekto)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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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Ⅰ 스마트 건설기술 동향 및 발전 방향
(토공사 부문의 XiteCloud 기술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지수를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 (100)으로 건설업은 2020년 99.2

로서 오히려 하락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0). 광공업 (117.2), 서비스업 (108.7) 등 대부분의 산업이 꾸

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2020년 산업별 산업재해로 인

한 노동자의 사망자수는 건설업이 458명으로서 제조업 (201명)과 기타 산업 (223명)의 합계보다 많다 (통

계청, 2021).  건설산업의 주요 재해 요인은 전도, 협착, 비례, 낙하, 추락 등 후진국형 재해가 대다수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Smart Construction 2025”를 제 6차 건설기술진흥 기

본계획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국토교통부, 2020). 건설 생산성 25% 이상 향상, 건설 공기 25% 이상 단

축 및 건설 재해율 25% 이상 감소 및 건설 생산과정의 디지털화 25%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

해 국내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이다.

첫 번째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법령을 개정하여 공공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

용을 위한 기술형 입찰제도➊를 활성화 하고 있다. 2020년에 총 13건 (약 2조 837억), 2021년 총 39건 (

약 7조 5810억)이 적용되었다. 설계 심의에서 전문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스마트 건

설 전문분과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 정부의 주도로 2020년부터 대규모 스마트 건설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의 실증

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에코델타시티”, LH공사의 “세종 5-1 생활권”, 한국도로공

사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공단의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세 번째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드론을 활용한 측량에 대한 표준품셈

을 제정하였다. 2021년부터는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➋ 에 대한 표준품셈 제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

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이 공사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한 표준공사시방서도 작성배포하고 있다. 2021년 지

능형 다짐에 대한 국가 표준코드가 배포되었고, LH공사에서는 머신가이던스 표준시방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건설공사는 정부 주도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및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고

에서는 건설공사의 수많은 공종 가운데 수평적이고 비정형적인 환경으로 공사관리가 가장 어려운 토공

사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토공사를 대

상으로 한 통합 스마트건설 플랫폼 ‘사이트클라우드 (XiteCloud)➌’의 적용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발전방향

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01
서론

02
토공사에 
적용되는 
스마트 건설기술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하는 스마트건설기술은 “공사기간 단축, 인력 투입 절감, 현장 안전 제고 등을 목적

으로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ICT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

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전 단계의 디지털화, 자동화, 공장제작 등을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목적으

로 개발된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2021). 

[그림 1] 스마트 건설기술 개념 (국토교통부, 2018)

설계 시공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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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의 환경은 비정형적이고, 수평적으로 광역의 조건을 가진다. 토사의 유용을 얼마나 효율적으

로 계획하고, 건설기계장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하는지가 공사의 생산성, 품질 및 안전을 좌우한

다. 따라서 광역의 비정형적인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관

제기술”과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스마트 “현장시공 및 안전”관련 기술이 주

로 적용되고 있다 [그림 2].

[그림 2] 토공사의 주요 스마트 건설 기술

건설 관제/관리 기술 현장 시공 기술 현장 안전 기술

토공사의 건설관제기술은 공사현장의 디지털트윈 (Digital Twin)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트

윈이란 실제 공사현장의 모습을 3차원으로 가상화하여 정보를 유용하는 기술로서, 최근에는 메타버스

라는 기술과도 개념이 같다. 일반적으로 광역의 현장을 신속하게 가상화 할 수 있는 드론 측량 기술이 많

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환경의 클라우드 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현장 디지털트윈

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스마트 현장시공 및 안전기술은 주로 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장비에 장착되어 기능이 구현되는 레트로

핏 (Retrofit) 형태의 시스템으로 적용된다. 대표적인 기술로 3D 머신가이던스가 굴착기, 도저, 그레이

➊  “기술형입찰제도”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 후 시공하는 제도로서 건설 품질 제고 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 방식

➋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 건설장비에 고정밀 GPS 및 센서를 부착하고, 계획도면정보를 입력하여 실시간 굴착 목표 및 종횡단 구배에 대한 측량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

➌ 사이트클라우드 (XiteCloud):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신사업으로 시작하여 지난 2020년 출시한 All-In-One 스마트건설 통합 플랫폼

글 이승수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XiteCloud 팀장    전화 010-3633-8845   E-mail bruce@xiteclo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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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등에 장착되어 시공 생산성과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레이다, 영상 및 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건설기계장비와 주변의 작업자간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기술도 많이 보급되고 있다.

2.1 드론측량 및 분석 기술

드론측량은 무인비행장치 (UAV : Unmanned Aerial Vehicle)를 활용하여 촬영된 중첩이미지를 활용하여 3

차원 가상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분석 및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2020). 

최근 드론측량 결과물은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고정밀 GPS를 활용한 드론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에 지상기

준점 (Ground Control Points)을 입력하여 3차원 모델을 생성하면 약 ±5cm 이하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림 3] 드론측량 및 현장가상화모델 (쌍용건설 검단 2-2공구)

     드론측량 비행경로                 드론측량 3차원 모델링 결과물

[그림 4] XiteAnalyst 솔루션 주요기능

    3차원 디지털 분석 및 시각화       자동 토공관리 문서 산출

두 번째는 투입된 장비의 작업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자동문서화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굴착장

비의 경우, 대부분 일대 혹은 월대로 대가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문서화하고, 이력이 저장되어야 한

다. 운반장비의 경우, 운반횟수 혹은 일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가가 계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

인 방식으로는 장비담당자가 대부분 수기로 기입 혹은 전표를 작성하여 계상함으로써 비효율적이며 비

신뢰적인 정보가 기록될 수 있다.

장비군 관제 솔루션이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비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

해체가 편리하여야 한다. 상용화된 많은 솔루션은 장비군 관제를 위해 장비에 복잡한 케이블 연결 작업

이 필요하다. 혹은 휴대폰 앱으로 개발되어 장치내의 GPS 정보를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외부 운반장비의 경우, 매우 빈번하게 변경되어 매번 설/해체를 진행하거나, 운전자에게 휴대폰

에 앱을 설치하여 교육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서 개발한 “XiteFleet” 솔루션은 설치가 매우 간편한 단말기를 이용하는 장비군 관

제 플랫폼이다. 건설기계장비의 시거잭에 꽂으면 단말기에 내장된 GPS 및 방향각 센서로부터 정보가 클

라우드 서버로 자동 전송된다. 단말기에 NFC 태그가 내장되어 있어 설치전 앱을 통해 차량 번호와 장비

종류만 입력하면 자동 설정이 완료된다.

그림 5와 같이 XiteAnalyst로부터 3차원 가상화된 현장모델에 각 장비의 위치가 모니터링 가능하다. 또

한, 자체 개발한 고도화 알고리즘을 통해 각 장비의 가동시간, 대기시간, 주행시간이 자동 기록되며, 덤프

트럭의 운반횟수를 자동 기록하여 자동문서화가 가능하다.

[그림 5] XiteFleet 솔루션 화면구성 및 응용 단말기

              XiteFleet 솔루션 장비군 관제 인터페이스   XiteFleet의 장비 데이터 수집 단말기 "XiteConnector"

2.3 3차원 머신가이던스 기술

토공사의 시공 생산성과 품질은 굴착기, 도저, 그레이더 등의 굴착장비와 다짐롤러 등의 마감장비에 따

라 결정된다. 전통적인 방식의 토공사의 작업 방법은 시공 전 공사범위 및 목표를 지표면에 표시하는 측

설 (Stake-out)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굴착과정에서 측량사가 장비와 협업하여 품질을 마감한다. 이러

한 과정의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이 머신가이던스 기술이다.

3D 머신가이던스는 굴착장비에 고정밀 GPS와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버킷 및 블레이드의 전단부 위치

를 해석하고, 입력된 3차원 계획도면으로부터 작업해야 할 목표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운전

자는 측량사의 도움 없이 굴착해야 할 깊이와 버킷/블레이드 끝단의 종횡단 형상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면

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6].

토공사의 진도 관리는 물량을 기반으

로 수행된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측

량사가 측량기를 가지고 광역의 현장

을 일일히 점측량을 수행하고 취득된 점

정보 (X, Y, Z)를 종횡단 도면에 입력하

고 업데이트된 단면적을 계산하여 양

단면평균법을 통해 계산한다. 이 과정

에서 측량과정에서 고소지역 등 안전

상의 문제, 낮은 사무생산성 및 부정확

한 결과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드론측량을 통한 현장 가상화 모델

은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시스템에 많

이 응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플랫폼

은 3차원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을 단위 규격으로 정보화하여 사

용자가 원하는 구역의 토공량을 가감하는 디지털 물량해석 방식을 활용한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토공

현장은 기성문서 등 문서 관리의 표준이 종횡단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표준이 개선되

지 않는 한 횡단분석 기준선 (station line)의 단면을 CAD로 출력하고, 이에 따른 계산결과를 토적표로 작

성하여야 한다. 특히 토공사의 시공금액은 암층별 물량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드론측량 기반의 분석플랫

폼이 현재의 현장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이 모두 지원되어야 한다.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의 “XiteAnalyst” 드론 솔루션은 이러한 표준을 지원하고 자동으로 종횡단 분석 CAD 및 토적표를 작성하

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2.2 장비군 관제 기술

토공사는 굴착기, 도저, 그레이더 등의 굴착장비와 덤프트럭 등의 운반장비를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 따

라서 효율적인 장비군의 운영은 공사의 가격, 생산성 및 안전에 중요한 관리 포인트이다.

토공사의 장비군 관제에 필요한 대표적 두 가지의 기능은 첫 번째, 현장에 투입된 모든 장비의 위치를 모

니터링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어디에서 운반장비의 병목현상 및 휴지시간 (Idle Time)이 발생

되는 지 인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최적의 장비조합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장

비군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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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D 머신가이던스 단말기 화면 그러나 국내의 경우, 3D 머신가이던스의 적용이 비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3D 머신가

이던스 적용을 통한 프로세스의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설계단계부터 3D 머신가이던

스의 적용을 통해 측설작업의 최소화 등 불필요한 공정요소를 줄여나가야 효과가 발생된다. 현재 도입 초

기의 단계에서는 3D 머신가이던스의 적용으로 단지 시공속도의 개선만 느낄 뿐, 비싼 임대료만 더 지불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3D 머신가이던스의 운용을 위해서는 3차원 설계도면의 입력이 필요하다. 북유럽의 경우 3차원 B

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가 표준화 되어 있어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

우 여전히 2D 설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3D 도면변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2.4 건설장비 협착방지 기술

토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장비는 사각지대가 많고, 주변의 상황보다는 작업의 목표에 신경을 많이 쓰

기 때문에 협착, 충돌 등의 재래식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

용되면서 토공사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많은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건설기계장비

에 Radar, 영상장치 및 통신안테나 등의 감지센서를 장착하여 작업반경내의 작업인력을 인식하여 경보

를 울리거나 장비의 제어를 자동으로 통제하는 기술이 선보이고 있다. 딥러닝기술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의 모습을 학습시켜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 (AVM: Around View Monitoring)에서 근로자를 인지하

는 기술이 고도화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률이 100% 보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용화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서는 건설장비 주변의 작업자를 신뢰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안전시

스템 “XiteSafety”을 출시하였다. 굴착기에 UWB➍방식의 통신안테나를 설치하고, 작업자의 헬멧

에 부착된 스마트 태그를 인식하여 통신 강도에 따른 상대적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굴착기, 도

저 등 건설장비의 제원에 따라 작업반경이 다르므로 통신 감지강도의 사전 세팅을 통해 최적화 안전구

역 (Safety Zone)을 설정하여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그림 9]는 XiteSafety 상품에 대한 개요도이다.

[그림 9] XiteSafety 장비안전장치 구성도

3D 머신가이던스는 3cm 이내의 정밀

도로 시공이 가능하며,다양한 장비에 응

용이 되고 있다. 굴착기, 도저, 그레이

더 등 굴착장비는 물론, 다짐롤러, 아

스팔트 포장장비(Asphalt Paver) 및 천

공(Drilling) 장비가 대표적이다 [

그림 7]. 최근에는 장비의 유압제

어 시스템을 자동화 하여 마감작업시 운전자가 조이스틱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제어되는 머신콘트

롤 (Machine Control)이라는 기술이 출시되어 상용화 되고 있다. 머신콘트롤은 주행과 동시에 블레이드

의 제어가 필요한 도저 및 그레이더에 주로 적용되는 추세이다.

[그림 7] 3D 머신가이던스 종류 (Trimble Inc.)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북유럽 지

역 3D 머신가이던스에 대한 실태조

사에 따르면, 3D 머신가이던스의 적

용을 통해 평균 43.27%의 생산성 증

대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단

순히 3D 머신가이던스의 적용을 통

해 시공속도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

다. 조사에 따르면, 3D 머신가이던

스의 적용을 통해 사전 측설작업의 최소화 및 굴착중 측량사와의 협업이 불필요함으로써 생산성이 크

게 증대된다고 한다.

이러한 효과는 그림 8과 같이 토공사 공정의 프로세스의 혁신에 기인한다. 기존 전통적 방식과 비교

할 때, 사전 측설작업 (시공측량) 및 굴착과정에서의 측량작업이 불필요하여 비용 및 시간적으로 큰 효과

가 발휘될 수 있다. 특히, 중력배수를 위한 구배형성이 중요한 관로공사, 측설작업이 많은 법면 및 도로

공사 등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또한, 굴착과정에서 장비 주변에 측량사 등이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기술이다.

[그림 8] 3D 머신가이던스를 활용한 건설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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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teSafety를 구성하는 안테나는 장비군 관

제기술 XiteFleet에 활용되는 단말기에 확

장형 케이블을 연결하여 설치된다. 만약 건

설장비 작업반경 범위내에 작업자가 인식

되면 경보음이 울리고, XiteFleet 단말기

를 통해 플랫폼으로 정보가 전송되어 관

리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

현된다. 나아가 안테나의 케이블을 연장하

여 굴착기의 유압제어 On/Off 장치에 릴레

이를 설치함으로써 작업자 인식시 자동으

로 유압을 차단하여 능동적으로 장비가 정

지하도록 하는 액티브한 안전기능도 제공

할 수 있다.

➍ UWB (Ultra-wideband): 기존의 스펙트럼에 비해 매우 넓은 대역에 걸쳐 낮은 전력으로 대용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무선통신 기술 (Wikipedia,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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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모든 프로젝트마다 설계, 목적, 공사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매

번 최적화된 스마트 건설기술의 투입이 필요하다. 또한, 수많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단위요소기술 또는 상

품이 프로젝트마다 설계가 되고 있으나, 시공관리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개별상품성이 뛰어나더라도 모

두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설계단계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각 요소기술별로 최고 가치로 선

정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기술의 HW/SW를 설치하고 배워서 응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프로젝트별 투입된 모든 기술의 정보가 통합되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

한 통합 관제 플랫폼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통합 관제 플랫폼 기술은 그림 10과 같이 프로젝트에 투입

된 모든 스마트 건설기술의 정보를 실시간 서버로 통합하고, 유연한 구조의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정보

를 시각화 하는 기능을 가진다.

토공사의 통합 관제 플랫폼에 기본적으로 통합되는 정보는 현장가상화 (드론측량), 날씨 및 기상정보, 인

력 및 장비 투입현황, 장비군 관제, 계측센서 정보, CCTV 등이다. 공사 현장에 따라 민원현황, 공정률, 자

원관리 정보를 통합하는 현장도 있다.

통합 관제 플랫폼 기술에는 단위 요소기술의 정보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통

합 DB화하고 시각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통합 관제 대시보드, 통합 서버, 화면제어 스위

치, 통합제어 미들웨어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특히, 관리자 시스템인 통합제어 미들웨어는 모든 외부 기술

의 API 설정, 통신상태 확인, 데이터 패킷 및 주기의 설정 등 많은 단위기술이 서버로 통합되기 위한 신호등

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점차 자동화/무인화 기술로 발전하면서 통신의 연결상태, 정보의 실시간 연계가 중요

해 지면서, 가장 핵심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그림 10] 통합 관제 플랫폼 시스템 구성도 (XiteCenter)

스마트 통합 관제 기술 스마트 시공/ 안전 기술 

건설분야의 자동화 로보틱스 기술의 시장이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연평균 23.3%의 급성장이 진행되

고 있다 (Allied Market Research, 2020). 자율주행기술이 핵심인 광산, 채석장의 경우 미국 ASI (Autono

mous Solutions., Inc) 등의 업체에서 무인화 기술을 이미 상용화 중에 있다.

최근 일본의 카지마건설 사례와 같이 성토공사 유형의 고도값의 고려 없이 덤프가 운반한 토사를 도저

가 넓게 산포/정지하고, 일정 바운더리를 다짐롤러가 품질을 고려하여 자율주행하는 무인화 기술이 개발

되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그림 11] 건설산업의 자동화 발전 방향

마지막 단계로는 운전자 및 관제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무인화 단계이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으며, 개별 장비단위 무인화와 장비 협업 무인화 단계이다. 개별 장비단위 무인화는 특정 장비가 반복적

이고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 광산 및 채석장에서 휠로더가 쌓여있는 더미를 퍼서 목표

된 호퍼에 반복적으로 담는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장비 협업 무인화는 전형적인 건설현장과 같

이 굴착기, 도저, 그레이더 및 덤프 등이 협업하여 무인화 시공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장비 협업 무인화

는 장비를 통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관제 시스템이 최소 운전자의 지능이 되도록 학습이 되어야 가능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가 학습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의 대표적 건설 무인화 사례로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Concept-X”라

는 굴착기 및 휠로더를 대상으로 하는 관제시스템 기반의 완전 무인화 프로젝트를 전 세계 최초로 성공적

으로 시연하였다.

[그림 12] 관제기술기반 굴착완전 무인화 프로젝트 'Concept-X' 
(현대두산인프라코어)

03
통합 관제 
플랫폼 
기술의 발전

04
자동화/무인화 
기술의 발전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체 토공프로젝

트를 무인화 하려는 욕심보다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가지는 공

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무인화에 가

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가 비정형적

인 지형의 형상에서의 자율 주행이므

로 비교적 제약이 덜한 단위 공사에 자

동화/무인화 기술이 개발 및 상용화

가 되어야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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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무인화 기술은 노조와의 갈등,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의 감소 및 숙련공의 부족, 재해/재난 현장에서의 안전, 국가 건설경쟁력의 확

보, 나아가 극한 우주건설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의 스마트 건설기술은 현재 정부의 제도적 방침에 따라 확산되고 있으나, 갈수록 그 니즈에 따라 민

간주도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설계단

계에서 스마트 기술이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검증과 표준안이 마련되

어 시공사도 표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북유럽의 경우, 본 고에서 소개한 3D 머신가이던스 시스템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전

체 굴착기의 약 70%이상에 설치되었고, 현장의 측량사는 3차원 BIM 정보를 머신가이던스에 적용하

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건설공사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는 낙후된 생산성, 안전성 및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적용되어

야 하는 과정이다. 연필로 설계하던 시절에서 2D CAD가 도입될 시기에도 많은 불만과 귀찮음의 시선

이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화 되었다.

각 시공사에서는 한발 앞장서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검증 및 설계를 수행

한다면, 한 차원 높은 건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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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동향과 과제 ➊특집기획Ⅱ

➊ 본 원고는 “박용석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9”을 주로 인용하였고, 일부 내용은 수정 및 보완했다.
➋ 건축법 제2조 제10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부터 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당시 EU 국가들은 전체 건

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에 평균 35%에서 2000년대 초에는 40% 수준을 넘어

서면서 리모델링은 건설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2001년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리모델링의  개념이 적용되었고, 이후에 노후 건축물 성능개선, 에너

지 효율성 제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추진시 건축법에는 대지 안의 조경,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 확보 등의 건축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동주

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지구 신설,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공동주택의 수평 및 수직 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조

세 감면이 가능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할 경우에는 보

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동식물 관련 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장과 폐교, 오피스

와 상가를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주로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일반인과 언론 등의 관심은 매우 크다.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고 있으며, 리모델링 설계와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단지들도 상당수 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실제로 착공으로 이어지면 향후 상당한 시장

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은 명확한 시장으로 자리매김되지는 못하였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축물은 총 716만 동이고, 그중 37.1%인 266만동이 준공후30년이 경과되고 있

다. 특히, 1980 ~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는 준공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있다. 노후 건축

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격히 누적될 것이다.

노후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성 저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단열 성능의 떨어지며, 결로, 곰팡이 

및 미세먼지 발생 등 실내 환경이 좋지 못해 이용자의 건강과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들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본 고에서는 건축물 리모델링의 개념과 정책 목표를 살펴보고,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동향을 분석한 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모색할 것이다.

01
들어가는 말

➌ 주택법 제2조 제25호  
➍  유지(maintenance) : 건축물을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비교적 장기간 보전하기 위한 활동. 즉, 건축·설비 등 점검, 환경·위생·경비·방재·주차장 관리, 청소 등 철거 시점까지 

계속 수행해야 할 사업 영역
➎  보수(repair) : 건축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에 의해 물리적 내용 연수가 한계에 달하는 경우 수리, 수선 등으로 준공시점 수준까지 건물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활동. 구조·외장·내장·설비 보수로 구분
➏ 개수(renovation) : 건축물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통한 사용 및 경제적 가치 제고에 초점을 둠.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영역 중 가장 부각되는 사업 영역
➐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리모델링 제도의 이해”, 2007.6.26. 

02
건축물 
리모델링의 
개념과 정책목표

2.1 건축물 리모델링의 개념

「건축법」과「주택법」에서 건축물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수

선, 증축, 개축 등의 행위”로 정의➋하고 있다. 「건축법」에는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를, 「주택법」에는 연면

적뿐만 아니라 세대수 증가, 층수의 증가도 리모델링의 범위로 보고 있다.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

물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로 정의 한다.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한 대수선, 15년 경과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

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을 시행할 경우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최대 3개층 이

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도록 정하고 있다.➌

[그림 1] 건축물 리모델링 개념도

자료 : ぎようせい, 「新建設市場 2010년までの展望」, 1998, p.15 ; 박용석·윤영선, 

리모델링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 월간 건설광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9.6, 재인용

건축물 리모델링의 개념은 이론적으

로 ‘유지➍’, ‘보수➎’, ‘개수➏’을 포괄한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과 「주택법」은 리

모델링을 사실상 ‘개수’ 활동으로 정의

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언론에서도 건

축물의 대수선, 증축, 개축, 용도변경

과 같은 활동이 포함되는 ‘개수’를 리

모델링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현행 법과 일반적으로 지

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도 ‘개수’ 활동을 건축물 리모델링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2.2 건축물 리모델링의 정책 목표

건축물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설비와 마감재를 교체하여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하

고, 내구수명을 늘리는 행위로, 자원 재활용(re-cycling)에 매우 유리하다. 즉, 리모델링은 에너지 절약을 유

도하고,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와 건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사회 ·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➐  

현재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리모델링 정책의 목표는 기후변화협약의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과 에너지 절약사업이 시행되고 있

다. 2012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기술 | 쌍용    31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SSANGYONG30

정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ESCO(에너지 절약기업) 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노후 기간별 주택 유형(2018년 기준)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체 17,633
(100.0)

3,949
(100.0)

10,826
(100.0)

2,649
(100.0)

210
(100.0)

20년 이상 8,404
(47.7)

2,899
(73.4)

4,287
(39.6)

1,083
(40.9)

136
(64.7)

20∼30년 미만 5,320
(30.2)

952
(24.1)

3,508
(32.4)

786
(29.7)

74
(35.4)

30년 이상 3,084
(17.5)

1,947
(49.3)

779
(7.2)

297
(11.2)

61
(29.2)

자료 :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2019.8.29.

[그림 2] 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목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주택의 장수명화

자원의 최적 활용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자원 낭비 억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방지

자료 : 박용석,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9, p.10

03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동향과 전망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하며 주택의 성능을 향상시켜 주택 장

수명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 분당, 일

산 등 제1기 신도시는 1990년대에 건

설이 완료되어 이제 30여년이 경과하

고 있다.➑

[표 1]을 보면, 전체 아파트의 약 40%

가 20년 이상 경과하고 있다. 모든 노

후아파트를 재건축 할 수는 없는 바, 리

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시각은 자원의 최적 활용과 낭비 억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방지, 주거환경 개선, 주택의 장수

명화에 있다.

3.1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동향

건물주, 건설업계, 언론 등은 청소, 위생과 같은 일상적 유지활동이나 엘리베이터, 공조설비 등의 교체와 

같은 보수활동 보다는 주택의 공간 확대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개수’ 활동에 관심이 높다.

건물주는 기존 노후 건축물을 수리해서 수익성 있는 시설로 바꾸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즉, 기존 공장을 

전시·상업용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오피스빌딩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에 관심이 크다.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은 “개수” 활동으로 “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앞에서 개념 정리를 했다. 

국토교통부의「건축물 착공통계」 에는 신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증축, 개축, 이전, 대

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정보가 있다. 이들 통계로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건축물 건설시장은 신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표 2]를 보면, 2002년 건축물 착공면적은 105,119

천㎡으로, 신축은 91,148천㎡로 전체의 87%, 리모델링은 13,971천㎡으로 전체의13%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우리 경제는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던 2008년의 경우 전체  건축물 착

공면적은 2007년 96,650 천㎡에서 2008년 75,194 천㎡ 으로 -22.1% 감소했다. 2008년에 상대적으로 

신축에 비해 리모델링이 가장 많이 추진된 해로 기록(리모델링 비중 21.3%) 되었다.

건축물 착공면적중 리모델링의 비중은 2008년 21.3%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15년에 

11.6%로 다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불규칙성을 보였다. 2021년에는 다시 13%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2002~2021년간 건축물 착공면적에서 신축과 리모델링의 평균 비중은 84 : 16이다. 1999년 말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크게 성장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건축물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 신축시장의 대체

시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경제상황과 리모델링의 관계를 정성적으로 분석해 보면, 경제가 침체기에 있을 때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비중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될 때에는 신축의 비중이 높은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2]건축물 착공면적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신축 리모델링

2002 105,119,711
(100.0)

91,148,651
(86.7)

13,971,060
(13.3)

2005 85,207,532
(100.0)

69,918,335
(82.1)

15,289,197
(17.9)

2008 75,194,135
(100.0)

59,144,460
(78.7)

16,049,675
(21.3)

2010 82,482,213
(100.0)

67,224,993
(81.5)

15,257,220
(18.5)

2015 152,618,434
(100.0)

134,848,843
(88.4)

17,769,591
(11.6)

2020 123,699,740
(100.0)

101,855,532
(82.3)

21,844,208
(17.7)

2021 135,298,039
(100.0)

117,714,289
(87.0)

17,583,750
(13.0)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표 3]을 보면, 19년(2002~2021년)간 

건축물 리모델링 착공면적 추이는 대

체적으로는 증가하는 패턴이지만 전년

대비 감소와 증가가 불규칙하게 나타

나고 있다.

2002년 리모델링 착공면적은1,397만

㎡에서 2007년 1,715만㎡로 증가하다

가 2014년는 다시 1,495만㎡로 감소했

다. 또 2020년 2,184 만㎡로 다시 증가

하고 있다. 건축물 리모델링 착공실적

은 이같은 불규칙성에도 불구하고 대

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건축물 리모델링 착공면적 추이 및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주거 비주거 구분 전체 주거 비주거

2002
13,971,060

(100) 
1,043,198 

(7.5)
12,927,862

(92.5) 
2012

14,954,481
(100)  

804,443
(5.4) 

14,150,038
(94.6) 

2003
15,441,188

(100) 
1,132,378

(7.3) 
14,308,810

(92.7) 
2013

15,233,031
(100)  

744,145
(4.9) 

14,488,886
(95.1) 

2004
13,418,706

(100) 
808,451

(6.0) 
12,610,256

(94.0) 
2014

14,953,700
(100)  

775,839
(5.2) 

14,177,861
(94.8) 

2005
15,289,197

(100)  
634,880

(4.2) 
14,654,317

(95.8) 
2015

17,769,59
(100) 1 

791,475
(4.5) 

16,978,116
(95.5) 

2006
15,832,160

(100)  
699,831

(4.4) 
15,132,329

(95.6) 
2016

15,791,402
(100)  

804,353
(5.1) 

14,987,049
(94.9) 

2007
17,153,817

(100)  
758,465

(4.4) 
16,395,352

(95.6) 
2017

16,388,040
(100)  

744,305
(4.5) 

15,643,735
(95.5) 

2008
16,049,675

(100)  
692,377

(4.3) 
15,357,298

(95.7) 
2018

20,465,229
(100)  

621,315
(3.0) 

19,843,914
(97.0) 

2009
14,097,752

(100)  
807,317

(5.7) 
13,290,435

(94.3) 
2019

20,255,430
(100)  

642,566
(3.2) 

19,612,864
(96.8) 

2010
15,257,220

(100)  
737,287

(4.8)
14,519,933

(95.2) 
2020

21,844,208
(100)  

535,816
(2.5) 

21,308,392
(97.5) 

2011
15,591,288

(100)  
809,246

(5.2) 
14,782,042

(94.8) 
2021

17,583,750
(100)  

634,658
(3.6)

16,949,092
(96.4)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➑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방향”,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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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리모델링은 비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리모델링 착공면적중 비주거용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02년 92.5%에서 2021년 96.4%로 증가했다. 2002~2021년간 건축물 리모델링의 주거

용 및 비주거용 구성비의 평균은 주거용 4.8%, 비주거용 95.2%로 나타났다.

3.2 주거용 리모델링 시장

주거용 리모델링 착공면적은 2002년 104만㎡에 서 2021년 63 만㎡으로 감소했다. 즉, 19년간 주거용 리

모델링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2010~2021년간 주거용 리모델링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평균 비중을 보면,  단독주택 83.7%, 공동

주택 16.3%로 주거용 리모델링의 대부분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즉, 주거용 리모델링 시장

은 단독주택 중심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용 리모델링시장 에서 점차 공동주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2010년 62 만㎡에서 2021년 48 만㎡으로 감소하고, 공동주택은 2010년 10 만㎡ 에서 2021년 15 만㎡로 

증가했다. 

단독과 공동주택 비율도 2010년 85.2 : 14.8에서 2021년에는 75.7 : 24.3로 공동주택 비중이 증가했다.

[표 4] 주거용 리모델링 착공면적 및 비중 (단위 :㎡, %)

구분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2010
737,287
(100.0)

628,283
(85.2)

109,004
(14.8)

2016
804,353
(100.0)

715,168
(88.9)

89,185
(11.1)

2011
809,246
(100.0)

707,808
(87.5)

101,438
(12.5)

2017
744,305
(100.0)

604,958
(81.3)

139,347
(18.7)

2012
804,443
(100.0)

661,793
(82.3)

142,650
(17.7)

2018
621,315
(100.0)

505,773
(81.4)

115,542
(18.6)

2013
744,145
(100.0)

600,231
(80.7)

143,914
(19.3)

2019
642,566
(100.0)

480,150
(74.7)

162,416
(25.3)

2014
775,839
(100.0)

656,644
(84.6)

119,195
(15.4)

2020
535,816
(100.0)

481,742
(89.9)

54,074
(10.1)

2015
791,475
(100.0)

728,719
(92.1)

62,756
(7.9)

2021
634,658
(100.0)

480,144
(75.7)

154,514
(24.3)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표 5]의 2010~2021년간 세부유형별 주거용 리모델링 시장을 보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이 급

증한 것을 볼 수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연평균3.2% 증가했는데, 그중 아파트 리모델링은 37.8%, 연립

주택 리모델링은 12.6% 증가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최근 증가하기는 했지만 주거용 리모델링의 과반수 이상은 단독주택에서 시행되고 

있다. 단독주택은 건물주가 1인 또는 소수이므로 리모델링 시행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공동주택에 비해 

단순하다. 또한 건물주가 원하는 구조와 용도로 자유로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주택 소유자의 실질적인 주거 소비 니즈와 경제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 특히, 오

래된 주택은 과거 신축 당시의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의무 등 건축기준에 있어서 기득권을 인정받

을 수 있어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이 유리할 수 있다.

[표 5] 주거용 리모델링 세부유형별 착공면적 연평균 증감률 및 비중
(단위 :㎡, %)

구분 2010 2021 연평균 증감율

주택 전체 737,287
(100.0) 

634,658
(100.0) -1.4 

단독주택 계 628,283
(85.2) 

480,144
(75.7) -2.4 

단독주택 399,427
(54.2) 

373,144
(58.8) -0.6 

다중주택 3,281
(0.4) 

9,247
(1.5) 9.9 

다가구주택 225,324
(30.6) 

96,794
(15.3) -7.4 

공관 251
(0.0) 

959 
(0.2) 13.0 

공동주택 계 109,004
(14.8) 

154,514
(24.3) 3.2 

아파트 1,571
(0.2) 

53,335
(8.4) 37.8 

연립주택 2,507
(0.3) 

9,243
(1.5) 12.6 

다세대주택 22,893
(3.1) 

30,592
(4.8) 2.7 

생활편익시설 4,931
(0.7) 

1,429
(0.2) -10.6 

부대시설 27,249
(3.7) 

4,738
(0.7) -14.7 

복리시설 0 
(0.0)

168 
(0.0) ---

기숙사 49,853
(6.8) 

55,009
(8.7) 0.9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은 다

수의 소유자로 인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 주

택공급에 관한 각종 규제 등에 있어 단

독주택에 비해 그 추진이 쉽지 않다. 단

독주택은 주택 실거주자의 주거 소비 

욕구를 리모델링을 통해 충실히 반영

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공

간의 개선➒ 은 원하지만 각세대에 따라 

주거 소비 욕구의 수준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주택의 재산적 가치 상승

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즉, 아파

트 리모델링 후 형성된 아파트 가격이 

리모델링 비용을 상쇄하고도 더 높다

면,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다. 

즉,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는 아파트 리

모델링의 추진이 용이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한 후 리모델링이 유리하다면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된다. 

[표 6] 서울 당산 평화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시 조건 비교

구분 재건축 리모델링

소형 임대주택 의무 건설 약 30% 해당 없음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여부 적용 해당 없음

용적률 제한 230% 전후로 감소 부지별 규제 적용

공원 녹지 조성 의무 약 600㎡ 해당 없음

발코니 길이 제한 기존보다 33% 축소 해당 없음

정비지역 지정 여부 지정받아야 추진 가능 해당 없음

지하층 용적률 적용 여부
주거 및 상업시설 

30% 포함
해당 없음

주 : 당산 평화아파트는 1978년 완공된 지상 12층 복도식 아파트로 리모델링 후 
지하 2층 지상 13층 계단식 아파트로 바뀜. 2010년 7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 

자료 : 이데일리, 리모델링 손익계산서, 2016.6.30.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 기

준, 전국 94개 단지, 6만 9,085가구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다. 2019년 37

개 단지, 2만 3,935가구와 비교하면 약 

3배 가량 증가했다.➓ 이 같은 리모델링 

조합설립은 1990년에 입주하기 시작

한 1기 신도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1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단지 용적률

은 대부분 200%가 넘어 재건축을 추

진하더라도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회사들도 아파

트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높게 유지되고,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경우 아파트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한 공동

주택 리모델링은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핵심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➒ 노후 아파트를 매입해 입주하는 가구의 경우 발코니 등 창호 교체, 싱크대 교체, 화장실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세대 단위의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입주를 하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는 입주자의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하고 입주자의 실질적인 주거 소비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실제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리모델링으로 노후 아파트의 평면 구조 변경, 주거 공간의 확장, 주차장의 신규 확보, 각종 노후 설비의 교체 등 노후 아파트의 근본적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다.

➓ e대한경제,2022.1.10자      � e대한경제2022.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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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21년 주요 건설사 리모델링 수주액	 (단위 : 억원)

건설사 수주액 건설사 수주액 건설사 수주액 건설사 수주액

현대건설 1조 9,258 DL이앤씨 1조 344 대우건설 5,617 효성중공업 3,070

GS건설 1조 4,175 롯데건설 6,744 현대엔지니어 5,934 KCC건설 1,333

포스코건설 1조 3,923 삼성물산 6,311 쌍용건설 4,360 총액 9조 1,069

자료 : e대한경제, 2022.1.10자

3.3 비주거용 리모델링 시장
[그림 3] 2020~2021년간 비주거용 리모델링 시설 용도별 
추진 비중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04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과제

비주거용 리모델링은 다양한 시설에서 시행

되고 있다. 2020~2021년간 추진된 공사를 보

면, 공장, 동·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등에 대

한 리모델링 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업환경의 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건축

물의 입지적 환경변화 등에 따라 건축물을 최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리모델링이 추진

되고 있다. 

새로운 상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확충 및 교체, 

기존 공장을 타 용도로의 전환을 위한 공장 리모

델링, 폐교를 복합 자연 문화 공간, 예술인의 창작

공간, 미술관 등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공공건

축물 또는 오피스빌딩을 청년 기숙사나 임대주택

으로 리모델링 하는 프로젝트도 등장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물 소유주가 개인 또는 법

인, 공공으로 의사결정구조는 공동주택과 같이 

복잡하지 않다. 또한 개인과 사적법인의 경우 건축물 리모델링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적 이

득의 크기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기관은 정부 또는 기관의 방침이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상반기에 거래된 오피스 빌딩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오피스텔과 임대주택으로 전

환할 목적으로 거래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경제적 이윤추구가 리모델링의 

주된 동인으로서 비주거용 리모델링 시장은 주거용에 비해 시장경제원리가 잘 작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4.1 그린리모델링의 민간 확대 및 종합적 추진

정부는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도시·공간·생활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한 태양광, 친

환경 단열재 교체와 같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즉, “노후건물·에너지 저효율 등 에

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를 통한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그린 리모델

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의료기관 등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및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표 8] 그린리모델링/그린스마트스쿨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

그린 
리모델링

노후 
건축물

• 15년 이상 공공 임대주택(22만 5,000호), 어린이집·
보건소·의료기관(∼2021년 2,170동) 대상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문화시설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1,148개소에 문화시설 대
상 태양광 시스템,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 설치

정부청사
•노후 청사(서울, 과천, 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 6개 청사(세종, 과천, 서울, 대전, 춘천, 고양) 에너지

관리 효율화 추진

그린 
스마트 
스쿨

리모델링

• 노후 학교(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90+α동)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
공사 등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재정투자(국비+교육부담금) 및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
으로 사업 확대 추진

자료 :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제7차 비상경제회의), 2020.7.14.

그린리모델링 추진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미래 

활용 가치를 감안한 종합적 리모델링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단열재의 교체 및 보강, 태양광 설치, 

LED 조명 설치와 같은 에너지 성능 개선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의 사용 가치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린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입지 여건과 이

용자들의 니즈 분석, 해당 건물의 사회적 

물리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

상 건축물이 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지에 위치한 노후공공청사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에너지 성능개선 뿐만 아

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차장 설치를 위해 지하공간을 새로 조성하거나,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증축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검토할 수 있다.

즉, 공공건축물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공간의 쾌적성 증대, 방재·안전 기능 강화, 고

령자·노약자 대응, 이미지 향상, 기존 공간의 확대 등 종합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은 대부분 공공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바, 민간에서도 그린 리모델

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의 추진을 유인하기 위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유인책이 없으면 민간의 그린 리모델링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민간

의 추진을 유인할 수 있는 자재·장비 구입비, 공사비 등의 저리 융자 지원,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제상 혜

택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4.2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그림 4]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의 변천

자료 : 서울특별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2016.5, p.49

2001년 건축법 시행령에 리모델링 개

념이 포함되고, 2002년 공동주택관

리령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기

준이 도입된 이후 정부는 공동주택 리

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했다.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택조합들이 증가하고 있고, 건설

사들의 수주가 추진되고 있어 활성

화 조짐은 있지만 아직 공동주택 리

모델링이 활성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
� 이데일리, 컨버전 개발 목적 오피스 빌딩 인기, 2020.6.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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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선호할 경우 리모델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

화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자원재활용, 에너지절감 등 친환경적 요소가 있는 바, 리모델링 활

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

례는 거의 없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과 건설업계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내력 벽 철거

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허가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건물의 안전성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하지만 기술·과학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가 안전에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려’ 라는 정무적 판단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막아서는 

안된다. 리모델링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적 요소의 검증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

4.3 노후주택 리모델링

노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 밀집된 도시 저개발지역에서 개별주택 또는 집단으로 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사례는 많지 않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서울 창신동 일대의 경우 노후 주택의 시각에서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변

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의 대출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한 주택이 많지 않고 대부분 낡은 주택 그

대로 라는 평가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단독주택지 또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 리모델링을 정책

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낙후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 여건이 좋아진다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삶의 여건이 개

선될 개연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건축물 리모델링의 정책 목표인 자원의 최적 활용과 낭비 억제, 에

너지 효율성 제고,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 주거환경 개선, 주택의 장수명화와 같은 순기능이 클 것이다.

주택 리모델링의 정책 목표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취약계층 거

주 노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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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드를 반영한 리모델링 계획 및 설계특집기획Ⅱ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등장한 2000년대부터 현제까지 대두되며 비교되는 것이 재건축이다.  재건축

이 어려워지면서 본격적으로 도심재생사업의 한축으로 각광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지금 , 초기때와 지

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건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며 그동안 추

진시 드러난 문제점이 무었인지, 해결방안은 어떤건지, 향후 과제는 무었인지를 알아보며 중점적으로 현

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원하는 설계방향이 무었인지를 다뤄보고자 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연한이다.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 될지 아

님 소규모 도심재생사업으로 퇴화할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될 것 같다.  다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

는 조합원자격에 대한 유지,양도의 차이이다.  용적률이나 초과이익환수등 다른 것들은 공동주택 리모델

링 사업의 사업성문제이다.

시작부터 건축법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통한 법규의 완화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재 30년이 되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되는 지금 신규택지를 마련하지않고 기

존 교통시설등만 재정비만 하여도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법규의 변화에 따라 공동주

택 리모델링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할 수 밖에 없지만 원주민 정착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에 적합

해 약간의 지원만 시행된다면 점점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2-1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규에 따른 변천

초기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대수선형 리모델링으로 소규모 단지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서울밖에

는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증축 면적 확대(전용면적40%)와 세대수 증가(기존세대

수의 15%), 별동증축의 허용 그리고 수직증축(3개층이하)의 허용으로 사업성이 좋아져 수도권에서도 공

동주택 리모델링이 많이 진행되었으나 파일기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여러가지 이유로 진행이 안되

고 있어 대부분의 단지들이 수평증축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준공되어 입주한지 20년이 지

난 리모델링 아파트가 있는 만큼 기술적인 안정성은 이미 입증되어 있으니,  점차 기술적인 문제의 증명

이 인정되고  발목잡고 있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 지면 수직증축이 대세로 자리잡을 거라 생각한다. 

초기 시작 단지는 라멘구조식과 벽식구조형식이 혼재되 있었으나 지금은 벽식구조로 증축형 및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단지 특성에 맞게 진행

될 것이다.

01
시작하며

02
재건축 vs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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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위세대

[표 1]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준공완료 단지(2020년 기준)

연
번 자치구 단지명 위치 세대수 (종전)

용적률
(종후)
용적률

기존
준공년도

리모델링
완공년도

리모델링
사업개요

1 마포구
강변그린

(용강시범)
용강동495-1 48 255.0 255.0 1971 2001 평면확장

2 강남구
아크로빌

(현대65동)
압구정동456 455 210.6 233.2 1978 2004 세대통합,용도변경

3 용산구 힐사이드
한남동
726-111

49 54.0 55.1 1970 2005 평면확장

4 용산구 로얄맨션
이촌동
301-10

82 441.9 443.8 1971 2005 평면확장

5 서초구 에버뉴(삼호) 방배동775-1 96 212.5 259.3 1977 2005
수직증축(1층),

평면확장

6 마포구
중앙하이츠
(서강시범)

창천동42-7 120 305.1 330.8 1971 2007 평면확장

7 서초구
쌍용예가클래식

(궁전)
방배동776-3 216 218.5 272.3 1977 2007

수직증축(1층),
지하 1층, 평면확장

8 용산구
위브트레지움

(수정)
이촌동
301-115

84 211.7 297.4 1976 2008 평면확장

9 영등포구
쌍용예가클래식

(평화)
당산동3가

559
284 175.3 242.9 1978 2010

수직증축(1층),
지하 2층, 평면확장

10 강남구
쌍용예가클래식

(동신)
도곡동933 384 189.0 278.9 1978 2011

수직증축(1층),
평면확장

11 마포구
쌍용예가클래식

(호수)
현석동118 90 249.5 387.3 1989 2012

수직증축(2층),
평면확장

12 광진구
워커힐푸르지오

(일신)
광장동148-4 200 208.2 294.3 1987 2013

수직증축(1층),
지하 1층, 평면확장

13 강남구
래미안하이스틴

(우성2차)
대치동985 354 237.6 347.5 1989 2014

수직증축(1층),
지하 2층, 평면확장

14 강남구
청담래미안로이뷰

(두산)
청담동134 177 258.4 370.7 1992 2014

수직증축(1층),
평면확장, 데크주차장

15 강남구
청담아이파크

(청구)
청담동130 108 303.8 424.5 1993 2014

수직증축(1층),
지하 1층, 평면확장

16 용산구
월드메르디앙

(골든맨션)
이촌동
302-53

55(50) 298.3 322.2 1971 2018
수직증축(1층),

평면확장

[표 2]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수요예측 결과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사업 (3,096단지)

일반적 유지관리
세대수 증가형 맞춤형

4,217 878
898

(116,164 세대증가)
2,198 243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중 단위세대는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사업의 핵심이다.

공동주택특성상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평면자체는 폐쇄성을 유지하며 공용공간의 특화로 단지의 공

동체의식을 강화하는건 신규 아파트건 리모델링 아파트건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리모델링 초기부터 일자형에 남향을 지향한 1980년 이전 대부분 아파트를 진행할 때와 공동주택의 고급

화로 나타난 타워형 아파트를 리모델링 진행할때는 접근 방법부터 다르다.  코아의 위치를 선정함이 평면

작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타워형은 기존 코아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형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평면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

조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평면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금은 일자형이나 타워형이

나 ㄱ, ㄷ, Y등의 주동 형태에 따라 다향한 평면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규시장도 주상복합을 제외하고

는 판상형을 더욱 선호하듯 리모델링 시장 또한 다르지 않고. 단위세대 내부 또한 신규 아파트 장점을 평

면에 적용 시키면서 만족도도 높아졌다.

공동주택의 최대 장점인 발코니의 활용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단지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베이증가형 리

모델링을 진행하고  허용되는 곳에 별동을 증축하며 시공기술의 발전함에 어려운 구조보강도 가능해졌

기 때문에 1베이나 2베이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추진이 매우 증가했다. 

4베이가 대세인 신규 공동주택과 재건축 시장에 베이증가형 리모델링은 어쩌면 필수가 아닐까 생각

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여건이 허용하는 단지와 조합원들의 동의가 매우 높은 단지만이 진행함이 맞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베이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세대의 멸실을 수반하며 수평적 증축에 따른 서향이나 동향

이 설계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남향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는 향의 변경과 동의 이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

문에 리모델링의 형평성 논쟁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쉽게도 여건이 안되는 단지는 측세대 부분

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후면을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1베이 예시

                    

현재 높아진 조합원들의 안목을 만족할려면 1베이 평면을 리모델링 할때에는 베이증가 방법 이외에는 달

리 방법이 없어 평면 개발이 가장 어려운 형태이다. 

[그림 2] 2베이 예시-1

                     



건설기술 | 쌍용    41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SSANGYONG40

[그림 3] 2베이 예시-2

                    

리모델링후 평면에서 베이를 늘리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공동주택 최대 장점인 서비스면적이 증가되

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처럼 조합원이 원하는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전후면 포함하면 약2평 이상의 면

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베이를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약이 좀더 많아짐에 단지의 조건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한다. 또한 수

반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내력벽 철거 부분의 해석의 차이가 단위세대 설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

는 현실이다.

국토부의 명확한 해석이나 지침을 내려주지 않기에 이미 진행된 사업지와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 마다 수

직증축 진행 포기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주체와 협력사들의 고민이 계속

되고 있다. 

3-1. 단위세대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규 공동주택 시장은 스마트홈 시스템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로 가고 있으며 에코를 접목한 제로하우스를 이미 LH를 선두로 여러 시공사들이 이미 진행하고 고 있

다.  지붕에만 설치하던 태양광패널을 벽체와 창호에도 적용하고 있고 친환경 자재사용과 고효울 기자

재 사용은 이미 당연시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라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존 노후 공

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5G 기술이 더해지며 분양 단지마다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던 중 맞이한 코로나때문에 지

금 빠르게 사회가 언택트(UNTACT)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주거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외

부 활동후 집 안에 들어오기 전 현관에서 부터 위생적으로 살균, 소독, 세탁이 가능한  추가 공간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새롭게 수요자로 2~30대가 등장함에 거실 위주의 공동

체 공간보다 개인 공간인 침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 실내에서 취미생활등

이 가능한 알파룸, 베타룸등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필요시 확장과 분리가 가능한 가변성이 좀

더 중요시 되고 있다. 

[그림 4] LH 성남복정 공모 평면

      

   재택근무자의 집        아이중심의 집           문화를 즐기는 부부의집 

주거공간으로 확실히 자리잡은 공동

주택이 첨단 기술의 접목 상황과 연

령별 시대의 트랜드(MZ세대, 에코

세대, 밀레니엄세대, 실버세대)를 읽

을 수 있는 곳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이다.

그래서 신규 분양을 중심으로 트랜드

에 맞게 변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발

맞춰 리모델링 단위세대에도 적용

할 필요가 있다.

40평대 이상으로 리모델링시에는 이

미 실버세대들을 위해 세대분리형

을 적용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좀더 다

양하게 30평대에도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

고 근래 수요자로 떠오르는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층에서도 투자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수요가 있을 거

라 생각들고, 한가족 2세대.또는 3세대까지 같이 살 수 있으며 각자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점점 수요

는 늘어 날 것이다.

[그림 5] 세대분리형 예시

 

최근에는 1층을 필로티로 구성하고 1개층을 증축하는 수평증축을 대부분 단지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2

층 세대에 특화로 테라스 하우스를 적용할 수 있고 구조상 기존 내력벽에 조금 자유로운 최상층에는 다락

을 이용한 복층을 구성할 수 있고 증고를 높게하여 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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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층 테라스 예시

[그림 7] 목동파크자이 다락옥상 테라스

04
공동 주택의 
외관

또한 일률적인 확장형을 지향했던 그

동안의 단위세대에서 점점 발코니

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

는 추세이다. 실내로만으로는 충족하

지 못하는 개인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

의 부족이 발코니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면 구성은 리모델

링 특성상 바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

고 초기 추진위 단계부터 사업 진행 단

계 마다 조합원들의 연령대, 성향등

을 면밀하게 사전조사 하여 조합원들

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 시켜 삶의 질

과 만족도를 높여 매우 높은 동의율

이 있어야 진행 가능하다. 

진행하면서 변화되는 정책에 맞게 대

응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

에 추이를 지켜보며 적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1세대라 불리는 주공이 주도한 초기 아파트 시대가 2세대라 불리는 1기 신도시까지 공동주택 아파트 외

관은 거의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주상복합아파트와 고층아파트가 건설되

고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건설사 마다 고유의 브랜드 디자인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재건축

의 본격적인 등장함에 주동의 형태가 다양하게 계획되면서 아파트의 외관이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건설사와 LH는 현상 설계와 입찰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외관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며 지금은 아파

트 외관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자리 매김되어 있다. 

리모델링 아파트의 특성상 기존 아파트 외관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주변 아파트와의 차별성이 돋보이

고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목적과 새로

운 디자인을 선보일 기회로 여기고 있어 더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리모델링시 자연스럽게 주동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외관디자인 또한 신규 단지보

다 더욱더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금은 시공사  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관 디자인도 주기적으

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8] DL이앤씨-산본우륵

[그림 9] 대우건설-용인수지현대

 

[그림 10] 포스코-영통삼성태영               

[그림 11] 쌍용-광명철산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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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공용 공간인 커뮤니티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시설들로 구성된다.

용적률 산입 법규의 변동에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 아파트 단지는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고급화하려는 전

략에 수영장, 카페, 헬스장, 실내골프장, 체육관, 사우나등의 헬스죤과 독서실, 열람실, 시청각실과 같은 에

듀죤과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세탁 서비스, 악기 연주실, 공방, 카페, 영화관  같은 취미 시설군등으

로 타 단지와 차별화 하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원들도 많은 커뮤니티 구성을 원하고 있어서 용적률에 여유가 있으면 지상과 스카이 커뮤

니티를 구성할 수 있지만 용적률에 여유가 없다면 지하층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과 간섭이 되

어 지하층을 더 늘려야 하니  공사비가 상승이 생각보다 커지는 요인이 되어 리모델링에서는 문제이다. 적

절한 커뮤니티 구성 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언택트(UNTACT) 시대로 변화됨에 입주민 입장 에서 굳이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단지 내에서 모든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사용도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과도한 관리비

의 부담 때문에 전문 운영기관의 컨설팅은 필수이다.  

리모델링 건설 시장 수요는 현재 재건축을 대신해 매우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블루오션에 이제는  많

는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설계업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적정한 분담금으로  노후화된 아

파트를 재정비하는 도심 재정비 사업 으로써 아파트 문화를 재정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거문화로 대두

되어 정착되고 있다.

신규주택과 비교하여도 되지지 않을 구성을 하고  경쟁력 있게 주거문화를 개선할려면 공동주택 리모델

링은 향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진행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적체제 미비(용적률, 내력벽 등)와 연관된 인허가시 타법과의 저촉문제, 세금, 대출 문

제등 명확하지 않은 법규 문제들로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게 실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주체와  시공사, 협회, 그리고 많은 관계사들이 한 목소리로 개선에 적극 임해야 될 것이다.  

05
공동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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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BIM 사용성 확대를 위한 
자체 S/W 개발 및 적용사례

01. 머리말

정부 주도하에 BIM 적용이 의무화 되어가면서 최근 발주되는 

여러 입찰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위해 건설사들의 BIM 시

장 진입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형 입찰인 턴

키 공사를 주축으로 설계 때부터 BIM이 구축되고, 발주처에서

도 전면 BIM을 표방하며 BIM을 확대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BIM 기술의 적용 범위가 설계 단계 뿐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 BIM의 활용방법에 대

한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맞춰 국내 중대형 건설사들은 BIM 전문인력 채

용, 스마트건설 전담 운영 조직 구성 등 시장 변화에 맞춰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사 또한 스마트건설 분야 전문 인

력 충원과 더불어 건설장비자동화(MG/MC) 및 드론을 활용한 

토공관리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별하여 현장에 시범

적용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BIM 모델 구축이 형식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양

한 스마트 건설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능력 분석자료 

02. 기술개발 추진배경

BIM 모델 구축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있는 최근 경향에 따

라 많은 건설사들이 입찰 단계에서부터 설계 BIM 모델을 직

접 수행 또는 외주용역을 통해 작성 및 활용하고 있지만,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모델을 시공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

한 부분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서 BIM

이 십분 활용되기 위해서는 BIM을 활용하였을 때 실질적인 

시공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규모와 환경 등 물리적 

조건에 따라 시공방식과 건설장비 등을 고려하여 건설 생산성 

증가의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건설현장에 활용되는 BIM의 경우 앞서 말한 건

설현장의 많은 물리적 요건 및 현실적인 요건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은 도입으로 인해 비용 및 활용측면에서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좋지 않아, 현장에서 BIM을 활용하였

을 때 오히려 생산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2] BIM S/W 개발 추진배경

당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건설현장의 BIM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판단 하에 이를 극복하고자, BIM 적용 현장

의 의견을 토대로 건설현장의 BIM 활용이 왜 어려운지에 대

한 현실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 상용화된 BIM S/W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 교육이 필요해서 접근이 어렵다.  

둘째, BIM S/W를 구동하기 위한 고사양의 PC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등 금전적 부담이 있다.

셋째, 건설현장의 지반상황, 교통우회계획, 장비사양 등 다양

한 현장 정보를 반영한 건설장비 운용 시뮬레이션 구현이 어

려워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술 검토가 용이하지 않다. 

넷째, 기존 상용화된 BIM S/W의 경우 PC기반 온라인 환경에

서만 원활하게 실행되므로 건설현장의 열악한 실외 환경에서

는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BIM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직간

접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설계 단계에서 구축된 높은 수준

의 BIM 모델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당사는 건설현장의 BIM 사용성 확대를 위하여 3차원 시각화

라는 BIM의 가장 큰 장점을 살려 현장 업무 관련자들간의 원

활한 협의를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BIM S/W

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해당 BIM S/W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시공 BIM 활용 수준을 높여감으로써 단계별 건설현장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자 한다.

03. BIM 사용성 확대 전략

건설현장의 BIM 사용성 확대 적용을 하기 위해서 건설현장 

BIM 적용에 관한 현실적이고 중점적인 네 가지의 문제사항인 

사용자(People), 접근성(Accessibility), PC환경(System), 시공

성 검토(Structure)를 개선하고자 ‘PASS’라는 BIM S/M개발 방

향을 설정하였다.

1)  사용자(People) : 건설현장의 누구나 별도 전문교육 없이 

쉽게 사용 가능한 환경 구축

2)  접근성(Accessibility) : 별도 라이센스 및 S/W 설치가 필요 

없는 멀티플랫폼 사용 환경 구축

3)  PC환경(System) : 고사양의 하드웨어 및 인터넷 연결이 필

요 없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  

4)  시공성(Structure) : 건설장비운용, 시공성/안전성 검토 등

이 가능한 건설현장 디지털트윈 환경 구축

[그림 3] 건설현장 BIM 사용성 확대 전략 PASS

현재는 이렇게 설정된 BIM S/W 개발 방향에 따라 1차 개발이 

완료되어 도로현장(함양창녕11공구), 인프라현장(부산북항재

개발사업), 택지현장(인천검단2-2공구), 교량현장(SINAC) 등 

다양한 공종의 건설현장에 적용하여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도로현장(함양창녕11공구)의 발주처인 도로공사에서 주최한 

‘2021 EX-스마트 건설기술 챌린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대내외적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그림 4] 도로공사 공모전 수상실적

 [그림 5] 당사 스마트건설EXPO 참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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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ABU 프로세스 

[그림 6] BIM S/W 프로세스 비교

[표 1] BIM S/W 사용성 비교분석 

구 분 N* S/W S* S/W SABU

개발사 A사 B사 쌍용건설

사용
환경

PC사양 높은사양 높은사양 낮은사양

접근성 S/W 설치 S/W 설치 무설치

사용자 교육필요 교육필요 즉시사용

검토
환경

장비
검토 불가 불가 가능

시각화 하급 하급 상급

[그림 6]은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BIM 프

로세스와 당사에서 자체 개발한 SABU를 활용할 때의 프로세

스를 비교한 자료이다.

건설현장에서 BIM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그

림의 기존 BIM 프로세스처럼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

에 건설현장에 BIM을 바로 적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당사는 자체적으로 여러 현장을 대상

으로 BIM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의

견을 취합한 결과 공통적으로 1)BIM 활용이 가능한 인력 부

재, 2)BIM 구동을 위한 고사양 PC 및 BIM소프트웨어 라이선

스 구매 등 비용적인 문제, 3)BI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

한 별도의 전문교육 필요, 4)건설장비 운용검토 및 안전시뮬

레이션 등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 부재 등 BIM을 활

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 시간이 투입되지만 투입

되는 인풋에 비해 현장 생산성 개선 등의 아웃풋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현장에서 BIM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 토목기술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한 SABU 는 이처럼 건설현장 BIM 사용성에 대한 현실적인 어

려움 개선을 제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고 소프트웨

어의 기능 및 현장 적용사례 소개하고자 한다.

05. SABU 기능

SABU의 대표적인 기능 및 환경은 1)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직

관적인 사용 환경, 2)저사양PC, 스마트폰, 태블릿등 멀티플랫

폼 호환 환경, 3)별도의 라이선스 및 설치 없이 실행 가능한 웹

(HTML5)  구동환경, 4)건설장비 동적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한 

시공성 및 안정성 검토, 5)도면 및 문서자료 첨부 기능이 있다. 

5.1 직관적 사용환경

SABU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가 별도의 전문교육 없이 사용이 

용이하도록 게임 조작법을 착안하였고 대중화되고 직관적인 

레이아웃 디자인(UI)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였

다. [그림 7]

[그림 7] SABU 조작 매뉴얼

5.2 멀티플랫폼 호환환경

건설현장에서 보유한 BIM을 IFC/FBX 등의 공용 포맷으로 추

출한뒤 비쥬얼 프로그래밍 툴인 Unity를 사용하여 모델 자동

연계 및 경량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이후 멀티플랫폼 빌드 

작업을 통해 저사양PC, 태블릿, 스마트폰, VR 등 멀티플랫폼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그림 8]

[그림 8] SABU 태블릿/노트북 구동화면

[그림 9] SABU VR(Oculus Quest2) 구동화면

5.3 웹(HTML5) 구동환경 

BIM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보를 가진 형상모델이므로 모델을 

활용하는데 많은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어 별도의 BIM 소프트

웨어 사용이 강제되는 편이다. 하지만 SABU는 자체적으로 개

발한 Unity 경량화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형상 모델의 절점 및 

메쉬수를 감소시키고 BIM 모델의 필요 없는 정보를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크롬, 파이어폭스, 엣지 등 웹(HTML5) 환경에서 

공유된 도메인을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BIM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0] SABU 웹페이지(HTML5) 구동화면

5.4 건설장비 동적 시뮬레이션

[그림 11]과 같이 건설장비 가동 및 설치 등 동적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시공성 검토가 필요한 현장에서 작업 착수 전 담

당 실무진이 SABU를 활용하여 건설장비의 가동범위 및 인

양 가능 하중 검토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 드

론(Drone) 측량을 통해 얻은 수치표면모델(DSM)과 연동하게 

되면 실제 현장 조건과 더욱 유사한 가상의 디지털트윈 현장

에서 건설장비 운용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토가 가능함으로써, 

최적의 건설장비 설치 위치를 검토하여 시공에 필요한 건설 

장비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1] BIM 시뮬레이션 비교

5.5 도면 및 문서자료 첨부

SABU에 업로드된 BIM 모델에 DWG 또는 PDF 포맷의 도면 

자료를 오버레이 해서 공정 진행 상황 및 설계 오류 등 공사에 

필요한 여러 부분을 미리 검토해 봄으로써 시공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해당 BIM모델과 정보가 연결된 PDF, 이미지, 동영

상 등 다양한 포맷의 문서자료를 첨부하는 기능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SABU를 활용한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다.

[그림 12] SABU 도면자료 첨부

[그림 13] SABU 문서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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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SABU 활용사례

정부의 중장기적인 국가 스마트건설 액션플랜에 따라 최근 발

주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BIM에 관한 의무도입 및 BIM 

수행계획서 제출을 입찰안내서에서부터 공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공 BIM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BIM을 활용하는 

것에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BIM을 실질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아닌 외주 등을 통한 보여주기식 수행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사는 SABU를 활용해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며 현장 의

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S/W 업데이트와 더불어 도로, 터널, 교

량, 택지 등 공종별 테스트베드 운영을 할 방침이다.

6.1 건설장비 운용성 검토

시공이 어려운 난공사 현장에서 SABU를 활용하여 크레인의 

가동범위, 인양가능 중량, 부재의 충돌 검토 등 건설장비 사용

에 대하여 작업 착수 전 발생 가능한 리스크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림 14] SABU 건설장비 시뮬레이션

6.2 설계변경 검토

주탑 정착부의 매입물(강봉)과 철근 간 간섭 발생이 예상되어 

케이블 정착구 강재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BIM 모델을 SABU에 업로드하여 발주처와의 

시각적인 협의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설계 변경을 수행

할 수 있었다. 

[그림 15] 주탑 정착부 구조해석(Midas)

[그림 16] SABU 시각적 검토 및 협의 

6.3 근로자 안전교육

중대재해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공종인 타워크레인 텔레

스코핑 설치와 해체 작업 관련, 저사양 노트북과 스마트폰으

로도 구동 가능한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 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위험 

공종에 대한 시각화 안전 BIM 자료가 누적이 되면 추후 신입

사원들과 신규 안전관리자들의 교육에 활발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7]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사전 점검사항 

[그림 18] SABU 타워크레인 안전교육자료

6.4 드론 공사관리

현재 당사는 드론 측량과 관련된 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

하고 있으며 아래 사례는 택지 개발 사업현장에서 드론 측량

을 수행해 얻은 사진측량 데이터를 이미지 정합 소프트웨어 

통해 DEM 모델로 변환 후 해당 모델에 대한 계획 평면 설계도

를 SABU에 업로드하여 시각적으로 검토하고 설계도면, 보고

서, 드론측량 자료 등을 SABU에 패키징하여 공사관리를 진행

한 사례이다.

[그림 19] 드론을 활용한 토공측량

[그림 20] SABU 드론활용 공사관리

07. 맺음말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건설산업에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기

술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불고 있

다. 정부 및 발주처가 스마트건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스마트건설 기술들이 개발 연구되면서 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은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등 

산업구조가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고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프

로젝트기반 산업으로, 일회성 구축이나 획일화된 스탠다드를 

통한 연속적인 적용이 어려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는 건

설산업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개발속도를 따

라가기 쉽지만은 않다. 최근 발주되는 여러 프로젝트의 입찰안

내서를 보면 스마트건설과 BIM 분야에 적용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

지만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완성된 BIM 모델을 

검토하는 작업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근 미래에 BIM을 활용

한 설계 프로세스가 정립되고 모델 수준이 높아져도 시공성 향

상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BIM을 활용해야 하는 주체인 ‘시

공현장’에서 이를 적용 및 활용 하지 못한다면 그 기술은 반쪽

짜리 기술이 되고 말 것이다. 당사는 시공BIM 업무개선에 기여

될 수 있는 SABU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현장 적용을 통

해 얻은 유의미한 성과를 토대로 건설 전 단계의 BIM정보가 시

공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SABU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 추가에 대한 수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스마트건설과 관련하여 당사와 긴밀한 기술협력관계를 유

지하고 있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SABU 시스템의 고도화와 

관련된 공동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의 우수한 기술력

을 접목하여 현재 SABU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 마지

막으로 당사는 앞으로도 SABU의 사례처럼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점진적으로 선별하고 시

공사에서 효용성 있게 사용 가능하도록 가공하여 적용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시공성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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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선철도 터널단면 시공성 개선 

01. 서론                                                                  

최근 지역간 교통난 문제해결과 급속도로 팽창하는 기간산

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50년 까지 탄소중립실현을 위하여 도로 운송화물을 철도

수송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이용에 걸맞는 녹색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

회적 요구에 따라 철도교통 시설확충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

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는 철도교통을 위해 국내에서 22개

의 사업이 공사 중에 있고 6개의 사업이 설계 중에 있다. 

환경보호 및 민원예방 측면에서 노선 지하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현재 설계중인 6개 철도사업 연장 

359.6km 중 약 57.1%인 205.4km가 단선전철로 계획되어 단

선철도 터널단면의 적용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선철도 터널은 건축한계, 선로중심간격 및 인터페이스 시설

물 등을 고려하면 폭(B)이 최소 10.0M 이상으로 터널 내 버력

상차 장비인 페이로더의 회전, 장비의 교행 및 대피로 확보에 

큰 문제가 없는 반면 단선 철도터널은 복선철도터널에 비해 

폭(B)이 6.2~7.0M로 좁아 페이로더의 회전이 불가하며 장비교

행 시 저촉이 발생하고, 충분한 대피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본 고에서는 기존 단선철도 설계에 적용된 터널단면 검토를 

통하여 시공성 측면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부단면의 활용을 극대화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02. 기존 단선철도 터널단면의 한계

2.1 기존 단선철도 터널단면 현황

단선철도 터널단면은 건축한계 및 인터페이스 (전차선, 신호, 

전기, 통신설비 등)의 설치 공간 및 공기압 (이명감, 미기압) 문

제 등 제반규정에 따른 요소와 경제성, 시공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표 2.1]과 같이 현재 공사중인 보성~임성리 0공구 실시설계, 

이천~문경 0공구 실시설계 및 강릉~제진 기본계획 터널 단면 

[표 2.1] 기존 단선철도 터널 표준단면 현황

구분 보성~임성리 0공구(실시설계) 이천~문경 0공구(실시설계) 강릉~제진(기본계획)

단면도

바닥폭 6,200mm 6,603mm 6,783mm

대피로 1,000mmX2,100mm(편측) 900mmX2,100mm(양측) 900mmX2,100mm(양측)

인버트 - - -

현황을 비교한 결과 터널 바닥기초 폭이 6.2~6.8M가 적용되

었고 대피로 폭은 보성~임성리 0공구 실시설계의 경우 국가철

도공단에서 작성한 철도표준도(1,000mm X 2,100mm)를 준용하

여 편측에 설치하였고 이천~문경 0공구 실시설계 및 강릉~제진 

기본계획은 대피로(900mm X 2,100mm)를 양측에 설치하였다.

기존 단선철도 터널단면의 현황조사결과 가장 최신단면인 강

릉~제진 기본계획의 굴착효율성, 방재안전성 측면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2 기존단선철도 터널단면 문제점 분석

2.2.1 굴착 효율성 측면

1) 버력반출

터널공사는 굴착(발파 또는 기계굴착) → 버력반출(상차장비

+운반장비 조합) → 지보(Shotcrete + Rock Bolt) → 굴착 시퀀

스의 반복작업으로 이루어 진다. 여기서 버력반출은 터널 굴

착공기 중 1/3 ~ 1/4를 차지하는 요소이며 1회 공정시간 (Cycle 

Time)의 22~48%를 차지하는 주요공정 중 하나로서, 버력반

출 시간은 터널 바닥면 기초 폭과 단면높이를 고려한 장비의 

조합여하에 따라서 굴착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버력을 적재하는 로딩기계의 결정은 버력반출 전반의 능률을 

좌우하므로 단선철도터널 내공단면에 적당하고 또한 단시간

에 적재작업을 완료하는 기종을 선택해야 하며, 또한 후속기

계의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버력 적재 능력은 지반의 단위중

량, 단면 크기, 천공, 발파상태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본 고

에서 검토하는 공사의 경우 버력상차장비는 페이로더, 버력운

반장비는 15ton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 하였다.

[그림 2.1] 버력처리 공정의 흐름도

일반적인 버력반출 공정은 발파가 끝나고 환기가 완료되면 페

이로더와 덤프트럭이 투입하여 버력을 처리하게 된다. 이 과

정은 [그림 2.1]과 같이 페이로더는 싣는 작업과 버력을 모아

두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며, 덤프트럭은 버력을 싣고 갱내를 

이동하여 사토장 또는 버력처리장까지 운반하고 돌아온다. 발

파로 발생한 버력을 모두 처리할때까지 이 과정은 반복 수행

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장비의 철수가 이루어 진다.

따라서 버력반출 공정에서 덤프트럭에 버력을 상차하기 위한 

버력 상차 전용장비인 페이로더의 회전가능 여부 및 터널 내 

장비교행(덤프트럭, 덤프트럭과 페이로더) 가능여부가 굴착 

효율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 중 하나이다.

[표 2.2] 장비조합에 따른 페이로더 회전

구분 이천~문경 0공구(실시설계) 강릉~제진(기본계획)

장비조합 페이로더(3.5m3) + 덤프트럭(15ton) 페이로더(1.72m3) + 덤프트럭(15ton)

페이로더
회전검토

(BIM)

검토결과

• 터널 바닥폭  <  페이로더 장비 길이 
 (B=6,783mm)   (L=7,571mm) 
 → 터널 내 회전 불가능
• 상차를 위한 회차갱 까지 후진(최대 200m)
  → 상차 Cycle Time 증가, 작업효율 저하

• 터널 바닥폭  >  페이로더 장비 길이  
 (B=6,783mm)   (L=6,151mm)
 → 터널 내 회전 가능 
• 상차를 위한 덤프트럭 반복이동
 → 상차 Cycle Time 증가, 작업효율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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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로더 회전

[표 2.2]와 같이 상기 비교한 단선철도 터널단면 중 바닥기초 

폭이 가장 큰 강릉~제진 기본계획 단면을 적용하여 장비 조합

에 따른 갱내 페이로더 회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고, 적용된 장비의 제원은 [표 2.3]과 같다.

[표 2.3] 시뮬레이션 장비 제원

구 분 페이로더 덤프

용량 1.72m3 3.5m3 15ton

길이(L) 6,151mm 7,571mm 7,756mm

너비(W) 2,490mm 3,065mm 2,500mm

높이(H) 4,673mm 5,452mm 3,288mm

[CASE 1]은 페이로더(3.5m3)와 덤프트럭(1 5ton) 장비 조

합으로 시뮬레이션 검토하였으며, 터널 기초 바닥면 폭

(B=6,783mm)이 페이로더 길이(L=7,571mm) 보다 작아 터널 

내 페이로더의 회전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페이로더가 덤프

트럭에 버력 상차를 위해 방향전환소까지 최대 200M 후진이 

필요하여 상차 Cycle Time이 증가하고 작업효율이 저하된다.

[CASE 2]의 경우 갱내 회전이 가능한 페이로더(1.72m3) + 덤

프트럭(15ton) 장비 조합을 검토한 결과 페이로더의 갱내 회

전은 가능하나 페이로더가 3.5m3에 비하여 약 49% 용량이 

작아져 상차를 위한 반복이동으로 상차 Cycle Time 증가 및 

작업효율이 저하된다.

3) 덤프트럭 교행

터널 내 버력운반용 장비인 덤프트럭이 교행가능하면 작업

대기 시간이 단축되어 버력처리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터널 

내 버력운반장비로 주로 이용되는 15ton 덤프트럭으로 검토 

하였으며, 그 규격은 [표 2.3]에서와 같이 7.756m(길이, L) X 

2.5m(너비, W) X 3.288m(높이, H)이다.

[그림 2.2]에서와 같이 덤프트럭이 교행할 경우 시공중 좌·우

측으로 가배수로를 설치 및 보행로가 필요하여 좌·우측 0.7m 

이상의 여유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단선철도 터

널단면은 여유폭이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 배수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교행이 불가하고 굴착효율성이 떨어지는 한

계가 있다.

[그림 2.2] 기존단면 덤프트럭 교행 검토

4) 페이로더와 덤프트럭 교행

터널 내 버력상차장비인 페이로더와 버력운반용 장비인 덤프

트럭 교행이 가능하면 페이로더의 후진 없이 갱내 상차가 가

능하여 버력처리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터널 내 버력상차장

비로 주로 이용되는 3.5m3 페이로더로 검토 하였으며, 그 규

격은 [표 2.3]에서와 같이 7.571m(길이, L) X 3.065m(너비, 

W) X 5.452m(높이, H)이다.

[그림 2.3] 기존단면 페이로더/덤프트럭 교행 

[그림 2.3]에서와 같이 페이로더와 덤프트럭의 교행을 위한 

최소 필요 폭(7.4m) 미확보로 기존 단면들은 페이로더와 덤프

트럭의 교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터널 내 버력 상차를 위해 

페이로더가 갱내에서 방향전환소까지 최대 200m 후진해야 

하므로 굴착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2.2.2 방재 안전성 측면

기존 단면 현황을 비교한 결과 대피로 폭은 보성~임성리 0

공구 실시설계의 경우 국가철도공단에서 작성한 철도표준도

(1,000mm X 2,100mm)를 준용하여 편측에 설치하였고 이

천~문경 0공구 실시설계 및 강릉~제진 기본계획은 대피로

(900mm X 2,100mm)를 양측에 설치하였다. 

[표 2.4] 기존단면 열차탈출 시뮬레이션

양측대피로(강릉~제진 기본계획)

탈출
개념도

탈출방법 양측대피(최대동시대피인원 : 2명)

탈출시간 246초

방재특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섭 발생
•대피로 진입시 병목현상 발생 → 대피속도 저하

상·하행 구분 없이 운행하는 단선터널의 경우 열차의 진입 방

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편측 대피로 설치는 점검원이 작업중 

열차진입시 편측 대피만 가능하여 대피로 위치 착각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 또한 화재시 편측 문으로만 열차탈출

이 가능하여 승객하차 지연으로 열차 탈출시간이 증가한다. 

따라서 대피성능은 양측 대피로 터널단면이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된다.

[표 2.4]는 대피로(900mm X 2,100mm)을 양측에 설치한 강

릉~제진 기본계획의 열차 탈출 시뮬레이션 검토결과 대피로 

폭이 900mm로 협소하여 최대대피인원은 2명으로 열차에서 

대피로 진입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화재발생 대피시 장애인

과 비장애인 간섭 등에 의해 대피속도가 저하되어 승객 전원 

열차탈출시까지 246초가 소요된다.

03. 단선철도 터널단면 개선사례

3.1 터널하부 활용 극대화 단면 선정

주행안정성 및 승객의 쾌적성 측면에서 터널단면을 가급적 크

게 건설하는 것이 유리하나 터널 단면적이 커지게 되면 공사

비가 증가하여 경제성이 저하되는 현실적인 제약을 받게 된

다. 따라서 공기압 검토를 통해 최소 내공단면적 이상을 확보

하고 경제성 및 시공성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철

도터널 단면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단선철도 터널단면은 하부 바닥폭이 6.783m로 협소하여 

갱내 페이로더 회전 및 장비 교행 불가로 굴착효율성이 불량하

고, 대피로 폭이 협소하여 방재안정성 또한 불리하다. 이러한 

기존 단선터널 단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림 3.1]과 같

이 기존터널과 비교하여 높이는 7.666m로 작아지고 터널바닥

면 폭은 8.279m로 확대하여 경제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굴착효율성, 방재안전성을 극대화 한 단면을 선정하였다.

[그림 3.1] 터널하부 활용 극대화 단면

3.2 굴착 효율성 측면 개선사항

1) 페이로더 회전

기존 터널단면들의 경우 하부 바닥 폭이 최대6.783m로 페

이로더(3.5m3)의 회전이 불가하여 회전이 가능한 페이로더

(1.72m3)로 버력 상차장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페이로더가 최

대 200m 후진이 필요하여 굴착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터널 내 장비교행 및 페이로더 회

전이 가능한 터널단면 최소바닥폭 7.4m 이상이 되도록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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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터널단면적에 대하여 단면높이를 7.7m로 최소화하고 바닥

폭을 8.3m로 확대하여 터널단면을 최적화하였다. 이로 인하

여 페이로더의 방향전환소까지 후진이 불필요하고 갱내 회전

하여 덤프트럭에 직접 상차가 가능하다.  

[그림 3.2] 2차원 장비회전 및 상차 검토(BIM)

2) 덤프트럭의 교행

[그림 3.3] 개선단면 덤프트럭 교행 검토

개선된 단면에서는 [그림 3.3]에서와 같이 덤프트럭이 교행할 

경우 덤프트럭간 여유 이격거리 0.3m를 고려하여도 좌·우측

으로 약 1.14m의 여유가 있어 가배수로를 설치 공간 및 보행

로가 확보된다. 따라서 갱내 덤프트럭 교행이 가능하며 버력

반출 속도 증가에 따른 굴착 효율성이 확보된다.

3) 페이로더와 덤프트럭의 교행

[그림 3.4] 개선단면 페이로더/덤프트럭 교행

[그림 3.4]에서와 같이 개선단면의 경우 바닥폭 8.279m로 페

이로더와 덤프트럭의 교행을 위한 최소 필요폭 7.4m가 확보

되어 갱내 페이로더와 덤프트럭의 교행이 가능하다. 또한 [그

림 3.5] 및 [그림 3.6]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단면

의 3차원 BIM기반의 장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페이로더

의 덤프트럭 직접 상차 및 3.5m3 페이로더의 터널상부 간섭여

부를 검토하여 터널 버력처리 장비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3.5] 덤프트럭 직접상차 검토(BIM)

[그림 3.6] 터널상부 간섭검토(BIM)

페이로더와 덤프트럭의 교행 및 페이로더의 회전이 동시에 가

능하므로 버력처리 Cycle Time 최소화를 위해 [그림 3.7]과 

같이 버력 처리 순서를 선정하였다.

[그림 3.7] 버력 처리 순서

최적화 단면은 원활한 장비 교행 및 페이로더 회전에 의한 버

력 상차터널의 바닥 폭 7.4m 이상을 확보하여 굴진면에서 페

이로더의 회전 가능, 운반장비의 교행가능 및 버력상차, 운반

장비의 갱내 교행 가능으로 버력처리 시간을 24% 단축 하였

고 추가적인 시공성 확보를 위해 200m 간격으로 방향전환소

를 설치하여 공사중 덤프의 회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BIM을 

이용한 장비교행 및 페이로더 적재 가능여부를 검증하여 시공

효율 극대화를 확인하였다.

3.3 방재안전성 측면 개선사항

기존 양측 0.9m로 적용된 대피로 폭을 4인 동시 대피가 가능

하도록 양측 1.6m로 확대하였다.

[표 3.1]과 같이 열차 탈출 시뮬레이션 결과 대피과정에서 발

생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섭을 최소화 하였고 열차에서 대

피로 진입시 발생하는 병목현상에 의한 하차정체를 배제하여 

승객대피시간을 기존 246초에서 194초로 52초(21.1%) 단축

시켜 방재위험도를 최소화 하였다.

[표 3.1] 개선단면 열차탈출 시뮬레이션

양측대피로(최적화 단면)

탈출
개념도

탈출방법 양측대피(최대동시대피인원 : 4명)

탈출시간 194초(52초 단축)

방재특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섭 배제
•대피로 진입시 병목현상 배제 → 방재위험도 최소화

최적단면의 운용중 활용계획으로 국가철도공단 공동관로 인

터페이스 협의내용(전철처-566호)을 반영하여 공동구 크기를 

500㎜×200㎜ 확대한 결과 유지관리 편의성 또한 증대하였다.

3.4 터널 안정성 검토

1) 해석영역 및 해석조건

터널단면의 안정성 검토는 FEM해석 프로그램인 MIDAS-GTS 

NX를 사용하였다. 해석영역은 경계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좌, 우측 10D, 상부는 지표면, 하부는 10D로 설정하였

다. 이는 바닥변위와 내공변위가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범위

의 영역이다. 또한 터널의 단면형상, 지형 및 지층현황, 굴착시

공 순서에 따른 하중분담율, 강관위치 등을 고려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해석조건은 [표 3.2]와 같다.

[표 3.2] 해석조건 및 모델링도

해석조건 해석 모델링도

굴착방법 상/하반단면

굴진장 1.5m/3.0m

S/C 두께 120mm

R/B 길이 4.0m

K0 0.5~1.5

일반적으로 측압계수(K0)는 터널의 종류에 관계없이 0.5∼

1.5의 값을 가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임의로 가정된 2개 이

상 측압계수(예 : 0.5, 1.0, 1.5 또는 0.5, 1.0 등으로 가정)로 각

각의 단면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설

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측압계수를 3

개의 CASE(K0 = 0.5, 1.0, 1.5)로 비교 검토하여 불리한 쪽을 

채택하였다.

2) 해석결과

수치해석 결과 [표 3.3]과 같이 천단 변위는 최대 11.81mm, 내

공변위 최대 13.05mm로 미소하게 나타났다.

[표 3.3] 연직변위 및 수평변위 해석결과

연직변위도 수평변위도

천단변위 = 11.81mm 내공변위 = 13.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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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크리트 휨압축응력 및 락볼트 축력 해석결과를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숏크리트 휨압축력과 록볼트 축력은 측압계

수(K0) 1.5일 경우 최대값을 나타난다. 숏크리트 최대 압축력

(7.94MPa) 및 록볼트 최대 축력(82.02kN)은 허용치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 S/C 휨압축응력 및 R/B 축력 해석결과

숏크리트 휨압축응력 록볼트 축력

7.94 MPa < 8.40 MPa(O.K) 82.02 kN < 88.67 kN(O.K)

04. 결론

본 고에서 기존 단선철도 설계에 적용된 터널단면들의 굴착효

율성 및 방재안전성 측면 한계극복을 위한 하부단면 활용을 극

대화한 개선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축한계, 인터페이스 설치공간 및 공기압검토에 의한 최

소내공단면을 확보하면서 높이는 7.9m로 축소하고 터널바닥

면 폭을 8.279m로 확대하여 페이로더의 회전 및 장비의 교행

이 가능하도록 터널 단면을 최적화 하여 버력처리 시간 24% 

단축으로 굴착효율성을 향상시켰다.

② 바닥폭의 운영중 활용을 위해 대피로 폭을 양측 0.9m에서 

4인 동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양측 1.6m로 확대하여 승객대피

시간이 52초(21.1%) 단축되어 방재위험도를 최소화 하였다.

③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안정성 검토결과 최대 천단변위 

11.81mm, 최대 내공변위 13.05mm로서 미소하며 숏크리트 

최대압축응력 및 록볼트 최대축력 모두 허용치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01.  철도저널, 2015, 김상철, “단선철도의 합리적인 버력처리방
안 연구: 시공 중 터널재난 예방방안(1)”

02.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2014, 이용율, “공기역학적 고찰
을 통한 고속철도터널 단선구간 단면선정방법 연구”

03.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2015, 정상준, “단선철도양측대
피로 터널단면의 적용성 검토”

04.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2011, 류동훈, “고속화에 따른 철
도터널의 단면규모 결정요소에 대한 고찰”

05.  대한토목학회, 2008, 소병각, “터널 버력처리 공정의 생산성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기술정보 | 토목

글 현정환 / 쌍용건설 토목기술팀 과장   전화 02-3433-7775   E-mail hyun686@ssyenc.com

PDMS계 코팅재를 적용한 ECC의 
역학적 특성 및 탄산화 거동 평가

01. 서론

콘크리트와 같은 유사취성 거동을 보이는 기존 섬유보강 콘크

리트는 인장변형능력과 충격저항 성능이 낮은 특성으로 인해 

빌딩, 교량, 터널 등과 같은 구조물에 적용 시 안전성과 내구

성을 확보하기 어렵다(Pujadas et al., 2014; and Blanco et al., 

2015). 최근 최대 2%의 합성섬유가 혼입된 변형 경화형 시멘

트계 복합재료(SHCC)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높은 

연성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Herbert et al., 

2013; Khalil et al., 2017 and Yu et al 2017). SHCC는 일반 콘

크리트와 비교할 경우 초기균열 이후 우수한 연성능력과 변형

능력 특성으로 극한 조건에서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향

상될 수 있다(Georgiou et al., 2017 and atta and Khalil 2016). 

ECC(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s)는 가장 일반적

인 유형의 SHCC로서 1994년 처음 보고된 바 있으며 안정상

태 균열이론과 마이크로역학 이론을 재료설계의 특징으로 하

는 재료이다(Li et al., 1994; Maalej and Li, 1994). 또한, 1축 인

장 조건에서 금속과 같은 인장변형률 경화거동과 100㎛ 이하

로 균열폭을 제어하는 다중 미세균열 발생을 특징으로 한다

(Kai et al., 2017; Pakravan et al., 2016). 

ECC 배합은 파괴인성을 낮추기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와는 달

리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시멘트 함량이 증가하게 되고 다량의 규사를 사용하게 되어 

기존 콘크리트 대비 재료 단가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플라이애시와 고로슬래그의 혼입율을 바인더의 최

대 50% 까지 혼입하여 경제적인 ECC를 제작하였다.

반면,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은 염해저항성 및 화학저항성 

개선, 수화열 저감 효과가 있으나, 잠재수경성 반응 시 내부의 

수산화 칼슘을 소모하여 콘크리트계 재료의 초기재령에서 탄

산화 저항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Izumi et al., 1986). 내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연구로

서 Polydimethyl- siloxane(PDMS) 계열의 액상형 흡수방지재

를 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향상을 보고한 바 있다(Lee 

et al., 2017). 

ECC는 다양한 재료 및 구조관련 연구를 통해 균열폭 제어

와 함께 발휘되는 연성능력이 우수한 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PDMS계 표면코팅재를 적용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DMS계 표면코팅재를 ECC에 적용하

였고 이에 따른 역학적 특성 및 탄산화 성능 분석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02. 사용재료 및 배합 

본 연구에서는 표면 코팅용 PDMS 코팅재를 적용한 ECC의 탄

산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표 1]에 표기한 3종류 배합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2.1 결합재

본 연구에 사용한 시멘트는 국내 A사에서 생산된 1종 보통포

틀랜드 시멘트이며 밀도 3.15g/cm3, 분말도 3,625 cm2/g 인 제

품을 사용하였다. 결합재로 사용한 플라이애시(FA)와 고로슬

래그 미분말(BFS)의 밀도와 분말도는 각각 2.17 g/cm3, 3,420 

cm2/g 및 2.92 g/cm3, 4,260 cm2/g 이다.

2.2 규사

고인성 섬유복합체의 다중미세균열(multiple-micro cracks)

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균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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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ixture proportions of ECC 

Type W/B

Unit Weight (kg/m3)

W C FA BFS Silica 
Sand

Admixtures PVA 
fiberSP MC Defoamer

E1 45 390 607 130 130 643 3.467 1.733 0.867 26

E2 45 390 520 173 173 624 2.600 1.733 0.867 26

E3 45 390 433 217 217 604 2.167 1.733 0.867 26

[표 2] Properties of PVA fiber 

Item
Density
(g/cm3)

Length
(mm)

Diameter
(㎛)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PVA fiber 1.30 12 40 1,560 6.5

[표 3] Properties of PDMS 

pH
Active 

Component 
content

Residue
of

 evaporation

Leaching resistance performance

Pb Phenol
Weight 

Reduction 
of residual 
Chlorine

Consumption 
Level of 

potassium 
permanganate

9 42.8% 12.0mg/L
Un-

detected
Un-

detected
0.1mg/L 0.3mg/L

120 ㎛의 규사(silica sand)를 사용하였다. 규사는 입자의 크기

가 큰 일반 강모래와 비교할 경우 매트릭스의 파괴에너지를 

낮출 수 있어 미세균열의 발생을 유도할 수 있다. 골재의 최대

크기가 200 ㎛ 이하 범위에서의 사용은 유동성과 섬유 분산

성을 향상시켜 최적의 유동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 연구

에서 밝혀진 바 있다(Li et al., 1994). 

2.3 혼입섬유 및 혼화제

본 연구에서는 C사의 Polyvinyl alcohol 단섬유(이하; PVA 섬

유)를 사용하였고 물리 역학적 특성은 [표 2]에 표기하였다. 

사용섬유의 밀도는 1.30 g/cm3, 직경은 40㎛의 PVA를 사용하

였다. 또한, ECC 제작에는 원활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

성능감수제(SP), 증점제(VMA), 소포제(Defoamer)를 혼입하

였고, 사용재료의 밀도는 각각 0.37 g/cm3, 0.60 g/cm3, 0.26 

g/cm3 이다. 

2.4 PDMS계 코팅재

표면 침투를 위한 PDMS(Polydimethylsiloxane)는 ECC 표면

의 미세기공을 침투하여 표면을 코팅할 수 있는 화합물이다. 

Sol-gel법에 의해 합성된 폴리우레탄 전구체의 표면을 개질함

으로서 표면에 무기질 시멘트와 화학적 결합이 용이하도록 개

질되어 미세공극을 실리콘 소수성 물질로 침투하여 코팅하는 

원리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PDMS 코팅재의 특성은 [표 3]에 

표기하였다.

03. 시험방법

3.1 압축강도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준하여 [그림 1](a)과 같이 수행하였다. 원주형 압축 공시체

는 온도 20±1℃, 습도 60±5%의 항온 항습실에서 기건 양생

을 실시 후, 1,000 kN 용량의 만능재료시험기를 사용하여 재

령 7일, 14일, 28일의 압축강도를 배합별로 3개씩 측정하였다. 

또한 PDMS계 코팅재는 재령 14일에 시편 표면에 브러쉬를 

이용하여 도포하였다. 코팅 적용된 시편은 다시 항온 항습실

에서 14일간 기건 양생 후 압축강도시험을 진행하였다.

3.2 직접인장 실험

ECC 시편의 1축인장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 2](b)와 같

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단부의 파괴를 방지하고 균일한 1축 인

장하중을 가력하기 위한 아령 형상의 인장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은 타설 후 28일간 수중양생 후 건조하였으며 200 kN 

용량의 UTM시험기를 이용하여 인장하중을 가력하였다. 시편 

중앙부 80 mm 구간에는 10 mm 변위계를 설치하여 실시간 

변위를 측정하였다.

[그림 1] Compressive strength and uniaxial tension test

  

    (a) (b)

[그림 2] Evaluation of carbonation depth from Engauge program

3.3 촉진탄산화

탄산화 깊이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KS F 2584「콘크리트의 

촉진 탄산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세 종류 배합으로 

만들어진 100×100× 400mm 각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여 28

일간 수중양생 하였다. 제작된 시편의 좌우면에 코팅재 0.5 L/

m2 를 브러쉬를 사용하여 30분 간격으로 2회 도포하였다. 나

머지 면은 CO2 침투를 막기 위하여 에폭시를 사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마친 시편을 상대습도 60

±5 %, 온도 20±1℃ 조건의 항온항습실에 설치하였다.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5.0%로 설정하였고, 노출기간을 1주, 4주, 

8주로 하여 탄산화 깊이를 평가하였다. 

탄산화 깊이 측정은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였으며, 

변색이 완료된 시편은 Engaug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침투깊

이 결과값을 계산하였다. 

04. 시험결과 및 분석 

4.1 SEM 분석

PDMS 코팅재의 ECC 적용 유무에 따른 시멘트 매트릭스의 수

화 생성물 및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장방출 주사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활용하여 재령 7일 

및 28일의 ECC 시편을 분석하였다[그림 3]. 

[그림 3] SEM images of ECC

(a) Non-applied PDMS section (7 days)

(b) Non-applied PDMS section (28 days)

(c) Applied PDMS section (28 days)

SEM 분석 결과, 재령 7일에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

트린자이트(Ettringite)가 다수 발견되었다[그림 3](a). 또한, 

재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Ca(OH)2, C-S-H겔이 재령 28

일에 관찰되었다[그림 3](b). 또한, PDMS계 코팅재를 적용한 

ECC 단면은 [그림 3](c)에 도시하였고, PDMS계 코팅재가 침

투된 면에서 흡수방지재가 다수의 수화생성물을 뒤덮으면서 

미세공극(micro-pores)을 채우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콘크리트에 적용된 PDMS계 코팅재는 소수성으로 인해 외부 

공기로부터 수분공급을 차단할 수 있어 수화반응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PDMS 코팅재 유무에 따른 재령 28

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직접인장강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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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압축강도

ECC에 PDMS 코팅재 적용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령 14일에 PDMS 코팅재를 적용하였다. 

ECC의 재령 7일, 14일 및 28일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를 [그림 

4]와 [표 4]에 나타내었다. 

ECC 시험체의 압축강도시험 결과, 결합재 치환율이 증가할 

수록 동일 재령에서의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

다. E1, E2 및 E3 시험체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경우 각각 

50.5 MPa, 38.9 MPa, 33.4 MPa로 측정되었다. E1 시험체와 

결합재 치환량이 가장 큰 E3 시험체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비교할 경우 최대 33.9 %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PDMS 코팅재를 14일에 적용한 시편은 적용하지 않은 시편보

다 재령 28일 기준 다소 낮은 강도발현을 나타내었다. PDMS

를 재령 14일 ECC에 적용한 E1P, E2P, E3P 시험체의 평균 압축

강도는 E1, E2, E3 시험체 대비 1.9%, 4.1%, 3.9%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화반응에 필요한 수분공급이 지연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수화반응 매커니즘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Compressive strength of ECC

[표 4] Result of compressive strength test

Specimens
Average compressive strength (MPa) 

7 days 14 days 28 days

E1 25.6 36.2 50.5

E2 22.3 29.5 38.9

E3 17.5 22.4 33.4

E1P - - 49.6

E2P - - 37.3

E3P - - 32.1

4.3 직접인장강도

PDMS 코팅재를 적용한 ECC의 직접인장실험 결과로 도출된 

인장응력-변형률 관계 곡선은 아래 [그림 5]에 도시하였다. 실

험결과, 시편의 파괴형태는 초기균열이 발생한 이후, 다수의 

미세균열이 발생하였고 변형률의 증가와 함께 균열폭이 증가

하였고 균열폭의 집중과 함께 최종적으로 파괴되었다. 인장강

도는 E1시리즈 시편의 경우 약 6.2 MPa로 측정되어 가장 큰 

인장강도를 발현하였다. E2 시리즈 및 E3 시리즈 시편의 경우 

각각 5.8MPa, 5.3MPa의 인장강도가 측정되었고, 배합강도가 

감소할수록 직접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하였다. 인장변형률을 비교할 경우, E1 시리즈의 경우 2.8% 까

지 확보되었으며 E2 및 E3 시리즈 시편에서는 3.7%, 4.7% 까

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DMS 코팅재를 적용한 시편의 경우 적용하지 않은 시편과 

유의미한 응력-변형률 관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DMS 코

팅재를 적용할 경우 미적용 시편과 비교하여 인장강도 범위가 

–4.7∼3.2%로 나타났고, 최대인장 변형률 측면에서는 –4.4∼

7.5%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표면보호재 적용시점인 재령 14

일에 이미 콘크리트 내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수화반응이 완

료된 후 표면 코팅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인장강도 및 인장

변형률에 큰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4.4 촉진탄산화 거동 

4.4.1 ECC의 촉진탄산화 시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배합 변화, PDMS계 코팅재 도포 유무에 따른 

촉진 탄산화 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5], [표 6]에 표

기하였다. PDMS 표면보호재를 적용하지 않은 E1, E2, E3 시

험체의 8주 차 탄산화 깊이는 5.2 mm, 12.3 mm, 16.7 mm로 

측정되었다. 혼합재의 첨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탄산화 깊

이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8주차 탄산화 깊이 측정 결과에서는 E3 시험체가 E1 시험체

보다 평균 11.5mm 탄산화 깊이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혼합재 첨가량 증가에 따라 ECC의 압축강도가 감소하

였고, 상대적으로 조직의 치밀도가 감소하여 탄산화 깊이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Measured tensile strength-strain curves of ECC

(a) E1 series

(b) E2 series

(c) E3 series

E1P, E2P, E3P는 E1, E2, E3 시험체에 PDMS 코팅재를 도포한 

시험체이다. E1P, E2P, E3P 시험체의 평균 탄산화 깊이는 2.4 

mm, 7.3 mm, 8.6 mm로 측정되어 E1, E2, E3 시험체와 비교할 

경우 각각 2.8 mm, 5.0 mm, 8.1 mm 탄산화 깊이가 감소한 것

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PDMS 코팅재를 ECC에 적용할 경우 

탄산화 침투 저항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었고, 코팅재 도포

로 인해 ECC의 미세 공극을 채운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Result of accelerated carbonation test

Specimens 1 week 4 weeks 8 weeks

E1

E2

E3

E1P

E2P

E3P

[표 6] Result of carbonation depth

Average carbonation depth (mm) 

1 week 4 weeks 8 weeks

E1 1.8 3.1 5.2

E2 5.3 9.6 12.3

E3 6.5 11.9 16.7

E1P 0.6 1.9 2.4

E2P 1.3 4.2 7.3

E3P 1.7 5.4 8.6

4.4.2 강도 수준에 따른 탄산화 속도 변화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종류의 배합 수준과 PDMS 코팅재 도포 

유무에 따른 촉진탄산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침투깊이를 측정

한 후 탄산화 속도계수를 분석하였고 결과를 [그림 6], [그림 

7]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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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arbonation velocity coefficient of conventional ECC

[그림 7] Carbonation velocity coefficient of PDMS-coated ECC

ECC

E1, E2, E3 시험체의 탄산화 속도계수는 각각 1.7468, 4.5607, 

5.9642로 측정되었다. 혼합재의 혼입률 증가에 따라 속도계

수가 증가하였고, 시멘트 매트릭스의 강도 저하가 탄산화 속

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일 배합의 ECC에 PDMS를 적용한 E1P, E2P, E3P 시

험체의 속도계수는 각각 0.8606, 2.3344, 2.8327로 나타났다. 

PDMS를 적용하지 않은 시편과 비교할 경우 E1P의 경우 0.49

배가 감소하였고, E2P, E3P의 경우 각각 0.51, 0.47 감소하였다.

0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배합 종류 및 PDMS계 코팅재의 적용 유무에 

따른 ECC의 역학적 특성 및 탄산화 거동을 평가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ECC에 PDMS 코팅재를 적용한 시편의 미세공극을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Ca(OH)2, C-S-H겔 등 다수의 

수화생성물이 관찰되었고 PDMS계 코팅재가 수화생성물의 

미세공극을 채우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압축강도 시험 결과에서는 결합재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강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PDMS계 코팅재를 

적용할 경우, 압축강도가 1.9 ~ 3.9 %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고 이 결과는 수화반응에 필요한 수분공급이 지연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3. ECC의 직접인장 시험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미세균열이 발

생하였고 변형률의 증가와 함께 균열폭이 증가하는 거동을 나

타내었다. 결합재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장변형률은 최대 4.7 %를 보여 향상된 결

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PDMS 코팅재를 적용할 경우 인장성

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ECC의 탄산화 시험에서는 혼합재의 첨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탄산화 속도계수가 증가하였다. PDMS 코팅재를 적용할 

경우 미적용 시편 대비 평균 0.49배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혼합재 첨가량 증가에 따라 강도가 감소하였고 상

대적으로 조직의 치밀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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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술의 진화 및 적용방안
(당사 아파트 리모델링 적용기술 중심으로)

기술정보 | 건축

01. 시작하며

최근 들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

다. 주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적극적

인 참여가 바탕이 된 것 같다.➊ 당사는 2007년 서울 방배동 쌍

용예가 클래식 준공, 2010년 당산동 쌍용예가 클래식, 2011

년 도곡동 쌍용예가 클래식, 2012년 밤섬 쌍용예가 클래식

을 기 준공 하였으며, 오금동 아남아파트에 리모델링 현장

을 운영하고 있다. 수주에 있어서도 경기 광명철산한신아파

트 및 송파가락쌍용1차 아파트등 리모델링 사업권을 확보 하

고 있다. 

향후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한국건설

산업연구원에 따르며 지난해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17

조 2900억원으로 추산되며, 2025년 23조 3200억원, 2030

년 30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➋

이러한 리모델링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기존 개발된 기술

과 리모델링 특성을 반영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당

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모델링 관련특허 및 기술과 공정에 따

른 기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02. 당사 보유 특허 기술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리모델링 관련 특허는 아래와 [표 1]

과 같다.

리모델링 관련 당사가 보유한 특허는 주로 지하구조(파일공

사 포함)와 지상 골조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1] 당사가 보유한 리모델링 관련 특허

특허명 최초등록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의 기둥 개설 공법
(가설재 설치 불필요)

2007.07

엘리베이터 지하층 연장운행을 위한 공동부 시공방법 2008.02

댐퍼를 이용한 지진 구조안전성 확보 2010.04

마이크로 파일을 이용한 개량형 언더피닝 공법 2011.09

소구경말뚝 및 하중전이프레임을 이용한 벽체존치 건축물
리모델링 2013.07

리모델링 시 공동주택의 단열완충재 바닥 시공방법 2014.08

기존파일 지지력확인을 위한 기존골조를 이용한 시험방법 2021.10

당사는 최근에 특허를 취득한 ‘아파트 건축물 리모델링시 기

존에 시공된 기초말뚝 지지력을 확인하고 기존 구조물(기초

판 및 내력벽체)을 재하물 반력체로 이용하는 정재하 시험방

법’은 협소한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공법이며,  지하

구조의 안전성 시험방법에 관한 최신 기술이다.

[그림 1] 당사 특허 시험체

➊ 하우징 헤럴드, 2021.07.16,리모델링의 찬란한 부활, 이동훈 소장,무한건축
➋ 위키리크스한국,2021.10.29, 수도권에 부는 ‘리모델링’열풍…쌍용건설 독주 속 1~6위건 대형건설사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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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당사 특허 시험 전경

03. 공종별 적용 기술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주요 포인트는 지하주차장 신

설 및 하향증축이다. 따라서 지하구조 및 토목공사는 지하주

차장 공사 방법 위주로 살펴보고자 하며, 타 공종은 리모델링

에 주로 쓰이는 공법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파일공사

리모델링 지하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파일공사는 리

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 PHC Pile(Pretnesioned Spun High Stength Concrete Pile)

PHC파일은 리모델링공사의 수평증축부에 적용가능하나 리

모델링 특성상 협소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특성상 장비운용

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림 3] PHC파일

b. 마이크로 파일(Micropile)

강재로 보강된 소구경말뚝(직경 300mm이하)으로 보강하

는 구조이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구조이다. 마이크

로 파일은 층고의 한계가 있는 지하에 접근하기 쉬운 보강방

법이며,  선단지지방식이 아닌 강봉-시멘트-암반 사이의 마찰

로 지지력을 발휘하는 방식이다.

[그림4] 마이크로 파일 시공

c. 파형마이크로 파일

지반을 파형으로 고결화 시켜 지지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

으로 기존 마이크로 파일에 비해 근입깊이 및 시공시간을 단

축시킬 수 있다. 또한 인접한 구조물,지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적은 특성이 있다. 마이크로 파일과 마찬가지로 협소한 공

간에 소규모를 이용한 시공에 용이한 공법이다. 

[그림 5] 파형마이크로파일 개념도

d. 닥터파일

일반 보강용으로 적용할 때 유용한 파일이며 마이크로 파일

에 대비하여 보강길이의 저감효과가 있다. 닥터파일은 파일

정착부의 압력 (5~10kg/cm²) 저압 그라우팅 주입으로 마찰력

을 증대시켜 지지력 확보 하는 방식이다. 이 파일의 장점은 소

음, 진동 규제지역에서 작업 용이하며, 협소한 공간의 공사

진행 가능하다.  일반 마이크로파일에 비해 약 5M/공 파일길

이 절감 가능하다.

[그림 6] 닥터파일의 보강형상

e. Jack Pile(기존 골조 Up Lift)

기존 구조물의 자중을 이용하여 유압잭으로 강관을 설계하

중까지 압입후 그라우팅 충진하여 파일체를 형성하는 공법

이다. 이러한 Jack Pile공법은 유압잭으로 이용하여 Pile을 진

동과 소음을 최소화 하여 계측압입이 가능하며, 시공가 동시

에 유압으로 가압하여 구조물의 상승 또는 하강이 가능한 형

식이다. 이러한 Jack Pile은 기존 건물이 침하되고나 건물

의 높이가 맞지 않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7] Jack Pile시공도

3.2 철거공사

리모델링 공사에서 중요한 공종중에 하나는 철거공사이다. 공

사순서는 내부 인테리어 마감부터 철거하여 바닥마감, 칸막이

벽 철거 공사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가 매

우 중요하다. 골조철거공사에 있어 흔히 쓰이는 압쇄공법보

다 공기 및 추가 작업이 없는 Wire Saw공법에 대하여 살펴보

도록 한다. 

a. Wire Saw 공법

Wire Saw공법은 주로 고속도로상의 교량의 철거, 지하 옹벽

의 철거등 기존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빠른 시간내 절

단이 요구되는 현장에 적용되는 공법으로 리모델링 공사현장

에 적합한 철거공법 중에 하나이다.

[그림 8] Wire Saw 공법 시공

이러한 Wire Saw공법은 부재의 컷팅후 크레인으로 인양

하여 지면에 내려놓고 소분할 하여 반출하는 방식으로 할

석 및 철근제거작업이 거의 없으며 추가로 잔손보기가 필

요 없다.

3.3 지하주차장 골조 증축공사

지하 주차장의 증축공사는 리모델링에 필수 불가결한 공종

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기존 아파트 구조안전성 및 주차장과

의 연결이 중요하며, 이러한 요구조건에 따라 최근에 들어 리

모델링 공사에서는 역타(Top-down)공사를 많이 사용하

고 있다.

a. SPS공법(Strut as Permanent System)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역타방법이다. 주로 도심

지에 협소한 공간에서 많이 쓰였던 공법이다.

흙막이 벽을 영구 철골보와 EG-Frame(띠장)으로 지지하면

서 지하를 굴착하는 방법이다. 지하 기둥은 본설 기둥으로 구

성되며 H-형강 또는 CFT(Concrete Filled Tube)로 이용되

며, 천공방법은 PRD(Percussion rotary drill)공법이 사용된다.

[그림 9] SPS공법

b. CWS공법(buried wale Continuous Wall top-down System)

기본적인 지지형식은 SPS와 같으며, 다른 점은 흙막이 벽

체 테두리 보 구간을 철골띠장으로 변경한 구조형식이다.

[그림 10] CWS공법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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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BS공법(Double Beam System)

DBS공법의 특징은 본설기둥 대신 센터파일을 이용하며 철

골 구조를 거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센터파일은 본설 기

둥 위치가 아닌곳에 설치되고 보가 센터파일과 만나지 않아

야 한다. 철골보를 이중으로 구성하고 기둥이 아닌 위치에 센

터파일이 2중보(Double beam system)를 받쳐주는 방식이다. 

[그림 11] DBS공법의 특징 및 개요

d. DP공법(Double Post System)

DP공법은 가설기둥 한쌍(Double Post)으로 기존 본

설 King Post를 대체하는 공법이다. 

[그림 12] DP공법

이 공법의 특징은 이중 기둥을 이용함으로써 가설 기둥 사이

즈 및 천공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 BRD공법(Bracket Supported RC downward)

BRD공법은 NSTD(Non Support Top Down)공법과 같이 동

시작업을 위한 무지주 역타공법이나 거푸집의 지지는 본설 기

둥에 의하여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러한 BRD공법은 슬래

브가 토압을 지지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슬래브의 양생

시까지 측면 토압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

로 토사 소단유지를 사용한다. 장점으로는 거푸집의 반복사용

으로 경제성 및 시공성이 뛰어나다.

[그림 13] BRD공법 시공순서

f. STD공법(Strut Top down)

STD공법은 조립식 버팀보(Double strut)를 설치하고 굴

착시 Strut역할과 동시에 RC보 지지틀로 활용하여 골조공

사 및 굴착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공법이다. 조립식 버팀

보는 유압을 통하여 하강시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법이

다. 이러한 공법은 소규모 현장에 유리하다.

[그림 14] STD공법 시공순서

STD 지지틀 설치

STD Form 설치

합판 설치

브라켓 설치

거푸집 작업
및 Deck 시공

타설, 양생 후
지지틀 하강

3.4 보수, 보강 및 접합공사
a. 보수공사

보수공사는 기존 발생된 균열 및 콘크리트의 파손에 관하

여 시행되고 있으며, 방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보수공사의 구분 및 방법

구  분 결함현황 보수방법

균열

~ 0.2mm
슬래브에 

발생된 균열

 표면처리공법
피막층 형성방법 

/ 표면 전체 피복방법

0.2mm 
~ 0.5mm

벽체 등에 발생된 
수직균열

주입공법 (하이스타프 주입)
고압식 주입법 / 저압식 주입법

0.5mm ~
벽체 등에 

발생된 수직균열

충전공법(U형, V형)
철근 부식 

/ 철근 부식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파손
(박리, 박락)

슬라브 기, 전 설치부위 
콘크리트 파손 철거 

공사로 인한 콘크리트 파손

철근이 파손된 경우
보수부위 할석 → 철근겹침용접

 → 녹제거 및 방청
    → 무수축 몰탈 층전 

→ 미장,도장마감

철근 파손되지 않은 경우
    보수부위 할석 
→ 녹제거 및 방청

    → 무수축 몰탈 층전 
→ 미장,도장마감

재료분리 
및 공동

타설 다짐불량에 
의한 재료분리 및 

공동발생

철근노출

기존 골조 노출철근 
녹 발생 및 부식타설 
후 피복두께 부족 

등으로 인한 철근노출

콘크리트 
중성화

부재 일부 C등급 
이상의 중성화 진행

알카리 회복재 → 표면강화재 
→ 방청피복재 → 탄성마감재

b. 보강공사

보강공사는 기존 구조물이 증가된 하중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 하중에 견딜 수 있게 부가하는 공사이며, 탄소섬

유나 강판(철판)을 덧대서 기둥이나 보 구조물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방법이나, 단면을 증설시켜서 내력을 보강하는 공사

가 있다. 특히 최근의 건축구조기준(특히 지진관련사항)의 요

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사항 중 제진 댐퍼를 사용하고 있다. 제

진 댐퍼의 사용은  지진하중의 감소효과와 구조적 안정성

의 확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더불어 골조 보강 물량의 절감효

과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 신구 골조의 접합

리모델링의 수평 증축에 필수 불가결한 공법은 기존골조

와 신설골조의 접합시공이다. 이러한 방법은 두가지로 크

게 대별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슬래브를 완전히 철거한 후

에 Chemical Anchor를 사용하여 신,구 골조를 접하는 방법이

며[그림 16] 른 방법은 기존 골조의 상부철근을 그대로 사용하

고 하부철근은 Chemical Anchor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러

한 방법은 기존 슬래브의 철근을 살려두어야 하며, 녹제거등

의 후속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15] Chemical Anchor를 이용한 접합

 연결부 천공 및 Chemical 주입                  철근 삽입 인발시험

[그림 16] 기존 슬래브를 이용한 접합

            기존 슬라브 철근         슬라브 철근 녹 제거 신, 구 접합부 시공

3.5 계측관리

시공중 위험 요소의 조기 발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계

측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로 지하에는 인접지반의 계측이 필

요하며, 기존 골조의 거동과 가시설물의 거동도 지하층 골조

공사 완료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3.6 3차원 모델링 및 3D Scanning

최근들어 발달되고 있는 디지털기술의 영향으로  복잡한 리

모델링 현장에 입체적 자료 분석과 신속한 현장 파악과 대응

에 필요한 3차원 모델링기법(BIM)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림 17] 3차원 모델링

또한 3D Scanning 도입을 통하여 기존 골조의 현황을 디지

털로 확인 가능하여 기존 2D도면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업무

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8] 3D Scanning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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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설비공사

설비공사의 리모델링의 최대의 난점은 각 세대 내부의 천정공

간은 기존 골조에 한정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배관에 대한 최

적화가 현장에서의 중요한 난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난관

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a. 자재적인 측면

천장속의 내부공간의 최적화를 위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하

기도 하며, 배관의 개수와 사이즈를 조정하기도 한다.

[그림 19] 초소형 SP Elbow의 적용

[그림 20] 배관의 개수와 Size변경

b. MEP Layout의 활용

설비 배관의 설치와 기존골조의 코어링 및 슬리브의 설치

를 위하여 기존 골조와 신설 도면의 적합성을 사전에 파악하

여 작업 오차를 줄이며 자재의 공장 제작 및 현장에서의 조립

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림 21] 현장에서의 MEP Layout활용

이러한 MEP Layout의 활용으로서 실효적인 PVC 원팩시스

템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공편의성과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림 22] PVC One Pack System

도면 /
치수접수

운반
(현장하차)재단 세대 

이송포장 시공

원터치 모듈화 시스템 프로세스

공장분      현장분

3.7 전기공사

전기 공사는 설비공사 보다는 공간의 제약이 덜하지만 문제

가 되는 것은 신축공사에 흔히 발생되는 매입배관이다. 이

는 기존 골조에 홈파기를 하고 매입하고 Grouting해야하는 작

업공종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홈파기 작업의 개선방안

은 아래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홈파기 개선방안

04. 마치며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는 좀 더 특별한 공종과 기술이 필요하다. 당사는 이러한 복잡

한 리모델링 공사를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성

과를 올리고 있다. 

향후 리모델링의 찬란한 부활의 시간이 올 때 이러한 첨단기

술의 쓰임새가 다시끔 중요하게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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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은 업계 최초로 2000년 리모델링 전담팀을 출범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리모

델링 준공실적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준공 4개 단지인 ▷방배 예가 클래식(2007년) ▷당산 예

가 클래식(2010년) ▷도곡 예가 클래식(2011년) ▷밤섬 예가 클래식(2012년)에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

를 바탕으로, 현재는 2021년 착공하여 일반분양을 마친 송파 더 플래티넘을 리모델링 공사중이다. 그 외 

서울, 안양, 광명시 등 다수의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당사의 공동주택 리

모델링과 호텔 리모델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1 방배 예가 클래식( 舊 궁전아파트)

방배 예가 클래식은 국내 최초로 단지 전체를 리모

델링한 아파트이다.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지하주

차장을 신설하고, 엘리베이터 지하층 연장 운행을 

위한 공동부 시공 방법(특허 제10-0803921호)의 

신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며, 엘리베이터를 

지하까지 연장시켰다. 기존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으로 변경하고, 주차 대수도 2배 이상 늘어났다. 특

히 증축한 부분은 기존 건물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식 내진 구조체 방식으로 설계해 별도 시공한 뒤 기존 

골조와 연결해 안정성을 높였다. 방배 예가 클래식은 단순히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닌 주거환경을 새

롭게 탈바꿈해 공동주택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그림 1] 리모델링 변경전, 공사중 사진

  

01
머리글

01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

[표 1] 공사개요

위    치 서초구 방배동776-3외 필지

규    모 12층3개동216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 공 일 2006년12월

건 폐 율 25.18%

용 적 율 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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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리모델링 후 사진

  

2.2 당산 예가 클래식( 舊 평화아파트)

영등포구에 위치한 당산 예가 클래식은 30년된 골

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하2층 주차장을 신설하

고, 리모델링 최초로 필로티를 적용하여 1개층 수

직증축을 했다. 또한 국내 아파트 최초로 벽체에 '

댐퍼(Damper)'라는 진동 흡수 장치를 매립해 진도

6.5~7.0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골조를 보강

하고 특수철판으로 벽체도 보강하여 구조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주차대수는 기존 대비 5배로 증가 시키고, 각 동 1층을 필로티로 띄운 공간과 지하1층에는 로

비라운지 및 세대별 락커 등 주민편의시설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3] 리모델링 변경전, 공사중 사진

   

[그림 4] 리모델링 후 사진

[표 2] 공사개요

위    치 영등포구 당산동3가559

규    모 13층 3개동 284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준 공 일 2010년 7월

건 폐 율 25.73%

용 적 율 242.75%

2.3 도곡 예가 클래식( 舊 동신아파트)

강남 최초의 단지 리모델링 프로젝트인 도곡 예가클

래식은 재건축 추진 중 리모델링으로 사업 전환한 

단지이다. 벽체와 기둥, 보의 양을 늘려 내진성능을 

높이는 일반적인 보강 방법 대신 모든 층의 주요 벽

체 상부와 하부에 1m2 넓이, 세로 약 1m, 두께 1.2㎝

의 철판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의 인방보에 설치되는 전단항복형 강재댐퍼 또는 휨

항복형 마찰 댐퍼를 이용한 제진 시스템 공법 (건설 신기술 제611호)을 적용 하였다. 벽체, 기둥 보강을 최

소화하면서도 안정성과 공간 활용도를 상승시킨 단지이다.

[그림 5] 리모델링 변경전, 공사중 사진

   

[그림 6] 리모델링 후 사진

2.4 밤섬 예가 클래식(舊 마포현석호수아파트)
강변 북로변에 위치한 밤섬 예가 클래식은 리모델

링을 통해 국내 최초로 2개층 수직증축을 하고 모든 

가구가 전후좌우 증축을 했다. 지상 1~2층 세대를 필

로티 구조로 바꾸며, 10층에서 12층 아파트로 탈바

꿈해 전 세대의 한강 조망이 가능해 졌다. 기존 2베

이 구조가 최대 4베이로 바뀌며 증축부 측면 가구에

는 3면 개방형 설계도 적용하였다. 증축을 위해 바

닥 마감 두께를 최소화하고 조적벽체를 경량벽체로 바꿔 건물하중을 줄이는 공법을 적용하였다. 밤섬 예

가 클래식은 우리나라 내진규준에 적합하도록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그린 리모델링 개념을 적극 도입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친환경 아파트로 탈바꿈한게 특징이다. 최근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 유일하게 준공 완료된 수직증축 사례이다. 

[표 3] 공사개요

위    치 강남구 도곡1동933외2필지

규    모 13층 5개동 384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제 3종 일반 전용주거지역

준 공 일 2011년 5월

건 폐 율 31.27%

용 적 율 291.68%

[표 4] 공사개요

위    치 마포구 현석동 118번지

규    모 12층 1개동 90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준 공 일 2012년 12월

건 폐 율 70.43%

용 적 율 3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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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리모델링 전, 공사중 사진

  

[그림 7] 리모델링 후 사진 

  

2.5 송파 더 플래티넘(舊 오금아남아파트)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송파 더 플래티넘은 

기존 299세대에 29세대를 일반분양하여 총 328세

대로 리모델링 진행중이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초로 HUG보증을 승인 받았으며, 일반분양 청약

에서는 7만5000여명이 몰리며 2,599:1의 높은 청

약을 기록하였다. 2012년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구 

수를 늘리는 게 허용된 이후 일반분양의 첫 사례이

기도 하다. 당사는 최근 ‘기존 파일 지지력 확인을 위한 기존골조를 이용한 시험 공법’을 업계 최초로 개발

해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현장에 적용 하였다. 이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비용과 기간을 절반 이상 감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 아파트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공사기간과 공사비까지 절약해 주는 일석 삼조

의 효과까지 얻었다. 또한 내진 설계는 물론, 두 가구가 거주 할 수 있는 세대분리형 평면을 도입하며 단지 

고급화를 적용했다. 송파 더 플래티넘은 업계 최고의 리모델링 실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송파구의 새로

운 랜드마크로 완성 될 예정이다.

[그림 8] 리모델링 전, 공사중 사진

   

[표 5] 공사개요

위    치 송파구 오금동 67번지외 2

규    모 15~16층 2개동 32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 공 일 2023년 12월예정

건 폐 율 38.08%

용 적 율 432.47%

[그림 9] 리모델링 후 사진

3.1 반얀트리 클럽 & 스파서울

1969년 개관한 서울 남산타워 호텔은 우리 나라 근

대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故 김수근 선생의 작

품이다. 이 기념비적 건물은 3년간의 리모델링 공

사를 거쳐 세계 최고의 럭셔리 리조트 호텔인 ‘서울 

반얀트리(Banyan Tree) 클럽&호텔’로 새롭게 태어

났다. 기존의 호텔 외관을 최대한 유지하여 건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호텔의 내부는 객

실당 면적이 최대 537㎡ 증가하며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스위트급 34개의 객실에는 8∼22㎡ 규모의 

미니 풀이 설치되었으며, 특히 최상층 2개층에 단 2실 뿐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남산과 서울 야경을 

180도로 즐길 수 있는 복층의 최고급 공간으로 꾸며졌다.  당사는 서울 반얀트리(Banyan Tree) 클럽&호

텔을 통해 국내 리모델링 최다 준공실적 타이틀에 걸맞는 시공능력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이 가진 가치를 

유지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기술력을 증명하였다.

[그림 10]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공사중 사진         [그림 11] 리모델링 후 사진

     

[표 6] 공사개요

위    치 서울 중구 

준 공 일 2010.06

연 면 적  25,992㎡ (7,863평)

규    모 50객실 

03
호텔 리모델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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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은 개장 기준 국내에서 가

장 오래된 민영 호텔이다. 1955년 객실 19개 규모의 

금수장으로 시작해 수차례 증축 및 리모델링을 거쳐 

고급 호텔로 거듭났다.

당사는 2001년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 한 후 약 20

년만에 다시 새롭게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고급건축 시공실적 1위 명성에 

맞게 쌍용건설의 기술력으로 호텔 내부 인테리어 및 기계 전기장비 등을 전면 교체 하였다. 화려한 캐노

피 구조를 갖춘 서울의 상징적인 호텔로 탈바꿈 하며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에서도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

[그림12]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공사중 사진

   

[그림 13] 리모델링 후 사진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나며,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같지만 사업 방식과 공사 방식에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물을 유지한 채 새로운 건물을 지어내야 하므로 기존 신축공사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경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당사는 2000년 건설업계 처음으로 리모델링 전담팀을 

꾸려 독보적인 기술력과 체계적인 사업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리모델링 준공 실적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차별화된 공법을 제시하여, 리모델링 리더의 자리를 더욱 공

고히 할 것이다.

[표 7] 공사개요

위    치 서울 중구 동호로 287 

준 공 일 2021.12

연 면 적 32,899㎡ / 9,952평

규    모 269객실, 레지던스49객실 

04
맺음말

글 박철용 건축기술팀 차장     전화  02-3433-7731     E-mail cypark@ssyenc.com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사례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술정보 | 건축

0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환경론자와 개발론자들 사이의 갈등

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

계 각국의 논의와 선언으로 건축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 이에 각국은 ‘생태환경’,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친화 건

축’ 등 다양한 친환경 건축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기에 이르렀

다. 초기의 친환경 건축은 건축의 활동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

는 행위이므로 건축 활동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소극적 친

환경 건축과 건축의 환경에 대한 부하를 인정하되 건축활동

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파괴된 환경의 복원을 함께 하

는 적극적 친환경 건축의 두가지 서로 다른 개념이 대립하

는 양상이었으나 점차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통합적 개념으

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건축물의 생산에 있어서 자재의 원료 추

출과 생산, 건물의 시공과 사용 및 폐기 단계까지 전생애기

간 동안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수명이 다한 건물의 재사

용 또는 부품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

를 할 수 있는 건축울 말하며, 이 과정에서 건축물을 생태계

의 일부로 만들어 물, 공기, 토양 등 자연의 순환체계를 거스르

지 않는 것은 물론 지역의 문화와 장소성을 보전하고 보다 쾌

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더 나아

가 이러한 건축개념을 토대로 1990년 영국 ‘BREEAM’을 시

작으로 1998년 미국 ‘LEED’, 2002년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

증제도(2013년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로 개정), 2006

년 싱가포르 ‘Green Mark’ 등 건축물의 환경성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

특히 UN IPCC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2014년)에 따르

면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

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대 70%까지 감축해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지구

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후변

화협약’(1994년)을 비준하였으며, 각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

다. 이에 대한 건축물 분야의 대책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이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국내 및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

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

책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인증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마지막으로 당사에서 시공한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국

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02.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

만, 그 중 2006년 Torcellini et al.[1]이 발표한 다음 4가지 개

념으로 구분하여 정의한 내용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 Net Zero Site Energy: A site ZEB produces at least as much 
energy as it uses in a year, when accounted for at the site.

- Net Zero Source Energy: A source ZEB produces at least 
as much energy as it uses in a year, when accounted for at 
the source. Source energy refers to the primary energy used 
to generate and deliver the energy to the site.

- Net Zero Energy Costs: In a cost ZEB, the amount of money 
the utility pays the building owner for the energy the 
building exports to the grid is at least equal to the 
amount the owner pays the utility for the energ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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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nergy used over the year.

- Net Zero Energy Emissions: A net-zero emissions 

building produces at least as much emissions-free 

renewable energy as it uses from emissions-

producing energy sources.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원의 설치위치 등에 따라 다음 표와 같

이 구분하였다.

[표 1] ZEB Renewable Energy Supply Option Hierarchy

Number ZEB Supply Side Option

0 Reduce site energy use through low energy building 
technologies

Off-Site Supply Option

1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available within the 
building’s footprint

2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available at the site

Off-Site Supply Option

3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available off site to 
generate energy on site

4 Purchase off-site renewable energy sources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구분을 Marszal et al.[2]

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옵션을 부지 내외를 기준으로 다음 그

림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앞서 표1에 제시

된 공급 옵션과의 차이점은 ‘Ⅳ. Off-Site Generation’이 추

가되었다는 것인데, 이 방법은 부지 외부에 신재생에너지원

을 설치해서 생산된 에너지를 공급망을 통해 부지 내로 공급

한다는 내용이다.

[사진 1] Overview of possible renewable supply options

이러한 학술적 의미로써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에 대

한 활발한 논의는 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 정책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데, 미국 DOE[3]에서는 2015년, 제로에너지 건축

물을 공급망으로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부지 내 신재

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적거나 동등한 건

축물, 즉 연간 사용되는 에너지가 부지 내에서 생산되는 에

너지보다 적거나 동등한 건축물로 정의하였다. (An energy-

efficient building where, on a source energy basis, he actual 

annual delivered energy is less than or equal to the on-

site renewable exported energy.)

[사진 2] Site Boundary of Energy Transfer

유럽연합[4]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난방, 냉방, 급탕, 조

명, 환기 등에 대하여 건축적 및 설비적으로 매우 높은 에너

지 성능 – 여기서, 에너지의 의미는 대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도 포함한다 – 을 갖는 건축물로 정

의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기후환경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

적 이해관계 등으로 회원국들이 공통된 정의를 할 수 없는 상

황에서 BPIE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을 활용하

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비용 최적화에 대한 검토

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진 3] Site Boundary of Energy Transfer

[사진 4] Example of cost-optimal analysis

국내의 경우 2016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

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법으로 정의 - 건축물에 필요한 에

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

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하였다. 즉, 제

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

하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

지를 활용하여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공급하는 액티

브 기술을 결합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이 최소화되도록 설

계 및 시공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제

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2017년 1월 「건

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을 「건축물 에너지효

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개

정하였고,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제로에너

지 빌딩 시범사업 운영,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표준설계 가이

드라인 발간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운영 등 제로에너

지 건축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진 5] Concept of Korea ZEB

이상과 같이 국내·외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 학술

적인 의미와 정책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주로 에너지 위

주로 정의가 되고 있으며,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

미로 해석되고 있음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음을 주지하여

야 할 것이다.

1) 어떤 단위를 사용할 것인가?

1차에너지, CO2 단위, 비용, 엑서지(Exergy) 등

2) 에너지 용도는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난방,냉방,급탕,환기,조명,콘센트,내재에너지 등

3) 주요 요구조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에너지 사용량, 실내쾌적, 신재생에너지 고려방법 등

4) 일반적인 1개 정의로 가능한가?

기후조건, 건축물 용도 또는 규모, 신재생에너지 설치위치 등

03.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의 종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ILFI(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에서 운영하는 Zero Energy Certification

과 USGBC에서 운영하고 있는 LEED Zero Program, 싱가

포르의 Green Mark 인증제도에 부가된 Super Low Energy 

Building, 그리고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먼저, ILFI의 Zero Energy Certification 인증은 다음 그림과 같

은 목표를 위해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화

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건축물에서 사용하

는 전체 에너지를 연간 기준으로 대지 내 설치된 신재생에너

지원으로만 충당해야 한다. 이 외에도 Place, Water, Energy,  

Health+Happiness, Materials, Equity, Beauty 항목에 대하

여 주어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사진 6] Goal of ILFI’s LBC

다음으로 USGBC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LEED 인증을 넘

어 LEED Positive까지 목표로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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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발표된 LEED Zero 프로그램은 LEED BD+C 또는 O+M 인

증을 받은 프로젝트에 한해 LEED Zero Carbon, LEED 

Zero Energy, LEED Zero Water Certification, LEED Zero 

Waste Certification 이상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중 LEED Zero Energy는 연간 기준으로 건축물에

서 사용한 에너지와 대지 내 또는 대지 외에서 신재생에너지

로 생산한 에너지가 같을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대

지 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Green-e Energy 인증을 받은 인

증서(EACs)를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진 7] Goal of USGBC

싱가포르 BCA에서도 다음 그림과 같이 Positive Energy 

Building을 목표로 Green Mark 인증제도와 연계하

여 2018년 신축 비주거 용도와 기존 비주거 용도 및 학

교를 대상으로 Super Low Energy Buildings 인증을 추

가했는데, Green Mark 인증을 받은 프로젝트를 대상

으로 연간 기준으로 최근 기준 대비 40% (2005년 에

너지 기준 대비 60%)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

감할 경우 Super Low Energy Building 인증을 부여하

고, 플러그 부하까지 포함한 모든 에너지 사용량을 대

지 내 뿐 아니라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경

우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부여한다.

[사진 8] Goal of BCA Green Mark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

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

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

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2] ZEB Rating of Korea

등급 에너지 자립률

1 100% 이상

2 80% 이상

3 60% 이상

4 40% 이상

5 20% 이상

[사진 9] Roadmap of Korea ZEB

이상과 같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정리하면 다

음 표와 같다. LEED ZEB와 GM ZEB는 자체 인증을 받아야 하

며, 국내 ZEB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과 더

불어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반

해 ILFI ZEB는 전제조건이 없다. 다른 ZEB는 모두 100%를 인

증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 ZEB만 20%부터 단계적으

로 100%까지 등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LEED ZEB, GM ZEB

와 국내 ZEB는 대지 내 및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를 모두 인증

하고 있지만 ILFI ZEB는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만 인증하고 있

으며, 특히 LEED ZEB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입하는 것

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ZEB는 모두 1년 사용량

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ZEB는 ECO2 프로그

램에 의한 해석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3] Comparison of ZEB Certification

USGBC ILFI Singapore BCA 국내

LEED ZEB ZE 
Certification SLEB ZEB ZEB

전제조건 BD+C or 
O+M - Green Mark

1++등급, 
BEM S등

요구조건 100% 100% 60% 100% 20% ~ 100%

신재생
에너지원

On-site & 
off-site On-site On-site & 

off-site
On-site & 
off-site

평가자료 1년 사용량 1년 사용량 1년 사용량 1년 예측량

0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황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

고 있으며 2022년 1월 기준으로 684개 프로젝트가 인증을 받

은것으로 확인되었다.[5] 이 중 약 7.1%에 해당하는 126개 프

로젝트가 준공 후 본인증까지 받았으며, 등급별 프로젝트 개

수는 다음 표와 같고, 완전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해당하는 

1등급은 40개 프로젝트가 있다.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해 보

면, 주거용이 40건이고, 주거용 이외가 1,736건이며, 주거용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등이고, 비주거용은 업무시설, 

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

장, 운동시설 등으로 다양하다.

[표 4] Number of ZEB Project by Rating

등급 프로젝트 개수 비율

ZEB 1 40 (8) 2.25%

ZEB 2 38 (6) 2.14%

ZEB 3 131 (11) 7.38%

ZEB 4 373 (27) 21.00%

ZEB 5 1194 (74) 67.23%

※ 괄호 안은 본인증 건수임.

상기 1,776개 인증 프로젝트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과 같이 2017년 10건으로 시작해서 2018년 30건, 2019년 41

건으로 거의 정체되어 있다가 2020년 연면적 1,000㎡ 이상

의 공공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기 시작하면서 507

건, 2021년 1,102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22년 1월 현재 86건

이 인증을 받았다.

[사진 10] Number of ZEB Project by Year

본인증 현황은 2018년 4건을 시작으로 2019년 6건, 2020년 

14건, 2021년 87건, 2022년 1월 15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조

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 미비점으로 설계단

계에서 예비인증을 받는 것은 의무이지만, 준공단계에서 본

인증을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앞 절에서 살펴본 외국 인증제도

처럼 해석결과가 아닌 1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하

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국 인증제도가 정부 정

책이 아닌 부가적인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

내 인증제도는 정부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예비인증

과 1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인증해 주는 본인증이 혼용될 수 있

는 적절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을 받은 사례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사례를 비교

하여 등급별 에너지 용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 표 및 그

림과 같이 급탕을 제외하고 난방, 냉방, 환기, 조명 모두에

서 60% 내외의 절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은 400% 이상까지 증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6]

[표 5] Number of ZEB Project by Rating

에너지 용도 에효 1 ZEB 5 변화율

난방 69.7 28.4 -59.2%

냉방 58.6 17.7 -69.4%

급탕 28.1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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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Comparison of Five Energy Elements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이 되는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업무용 건축물 69개소를 대상으로 패시

브 및 액티브 적용 요소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7]에 따르면, 다

음 표와 같이 외피 부위별 열관류율과 액티브 요소의 경우 난

방, 냉방, 급탕 시스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열, 태

양광 및 지열 시스템의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제로에너지 건축

물 인증기준에 따라 자립률을 산출하여 등급을 평가하였다.

[사진 12] Passive & Active Technology Elements

먼저, 대상 건축물의 패시브적 성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

여 지역별 기후적 차이를 고려한 기준에 따라 중부, 남부, 제

주도로 구분하였고, 단열 성능의 부위별 기준에 따라 외벽, 창

호, 지붕 및 바닥으로 구분하여 평균 열관류율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중부지방의 경우 외벽 0.211 W/(㎡·K), 외

부 창호 1.384 W/(㎡·K), 지붕 0.130 W/(㎡·K), 바닥 0.176 W/(

㎡·K) 으로 나타났다.

[사진 13] U-Value of Each Components

대상 건축물의 난방시스템의 통계 분석결과 GHP 32개소, 가

스보일러 16개소, EHP 12개소, 지열히트펌프 10개소로 나타

났으며, GHP의 경우 평균 난방 COP는 1.59, 가스보일러의 평

균 효율은 90.35%, EHP의 평균 난방 COP는 3.83, 지열히트

펌프의 난방 COP는 4.35로 분석되었으며, Box Plot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사진 14] Efficiency and COP of Heating Systems

대상 건축물의 냉방시스템의 통계 분석결과 GHP 29개

소,EHP 24개소, 지열히트펌프 11개소, 기타 5개소로 나타났으

며, GHP의 경우 평균 냉방 COP는 1.41, EHP의 평균 냉방 COP

는 3.58, 지열히트펌프의 냉방 COP는 4.92로 분석되었으

며, Box Plot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진 15] COP of Cooling Systems

대상 건축물의 급탕시스템의 통계 분석결과 가스보일러 23

개소, 전기온수기 21개소, 진공온수보일러 10개소, 가스온수

기 6개소, 기타 9로 나타났으며, GHP의 경우 평균 냉방 COP

는 1.41, EHP의 평균 냉방 COP는 3.58, 지열히트펌프의 냉

방 COP는 4.92로 분석되었으며, Box Plot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사진 16] Efficiency of Hot Water Systems

대상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의 통계 분석결과 태양

광 46개소, 지열 11개소, 태양광+지열 6개소로 나타났으며, 한

국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한 ZEB 인증제도의 자립 평가방식

에 따라 분석한 결과 태양광의 경우 평균 자립률 16.1%, 최

대 자립률 37.0%로 5등급을 만족하는 건축물은 17개소

로 나타났지만, 지열시스템의 경우 평균 자립률 16.8%, 태

양광과 지열을 함께 적용한 경우 평균 자립률 7.7%로 최

소 등급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Box Plot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진 17] Self-Sufficiency Rate of NRE

05. 업무용 건축물 인증 사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

지 건축물 인증을 추진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 18] Building Overview

주요 외피의 단열재는 PF보드를 사용하였으며, 창호

는 28mm 로이복층유리(아르곤 주입)가 적용되어 아래 그

림과 같이 전체적인 단열설계 수준은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

은 기존 프로젝트들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19] U-value of Building

주요 열원시스템으로는 난방과 급탕은 지역난방, 냉방의 경

우에도 지역냉방(흡수식 냉동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

어 상기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프로젝트들과 직접

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효율 100%와 냉방 COP 0.73 수준

으로 개별 시스템과 비교할 때 에너지절약적인 방법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조시스템은 중앙공급식 AHU 방식으로 되어 있었으며, 에

너지 소비가 다소 많지만 균일한 공급이 가능한 정풍량 방

식(CAV)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실의 경우 팬코일유닛(FCU)

이 적용되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적용 현황은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이 454㎡ 설치되어 있고, 상층부 유리창에 BIPV 524㎡ 설치

되어 있으며, 히트펌프 3대로 운영되는 지열시스템이 설치되

어 난방 535kW, 냉방 585kW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용 프로그램(ECO2)

으로 해석한 결과 다음 그림과 같이 1차에너지 소요량

은 139.0 kWh/㎡ 으로 나타나 1++등급(80 이상 140 미만)

을 획득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률

은 22% 수준으로 확인되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에

너지 자립률 20% 이상 40% 미만)을 인증받았다.

[사진 20] Primary Energy Consumption

06.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더이상 이

룰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아닌 갈 수 있는 목표이며, 무조

건 가야 할 길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업무용 건축물을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구현함에 있어 높은 건폐율과 법적인 조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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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확보 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설치할 수 없

음을 감안하더라도 실현이 쉽지 않은 것은 정의의 불명확

성, 경제성 문제, 유지관리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의의 불명확성이란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데, 특히 국내의 경

우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이상 5개 용도별 1차에너

지 소요량 합계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

너지 자립률 20% 이상일 경우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는 현재 선진국에서 플러그 부하 및 프로세스 에너

지 등을 감안한 Net ZEB,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한다

는 Zero emission, 에너지 비용 제로까지 고려한 Cost Zero

와 같은 개념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

어 보인다.

이러한 정의와 연계하여 경제성 문제는 크게 2가지

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시장에서는 Cost Zero를 생각하고 에

너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 수

준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와 둘째는 Cost Zero가 되

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초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

을지에 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문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

기 위한 요소기술들이 최근 개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기

간 사용에 따른 적정 효율의 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하며, 그

에 따른 기술적 유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

한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 달리 제로에너지 건축물이기 때문

에 필요 불가결하게 실시해야 하는 유지관리 사항은 없는

지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하게 준공단계에 장비의 효율 확

인에 그치는 TAB가 아니라 건축물의 기획단계부터 설계단

계, 시공단계 전체 프로세스에 관여할 뿐 아니라 최소 1년 단

위의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화 사용 스케줄까지 고려하는 커미

셔닝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들

에 직면해 있음에도 건축물 분야의 지속 가능성과 이를 통

한 지구 살리기 운동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서

라도 다양한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용하려고 부단히 시도

할 뿐 아니라 향후 재실자의 활동 패턴을 분석해 시간과 상황

에 따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최적의 재실환경을 제

공하기 위한 기술까지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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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소개

글 김회진 / 토목기술팀 차장     전화 02-3433-7768    E-mail kimhj20@ssyenc.com

현장 드론 운용 사례 소개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2-2공구) 

01. 머리말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면

서 건설산업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스마트건설 로드맵을 2018년경수립하여 

스마트건설 관련 대형 연구개발(R&D) 추진 및 시범 적용사업 

추진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당사

도 이런 추세에 맞춰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전문 조직을 구성

하여 BIM, 드론측량, 장비자동화(MG/MC) 등 스마트 건설기

술의 주요 기술을 선별하고 적용함으로써 건설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당사가 수행중인 여러 스마트건설기술 중 인천검

단 택지개발사업 2-2공구에 적용한 드론 측량 기술을 활용한 

토공 기성관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02. 현장소개

[그림 1] 현장 조감도

[표 1] 공사개요

공사명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2-2공구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기간 2019.05 ~ 2023.06

공사종류 택지조성(2,180,579㎡)

공사내용
토공 (절토4,061천㎥, 성토5,837천㎥)
포장공 (차도196천㎥)
보도 및 자전거도로 (100천㎥)

03. 드론운용

3.1 개념

드론을 활용한 측량은 기본적으로 ‘공선조건식의 원리’를 이

용한 항공사진측량 원리와 동일하다. 동시에 기존 항공사진측

량의 문제점(작업가능일수, 경제성, 편리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마트 건설기술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무인비행장

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제정안’을 공표하여 드론측량이 

공공측량 성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택지 개발 등의 광범위한 토공 측량이 필요한 현장을 필

두로 많은 공사 현장에서 드론 측량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그림 2] 드론측량의 원리

3.2 진행과정

드론측량 기술을 활용한 현장 토공기성관리 및 운용은 크게 1)

드론을 활용한 현장 사진 촬영, 2)촬영 이미지 정합작업, 3)토

공플랫폼 세팅작업, 4)결과물 활용의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그림 3] 드론운용 진행과정

04. 현장 드론 촬영

4.1 인허가 절차 및 지상기준점(GCP)

드론을 활용한 토공 측량을 수행할 경우 비행 시작전 준비해

야 될 사항이 몇 개 있다. 

먼저, 항공안전법에 따라 현장에서 보유 중인 드론의 규격에 

맞는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하며 비

행 및 항공 사진촬영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측량 성

과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지상기준점(GCP)➊ 의 설치를 해야 

한다. 정부의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제정안’

의 지상기준점(GCP) 설치 관련 내용을 준수한다. 지상기준점

(GCP)은 일반적으로 측량 Data 보완을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측량 영역 1㎢당 9점 이상을 배치하고, 고도 값이 불규칙한 지

역에 집중하여 설치한다. 기존 지상측량과 동일한 방식인 측량

기준점에 기반한 공공삼각점측량 혹은 네트워크 RTK➋ 방법 등

으로 해당 기준점의 좌표를 취득한다. 

당 현장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총 10개의 지상기준점(GCP)을 

설치 하였으며 지상기준점(GCP)을 설치함으로써 드론 기체의 

GPS센서 부정확성과 고속이동 및 강풍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오류를 보완 하였다.

[그림 4] 지상기준점(GCP) 설치위치

[그림 5] 지상기준점(GCP) 설치방법

 

  (a) 스프레이                     (b) 흑백타일

지상기준점(GCP)은 일반적으로 [그림 5]와 같이 락카 스프레

이를 이용해 설치하거나 흑백 타일로 분할된 전문 제품이나 

인쇄물로 설치한다. 설치 방법에 따른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

으므로 현장 상황에 맞춰 방법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당 현장은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해 지상기준점(GCP)을 설치하였

고, 설치순서는 [그림 6]과 같다. 영구 구조물에 GCP를 설치하여 

활용하면 매 측량 시마다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도 있다.

[그림 6] 지상기준점(GCP) 설치순서

(1단계) 지상기준점(GCP) 설치위치 선정 

(2단계) 지상기준점(GCP) 설치

➊ GCP(Ground Control Points)     ➋ RTK(Real Time Kin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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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지상기준점(GCP) 좌표측정 

(4단계) 지상기준점(GCP) 데이터 기록

4.2 자동비행촬영

지상기준점(GCP) 설치가 완료되면 현장의 기상 상황 등을 고려

하여 비행을 시작한다. 이때 이륙/착륙 지점의 장애물 여부와 고

층건물, 송전탑 등 비행 동선 내 위험요소 및 해당 비행구역의 고

도제한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검토가 완료되면 드론 측량을 

위한 비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일정한 촬영 중복도와 비행

경로유지 확보를 위해 자동비행제어 기능 사용을 권장한다. 

당 현장의 경우 DJI Pilot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Mission Flight 메뉴를 통해 자동비행촬영을 

수행하였다.

[그림7] 자동비행제어 어플리케이션

05. 이미지 정합 

현장 드론 촬영이 완료되면 촬영된 이미지를 정합하여 수치

표고모델(DEM)➌을 생성하는 매핑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매

핑 작업은 드론으로 촬영한 정사사진이 드론 기체의 좌표센서

와 지오태깅(Geotagging)➍되어 각각 좌표값을 내장하고 있다

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수백에서 수천 장의 

정사사진으로부터 카메라 좌표값을 추정하고, 사진의 특징점들

을 자동 분석하여 삼각 측량 방식으로 물체나 지역을 입체적 3

차원 구조로 복원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지상기준점(GCP)

를 활용하여 정합된 수치표고모델(DEM)의 좌표를 정확하게 보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수작업이 수반된다. 아래 설

명 그림 8의 (2단계) 그림에서와 같이 동일한 지상기준점(GCP)

이 촬영된 3개 이상의 사진을 찾는다. 해당 포인트에 대하여 사

전에 측량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한다. 이를 통해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이 정밀한 측량값을 통해 보정되면서 보

다 정확한 수치표고모델(DEM)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당 현장에

서는 매핑 작업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Pix4D 소프트웨어를 직

접 구매하여 사용 하였으며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8] Pix4D 매핑 작업순서

(1단계) Initial Processing

(2단계) GCP 활용한 정합 Data 보정

(3단계) 최종 수치표고모델(DEM) 추출

➌ DEM(Digital Elevation Model)   ➍ 지오태깅(Geotagging) : 지상 사진 등에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06. 드론측량 성과물  

6.1 토공플랫폼 

드론측량을 통해 수치표고모델(DEM)을 생성하였지만 해당 지형 

모델의 경우 포인트 클라우드 구조로 모델이 형성되어 있어 건설현

장에서 이를 직접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보다 다양하고 사용자인 건설사의 실정에 맞게 사

용하기 위하여 플랫폼 상에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 현

장은 사이트 클라우드라는 상용 토공 플랫폼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9] 토공관리플랫폼 _ 사이트클라우드 

6.2 성과물 활용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작성된 수치표고모델(DEM)를 통하여 

공정 진행 현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플

랫폼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거리, 면적, 부피를 측정

하거나 특정 위치의 좌표값을 바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그림 10] 수치표고모델(DEM) 길이, 면적, 부피 측정

현장에서 측량을 수행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기성과 

관련한 물량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대부분

의 발주처가 과거의 방식인 두 개의 횡단면도를 이용하는 양

단면 평균법으로 계산된 기성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 

상에서 횡단면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 대상에 대

한 최종 레벨 및 종횡단 정보를 세팅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팅된 종횡단 상에 측량된 수치표고모델(DEM)이 매

번 업데이트가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2D CAD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다.

[그림11] 토공관리플랫폼(XiteCloud) 도면화

(a) 수치표고모델(DEM) 종단데이터

(b) 수치표고모델(DEM) 횡단데이터

07. 맺음말 

현재 BIM과 더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 중 하나가 드론을 활용한 기술이다. 일부 대형 시공

사는 드론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용할 뿐 아니라 자체 드론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용하기까지 한다. 당사도 다수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공정 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발주처에서도 점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 수

치표고모델(DEM)상에서 직접 산출되는 토공량이 기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존의 2D 도면을 추출하는 수단 정도로만 

활용되는 정도가 대부분이나, 최근 도로공사 발주 현장에서 

수치표고모델(DEM)상에서 바로 산출되는 수량을 기성으로 

인정하는 시도가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행 초기이다 보니 실효성도 명확하지 않

고, 그렇다고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오히

려 업무가 더 가중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차치하고 정부와 발주처는  BIM을 비

롯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적극 권장되고 있고, 해외에서

는 이미 일반적 기술이 된 상황이다.

아직 상용화는 멀었어! 지금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없어도 잘 

해왔잖아! 라는 일단 부정부터 하는 자세보다는, 어차피 마주

해야 할 미래라는 생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방안을 고

민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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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소개

글 박종은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11공구 현장 과장  
전화 055-817-7779    E-mail jongeun.park@ssyenc.com

공중분절 없는 교각 코핑폼 안전해체 기술
(고속국도14호선 함양-창녕 11공구)

01. 머리말

고속국도 제14호선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를 잇는 고속도로로써, 총 노선길이는 

144km이다. 이 도로는 동서축 교통편이 상당히 취약한 경상

남도 내륙권 및 울산광역시를 겨냥하여 계획되었는데, 이 고

속도로가 개통된다면 거창 - 합천 - 창녕 - 밀양을 잇는 내륙

권 관광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만금

포항고속도로와 함께 경상남도와 전라도, 그리고 논산시, 보

령시, 서천군, 부여군 등 충청남도 남부지역 간 교통의 보조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 현장은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중 11공구로써, 총 연장 

6.44km(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이며, 

교량 7개소 (총1,660m), 터널 6개소 (총3,481m)로 계획되었다.

해당 연장 중 낙동강과 농업진흥구역을 횡단하는 의령낙동대

교는 자연경관우세지역의 강조형 교량위계에 맞는 교량형식

으로 국내 최초 경사 고저주탑 사장교를 적용하여 지역의 랜

드마크(Land Mark)가 되도록 계획되었다. 

[그림 1] 공중분절 없는 교각 코핑폼 안전 해체

02. 추진 배경

중대재해 발생이 빈번한 코핑폼 해체 작업에 대하여 혁신적인 

안전 해체방법을 개발하여 사망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고자 추

진하였다. 기존의 공중 분할 방식의 코핑폼 해체는 공중과 지

상에서 복잡하게 진행되며, 고소작업에 의한 떨어짐 사고 위

험과 복잡한 작업방식에 의한 작업 오류로 인해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로 중대재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었다.

[그림 2] 교각 코핑폼 해체 사고

03. 교각 코핑폼 해체 비교

3.1 (현행) 공중분절 해체

현행 코핑폼의 해체 이동식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여 3분절

(T형) 또는 4분절(π형)로 공중 해체한다.

[그림 3] 현행 코핑폼 공중분절 해체

[그림 4] 현행 코핑폼 해체 순서

 

  

현행 공중분절 방식은 해체작업 중 거푸집 자중에 의해 전도·

낙하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높으며, 코핑 상부에 있던 작업자

의 떨어짐 사로고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또

한, 대형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함으로써 크레인 전도 등의 중

대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그림 5] 현행 코핑폼 해체 문제점

3.2 (개발) 공중분절 없는 해체

당 현장에서 개발한 공중분절 없는 교각 코핑폼 안전 해체는 코

핑폼 전체를 지상으로 하역한 후 지상에서 분할·해체를 한다.

[그림 6] 공중분절 없는 코핑폼 해체 개발

주요 인양 장비인 유압잭(heavy lifting jack)은 PSC 박스 거더

의 이동식 거푸집(Form Traveler)등의 설치·해체시 주로 사용

되는 공법에서 착안하였다.

[그림 7] 공중분절 없는 코핑폼 해체 시공실적

  

04. BIM 사전 검토

4.1 BIM 시뮬레이션

공중분절 없는 코핑폼의 주요 인양 장비인 유압잭(heavy 

lifting jack)은 처음이므로 해체 작업에 적용되므로 해체 중 예

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코핑폼 해체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토목기술팀 스마트건설파트와 협업하여 BIM 사전 검토를 수

행하였다. 

[그림 8] BIM 사전 검토 효과

작업진행
동영상 교육

상세 작업 순서
사전 시뮬레이션

시공시 
문제점 도출

BIM 모델링시 현장의 해체 순서등 실제 해체 자료(해체계획

서, 유압장비제원 및 운영방법 등)를 현장 엔지니어가 작성 후 

BIM 엔지니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BIM 뮬레이션 모델링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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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BIM 시뮬레이션 검토

4.2 문제점 도출

BIM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장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 근

로자와 보다 체계적인 해체 준비가 가능하였다. 

BIM 시뮬레이션을 통해, 코핑폼 하역시 콘크리트와 거푸집의 

부착력/마찰력이 발생되어 중력으로 인한 거푸집 해체가 불

가능 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림 10] 사전 문제점 확인

4.3 해결 방안 

코핑폼 해체시 부착력/마찰력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

공팀과의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착안 하였다.

[그림 11] (해결안) 거푸집 이격

1) 와이어의 수평 분력

거푸집의 이격을 위하여 유압잭을 거푸집 폭보다 넓게 배치하

여 하역 와이어의 수평분력에 의해 거푸집과 콘크리트 사이의 

이격이 가능하게 하였다.

2) 간격유지용 롤러 설치

거푸집 하역시 거푸집과 콘크리트의 충돌로 인한 콘크리트 면

손상이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코핑폼 상단에 간격

유지용 롤러를 설치하였다.

[그림 12] (해결안) 간격 유지용 롤러 설치

05. 적용실적 (의령낙동대교 교각 P6)

5.1 근로자 교육

현장 상황을 고려한 해체 작업계획서 및 BIM 시뮬레이션을 

병목 하여 근로자의 교육을 수행하였다. 특히, 시각적인 자

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순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

었다. 

[그림 13] 근로자 교육 (외국인 근로자포함)

5.2 유압잭 및 거치대 설치

교각 코핑 상단에 유압잭 거치대 및 리프팅 잭 4대를 설치하

여 코핑폼을 하역 와이어로 고정하였다.

[코핑폼60톤 < 리프팅잭 160톤 (40톤 4대) O.K!]

[그림 14] 유압잭 설치

5.3 브라켓 및 작업발판 해체

코핑폼 하역시 간섭되는 코핑폼 브라켓 및 작업발판을 소형 

이동식 크레인으로 해체하였다.

[그림 15] 브라켓 및 작업발판 해체

5.4 공중분절 없는 코핑폼 하역

유압잭의 피스톤 반복운동을 이용하여 공중분절 없이 교각 코

핑폼을 하역하였다. 하역 높이는 약25m로써 하역에는 준비시

간 제외 약 2.5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역완료 후에는 소형 이동

식 크레인을 하여 지상 분절 해체를 하여 마무리하였다.

[그림 16] 공중분절 없는 코핑폼 하역

06. 맺음말

본 고에서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11공

구 중 의령낙동대교 교각 P6에 적용된 공중분절 없는 교각 코

핑폼 안전해체를 설명하였다.

해당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중요한 공사현장에 중대재해 제로화 및 현장 근로자

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함양창녕 11공구 현장은 현장소장을 필두로 전 직원이 현장의 

원가절감, 공기 단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무재

해 적기 준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여 쌍용건설의 위상을 더

욱 더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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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소개

 
글 최선영 / 토목기술팀 대리   전화 02-3433-7785   E-mail sychoi21@ssyenc.com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01. 시작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해로 건설업계에 많은 책임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사업

장은 총 576건 중 건설업 비중이 58.8%로 재작년대비 3.8% 

더 증가된 양상을 보여주었다.➊ 무엇보다 건설안전관리에 대

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지면

서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안전강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시스템

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공사입찰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

가 수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수자원공사는 공사현

장 안전관리비를 추가로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전관리비 현실화를 위해 필수 인건비와 안전

시설 비용을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에 직접 반영하도록 방침을 

수립하였다.➋  무엇보다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비용이 추가되면서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신기

반의 스마트 안전장비와 관리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발굴되어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➌

정보통신기술은 4차산업의 첨단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기술

이다.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 관리되던 요소기술들이 센서, 통

신 칩 등으로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다양한 시너지를 동반할 

수 있는 건설정보 디지털화의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

다. 아직은 건설안전사고의 발생원인이 너무도 다양해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관리자와 작업자가 메뉴얼에 맞추어 진

행되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트레

이닝을 병행하지만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참여자 개개인의 다

양성에 따른 변수로 인해 중대재해 원인요소를 완전히 제거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산업규모가 점점 확대

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안전관리를 보안하기 위해서는 첨

단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솔루션 구축을 통한 대비가 점

점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안전강화부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폭넓은 

시도와 새로운 아이템 기술들을 적용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스마트안전 관리에 대한 설명과 적용사례를 설

명하고자 한다. 

02. 스마트 안전 시스템

스마트기술 안전시스템은 기존의 건설안전체계에 스마트기

술을 접목,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

키기 위한 관리방식이다. 정보통신이 발달됨에 따라 무선네트

워크/와이파이를 이용하는 IoT, ICT기반의 스마트 기술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안전장치들은 단순 정보를 공유하는 매

개체의 역할 이상의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발

생 시킬수있는 직·간접요인 제거를 위해 스마트안전기술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2.1 스마트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위험작업구역이나  비인가자의 위험구역 출입을 통제하거나 현

장내 이동가능한 건설기계등 변화하는 물리적 작업환경내 비롯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중장비와 작업자

의 위치를 포함한 물리적상태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이 어려운 터널이나 지하등 현장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

➊ 2021년 12월 29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1,243개 사업장 명단 공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➋ 2021년08월23 일 『한국도로공사 묘안 찾았다… 안전비 설계 선제적 반영』 대한경제
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일부개정]

집하기위해서는 터널 내 무선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이며 위치 

스캐너와 비콘(Beacon)이라는 블루투스 기반의 근거리 통신 기

술를 활용하여 현장 근로자와 주요장비위치 수집이 가능하다.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이나 안전모에 부착가능한 위치 태그인 

비콘을 스캔되면서 실시간 트래킹이 가능하며 입출입관리와 

구역별 현장 작업자의 이동한 위치가 가시화되어 모니터링 화

면에 표시되게된다. 

[그림 1] 스마트 안전 관리시스템 개요

와이파이, LTE, LoRa자가망등 현장상황에 적합한 무선신호 

송수신 설비를 활용하면 위치센서 외에도 다양한 센서기반 장

치들로 정보를 시각화 시킬수있다. 현장에 설치된 환경센서, 

압력센서 등 수집가능한 정보를 연결하면 근접경보시스템, 개

구부 개폐 위험 알림 경보기, 붕괴위험경보기와 같은 다양한 

원격관제가 가능하다. 통신기반시설을 통해 응급 또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 구조요청이 가능하도록 임시 와이파이와 현장

사무실 핫라인등이 구성 되어야한다.

[그림 2] 안성-평택 전력구 현장 터널1구간 위치관제 시스템

2.2 스마트 안전보호장치

스마트 안전보호장치란 근로자를 재해, 유해인자로부터 신체

를 보호하기위해 착용하는 안전보호구에 전자장치를 탑재하

여 착용자의 위치, 신체 상태, 착용유무, 근접거리의 위험환경

인자 수집 등 실시간 착용자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도와주는 

장치를 말한다. 스마트보호구는 신체센서, 위치센서, 배터리

등이 탑재된 전자식 보호구와 첨단소재를 사용한 기능적으로 

우수한 보호구로 크게 구분되나 통상적으로 전자를 일컫는다.

[그림 3]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구성 및 데이터 수집 기능에 따라 
분류한 도식 ➍ 

충격센서, 복합가스센서, 카메라, 착용 유무감지 센서, 마이크, 

SOS경보등 다양한 인식센서와 기능이 부착된 안전모나 안전

벨트, 스마트 워치 사용이 건설현장에 점차 확대되가고 있다. 

[그림 4] 액션캠과 비콘이 장착된 스마트 안전모

전자식 스마트보호구를 통하면 작업자의 건강상태와 행동 동

작 데이터를 수집하여 알려주고, 불안정한 상태정보 수집이 

가능하여 작업자별 개인성향, 신체적상태, 참여공정별 작업 

특성에 따른 행동예측을 위한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하다. 센

서 단말기 가격이 싸며 전력소모가 적고 제품 크기가 점점 작

아지며 다양해지고 있어 스마트 보호장비에 대한 도입이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한다. 현장 스마트 관리에 활용도가 점

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근로자 데이터 취급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규정과 스마트제품의 검사표준을 준수한 안전인증제품 

사용 또한 고려되야 한다. 

2.3 무형의 위험인자

공사현장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안정한 환경상태

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장내 존재하는 대기중의 유해 가스와 

독성가스, 비활성 가스 등을 구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 적

당한 온도, 습도, 소음, 배기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➍ 안전보건공단 [주요국제안전보건 동향 제 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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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복합가스센서

비산먼지나 일산화탄소, 산소, 황화수소, 메탄 등 농도측정을 

위한 복합가스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수치뿐 아니라, 장기간

의 적절한 작업환경 유지가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장설치 위치와 측정센서별 농도범위 설정을 통한 알

람기능 탑재가 필요하다. 기준농도 이탈시 통신 단절상태에서

도 현장 상황파악 및 긴급 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주기

적인 대응훈련과 검측기 검교정 등이 병행되어야 할것이다. 

03. 당사 적용현장

•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제2공구 현장

경기도 과천, 안양, 안산, 의왕, 수원, 군포지역의 상수도 노후관

(L=25.4km)을 개량하고, 단선 관로(L=27.9km)를 복선화하는 

관갱생 사업 현장에 스마트안전시스템이 첫번째로 적용되었다. 

프로젝트 특성상 방대한 작업구역과 밀폐되고 좁은 관내에 장

시간에 머무르는 작업환경으로 위험상황시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작업구역이 현장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매

일 변동하기 때문에 작업자 위치와 위험요소를 예측하는것이 

어렵고 중요한 현장이다.

[그림 6]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스마트안전플랫폼을 사용하여 구역별 일일 투입된 체류인원

과 공정정보를 확인하고 이동식 CCTV를 활용하여 변동하는 

작업위치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매일 업데이트된 실제 작업분 기록을 통해 작업패턴과 계획안

과의 비교를 통한 전체적인 진척관리가 용이하다. 모바일 어

플을 통해서도 작업자, 관리자별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위급

상황시 Push알림서비스가 적용된다. 

• 안성-평택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현장

안성 평택지역의 전력계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중인 전력

구 현장으로 총 연장구간 3893m로 중심부근에 위치한 50미

터가량의 2개의 지하 수직구를 주 축으로 양방향으로 TBM 굴

진이 진행된다. 공사초기부터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영중이다. 작업자 출입기록

에는 작업자의 소속, 국적정보, 비콘 관리번호 등을 포함하는 

상세정보가 포함되며 장기간 현장에 체류중인 인원은 별도로 

관리된다. 배터리카와 같은 터널 내 운행 차량의 위치도 실시

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7] 안성-평택지역 전력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기본 터널내 고정식CCTV에 추가로 TBM과 주요 터널내 장비

인 배터리카 운반대차에 CCTV를 탑재하고 이동식CCTV를 추

가로 구성하였다. 실시간 체류중인 작업구간의 상황을 고화질

로 생생하게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카메라의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부분을 쉽게 확인가능하다.  

특히, 수직구를 통한 자재 입반출시 겐트리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50m지정선 아래로 겐트리가 내려오면 빔레이저를 통해 

자동으로 로고 라이트가 해당 바닥에 켜지며 하역 알람이 울

린다. 시각적인 부분이 추가가 되어 시끄러운 현장내 작업자

들에게 유용한 안전장치가 되어준다.    

[그림 8] 실시간 안전상태 경고창 예시

현장 출입구 앞 옥외에 비치된 고해상도DID는 외부에서도 큰 

화면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공지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복

합가스센서 기준치 농도 범위를 벗어나면 [그림 8]과 같은 적

색 경고창이 뜨면서 신속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 9] 옥외 DID

• 별내선 8호선연장 1공구 현장

최근 별내선 8호선 연장 1공구 현장에도 스마트안전기술 적용

이 최근 적용되었다. NFC태깅과 비콘센싱을 통한 근로자 출

력관리와 작업구간 관리가 이루어지며 구간별 금일 작업사항

과 근로자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근로자가 현장내 이

동시마다 지정된 작업분야에 따라 색깔이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화면상에 변경된다.   

[그림 10] 별내선현장 스마트안전관리 플랫폼

• 청주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현장

2,556m의 쉴드TBM공법이 적용, 총 연장 길이는 2,719m인 

청주지역 전력구 현장에도 스마트 안전 시스템 설치를 현재 

준비중이다. 

04. 스마트 안전기술의 역할과 미래 전략

스마트안전기술은 아직 개발이 초기 단계이지만 확장성과 안

전의 중요도로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분야이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AI비전기술이나 자동 작업자 

이상 시스템 개발을 통해 불안정한 작업자의 행동과 환경상태

를 예측가능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안전사고 경감에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보호구나 스마트시스템을 

통해 모든 위험을 예측하거나 보호할 수는 없기에 지속적인 

안전작업 습관과 안전인식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다. 건설현장에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직 넘

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추진중인 스마트 안전통합관제 R&D 과

제는 2030년까지 계획되어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도

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이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시스템을 

개발, 시범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차차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과 AI기반 패턴인식과 데이터학습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 예측하는 지능형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관제기술 개발도 진행중이며 아직은 시범단계에 있다.  

객관적인 사고 예측능력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선행단계

로 건설사고 분석을 위한 근로자의 유형, 작업장소에 따른 환

경 위험요인, 사용장비등의 물적, 지적정보를 취합하고 정보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 공간내 

정보뿐 아니라 안전점검일지, 안전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서, 

일일작업일지 등 안전관리서류를 포함한 문서데이터자료 또

한 활용이 가능하기에 체계적인 데이터 베이스 축적이 필요하

다.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매트릭스를 분석값이 결정

되므로 순도 높은 데이터확보가 가능할수록 정확한 사고예측

이 가능해 질것이다.

현장에서 수집 되어야할 수많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전산화

하는 작업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지

만 이를 통해 이상징후를 일찍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전체

적인 사고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이 

크고 추가적인 현장 예산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향후 필요 현장의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스마트안전시스템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화되

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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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탐방
On-site Interview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리모델링

국내 현장탐방

해외 현장탐방

98

106

국내 현장탐방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은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민

영호텔로 1955년 최초 오픈한 금수장 호텔을 수차례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완성한 앰배서더호텔그룹 역사의 시작과 같은 

의미있는 건물이다.

쌍용건설은 1997년 독산 노보텔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장충동 소

피텔 앰배서더 서울 리모델링(2001년), 이비스 앰배서더 강남 신

축(2003년),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리모델링(2006년) 등 총 4개

의 앰배서더호텔그룹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발주처는 당 프로젝트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쌍용건설 단독으

로 사업 및 공사계획 검토를 요청했고, 계약조건 또한 상호 간

의 신뢰를 바탕으로 ‘Cost + Fee 방식’ 진행으로 결정됐다. 이는 

쌍용건설의 우수한 호텔 시공능력과 품질에 대한 발주처의 믿

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의 호텔 내부 인테리어, 외장커튼월, 기계전기장비를 

전면 교체하는 리모델링 공사로 쌍용건설은 2001년 외장 리모

델링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 20년 만에 다시 한번 호텔 전체 리

모델링 공사에 참여했다.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리모델링

•규      모 :  지하 2층~지상 18층, 호텔 269객실, 레지던스 49객실

•위      치 : 서울 중구 장충동

•발 주 처 : ㈜서한사

•공사기간 : 2020년 04월~2022년 2월

기술을 말하다! 
직원 인터뷰 Q&A

				 	 	 	 	 	 	 	 	 	 	 	 	 	 	 	 	 	 	 	 	 	 	 	 	 	 	 	 	 	 	 	 	 	 	 	 	 	 	 	 	 	 	 	 	 	 	 	 	 	 	 	 	 	 	 	 	 	 	 	 	 	

당 현장의 공사 내용 중에 4층 대연회장 천정을 철거하는 내용

이 있는데, 현장에서의 주요 관리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요?

▶ 김태훈 부장 (건축 담당) : 기존 오래된 슬라브 및 하부의 트

러스 구조를 철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구조물을 안

전하게 철거하는 것입니다. 

당시 호텔측에서 연회장 상부에 장비 및 자재적재를 금지할 정

도로 연회장의 트러스 및 슬라브의 내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

기 때문에 연회장 천정의 각종 전기, 기계설비 및 내부 마감재 

철거 진행과 동시에 하부 잭서포트 35개 (130t/ea)를 추가 설

치하는 등 철거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상부 콘크리트 슬라브 해체를 위해서는 상부에 먹매김 후 

슬라브 커팅을 진행했고 크레인 양중무게를 고려해 3.1~0.5톤 

미만으로 분리해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 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부에서는 트러스 구조물을 하부로 내려 이동 동

선이 얽히지 않게 계획하여 안전하게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철골구조형성 후 연회장 상층부에 수영장을 신축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관리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요?

▶ 한두희 대리 (건축 담당) : 철거한 연회장 상부슬라브에 신

설 철골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안전이었

습니다. 특히 크레인에서 최외곽 부재까지의 거리가 40m, 철골

빔의 크기가 1600*300*20*40m, 무게가 12.8톤에 이르는 등 위

험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연회장 내부 기둥에 철골빔 및 슬라브, 상부의 수영장 

및 프리스탠딩의 하중이 적용되기 때문에 4층부터 지하2층까

지의 연회장 기둥에 9.0mm 철판보강 후 에폭시 주입을 통해 

구조보수보강을 실시했고 보에는 탄소섬유보강과 철판보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구조보강공사가 선행됐기 때문

에 철골빔 및 수영장 설치 등 후속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roof

실내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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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및 19층 프리스탠딩 설치를 진행하는데 있어 관리 포인트

는 무엇이었는지요?

▶ 김태훈 부장 (건축 담당) : 4층 수영장 및 19층 연회장의 상

부에는 프리스탠딩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우천 또는 혹한기에

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로 규모가 큽니다. 총 37

톤의 자재를 양중해야하고 제작 또한 터키에서 이루어져 부산

항으로 반입됐기 때문에 운반 중 제품손상 방지, 운반의 순서 

및 일시에 대한 협의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프리스탠딩 하중을 

버티기 위한 보, 기둥, 슬라브에 추가적인 철판보강, 탄소섬유

보강 등이 선행됐습니다. 

19층 옥상은 무근 및 방수층을 철거하고 4층, 19층에 프리스

탠딩 기초를 콘크리트 펌프카 및 배관타설을 통해 형성하고, 

300톤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자재 및 스파이더 크레인을 양중

한 후 조립작업 시에는 스파이더 크레인을 활용하여 조립작업

을 실시했습니다. 양중 및 조립 등에 제약이 많이 따랐고, 장비

를 사용해 고층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작업자와 

자재의 추락 및 낙하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지만 현

장에서 열심히 뛰어준 각 파트 직원들 덕분에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COST & FEE 도급계약 방식의 리모델링 현장으로 공무행정 

관리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 지준용 차장 (공무 담당) : 당 현장은 호텔 화재로 인해 긴급

하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확정된 

로비

연회장

도면과 내역없이 COST & FEE 방식으로 계약해 리모델링 공사

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방식은 현장에 투입되

는 외주비, 자재비, 경비 등 모든 COST에 대해서 시공사가 CM단

과 발주처에 COST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

에 공무행정상 신속하게 사전검토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부족한 공사기간 속에 부담이 되는 업무 구조였습니다. 이

러한 부분은 공사기간이 부족한 COST & FEE 도급계약현장에

서 느끼는 공통된 어려움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공무팀에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CM단과 발주

처의 신뢰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내집처럼 관리하자”는 모토 하에 투명한 원가관리공개와 더

불어 CM단과 발주처보다 한발 앞선 검토를 통한 제안과 행정

서류(실정보고, RFI) 제출 등으로 대응했고, 현장공사가 진행됨

에 따라 점차 두터운 신뢰를 구축하며 업무의 주도권을 가져 올 

수 있었으며, 공사중반 이후부터는 발주처 사업예산에 대해 CM

단이 아닌 현장공무팀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보고하며 발주처

의 신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발주처의 신뢰확보를 바

탕으로 당 현장의 COST에 대한 협의와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전기 설비 부분의 특이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관리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서영만 차장 (전기 담당) : 수십년간 사용했던 인입케이블

의 성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면 교체작

업이 필요했습니다. 대관협의 완료 후 새벽시간을 이용해 소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도로굴착 및 신규배관, 케이블 입선

을 실시했으며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2회선 수전, UPS

설치를 통해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 현장 수변전설비에는 CTTS(무정전 절체 개폐기)를 

설치해 한 여름 전력소비가 급증했을 때 순간정전 없이 발전

기로 부하분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최대수요전

력 제어기를 통해 변압기 용량의 적정선 이상의 과부하 운전

시 우선순위에 따라 불필요한 전원을 순서대로 차단하여 사

고확대 방지 및 전기요금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

었습니다. 

고효율 변압기 사용, 고효율 LED 등기구 사용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갖추었고, 특히 기존에는 

없던 인테리어용 고효율 인증 등기구 타입을 설치하기 위해 발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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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욕실

주처 및 CM단이 협업해 객실 화장실 내에 고효율 LED 등기구

로 변경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 현장은 호텔 리모델링 현장으로 설비공사 진행 시 주요하

게 검토했던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서유태 과장 (설비 담당) : 리모델링 현장 특성상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도 기존 운영했을 당시

의 문제점들이나 보완사항을 설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반영

해야 했습니다. 실시설계 납품 후에 이슈가 발생하면 발주처의 

의사결정 및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 현장에서는 철거 전 현황 파악을 철저히 했

습니다. 지하2층 사우나 설비 배관의 경우, 약 100m가 마감면

에 매립돼 있었고 그에 따른 악취발생 및 배수문제가 예상되어 

당초 남여 사우나 레이아웃을 변경 제안했고 매립 배관이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납품 전 설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당 현장의 BIM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설비)

▶ 서유태 과장 (설비 담당) : 당 현장은 기계실 Shop Drawing 

작성을 BIM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기계실 면적이 당초 대비 

약 15% 감소했고, 유지관리 공간 확보 등 효율적인 공간 활용

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로부터 접수

한 건축 평면도가 현장과 큰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정밀한 실측이 필요한 상황에서 3D Scan과 

연계한 BIM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즉, 3D Scanner를 이용해 

만들어진 Point Cloud를 이용하여 정밀한 3D 건축도면을 완성

한 후 장비배치, 가대, 배관, 덕트에 대한 Shop Drawing을 BIM

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장비 주위배관, By-Pass 배

관 등을 공장 제작함으로써 공기 단축과 품질 확보뿐만 아니라 

현장 투입인원 최소화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매우 큰 기여를 했

습니다.



건설기술 | 쌍용    105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SSANGYONG104

고흥반도의 남서단에 위치한 풍남항은 미역 42,000톤, 물김 

50,700톤이 생산되는 국가어항이다. 최근 기존 방파제의 침

하 및 기상이변의 발생으로 해수면이 상승해 수산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풍남항 정비공사는 이렇게 약화된 수산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수산업 기능지원을 강화하고 더불어 지역어민 및 관광객의 휴

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 현장이다.                                                                             

어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으로 공사 중 어선 및 어구들의 

이동 협조를 통해 어업활동으로 인한 공사지연 없이 해상공사

와 육상공사를 진행해 현재 성공적인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기술을 말하다! 
직원 인터뷰 Q&A

				 	 	 	 	 	 	 	 	 	 	 	 	 	 	 	 	 	 	 	 	 	 	 	 	 	 	 	 	 	 	 	 	 	 	 	 	 	 	 	 	 	 	 	 	 	 	 	 	 	 	 	 	 	 	 	 	 	 	 	 	 	

항만공사 기초처리공법 중 D.C.M공법(심층혼합처리공법) 시

공시 현장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 조진호 과장 (설계변경 담당) : D.C.M공법은 점토층 내에 

시멘트 슬러리를 첨가, 혼합하여 지중에 고강도 개량체를 조

성하므로 지반 강도를 증진시켜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법으로, 

활동파괴의 방지, 침하의 감소, 지반의 전단변형 방지, 지반의 

파이핑 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개량효과가 우수하고 장비 

및 재료 수급이 원활하여 최근 시공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니다. 하지만 고유기질토 지반에서 개량효과가 저하되는 

▶▶▶ 현장탐방

풍남항 정비공사

국내 현장탐방

풍남항 정비공사

•규       모 :  돌제 100m, 내측파제제 100m, 서방파제 578m 및   

물양장 380m 보강, 준설 149,619㎥ 등

•위        치 : 전남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풍남항 일원

•공사기간 : 2017년 6월~2022년 8월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공법입니다. 

당 현장에서도 내측파제제, 돌제, 선양장 3개소에 해당공법이 

적용되었으나, 선양장 인근에 있는 미역공장에서 배출하는 세

척수로 인해 기초지반에 미역 찌꺼기가 쌓여 유기질토 지반이 

형성되었고 D.C.M공법을 시공했음에도 강도발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근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고유기질토 지반에 시

공한 D.C.M공법의 경우 강도가 발현되기까지 3년이 소요된 

사례가 있어 후속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했고 후속공정 진행을 위해 치환공법을 적용하여 유기질토를 

모두 치환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D.C.M공법이 적용된 경우, 기초지반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

하며, 인근에 김, 미역 등 가공 공장이 있을 경우 유기질토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지반조사를 

통해 준설치환공법, C.G.S공법 등 기초지반보강에 적합한 공

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항 내에서 준설공사시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현장에서 해결

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김현탁 과장 (설계변경 담당) : 어항공사의 경우,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선의 이동, 어업활동에 지

장을 주지 않는 기간에 어촌계와 협의해 공사를 시행해야하는 

등 어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설계 당시 조사된 양식

장의 종류와 규모가 시공시와 상이한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현장에서도 설계 당시 없었던 가리비 양식장이 조성되어 

있었고 준설로 인한 피해 민원이 발생하여, 준설이 60% 진행

된 상황에서 준설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준설공사 시행을 위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피해가 가장 적은 시기를 조율하고 

피해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보험가입을 반영하고 추가 부

유사확산방지시설을 반영하여 잔여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준설공사와 같은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유사확산 범위와 

인근 양식장 위치를 비교하여 피해발생 전 부유사확산방지 대

책을 세워야 하며, 최대한 양식장 및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은 

시기를 작업기간으로 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내에 설치된 내측파제제와 돌제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시공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무엇인가요? 

▶ 문대섭 차장 (품질관리 담당) : 당 현장은 기존 내측파제제

를 100m 연장하고 돌제를 100m 신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

니다. 내측파제제와 돌제는 모두 내습파랑을 차단하여 소형어

선의 계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단, 돌제의 경

우 접안시설(곡주, 방충제 등)을 설치하여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으나, 내측파제제의 경우 접안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 현장에 반영된 파제제는 폭이 4.5m인 반면 돌제는 

폭이 10m로 반영되어 돌제의 경우, 차량통행이 가능하여 접

안된 어선으로부터 하역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측파제제와 돌제의 상부구조물은 콘크리트 블록을 육지에

서 제작 후 이동하여 블록거치를 통해 시공합니다. 설계와는 

다르게 블록을 거치할 경우 블록마다 이격이 생기게 되고 이

격이 누적되면 마지막 블록을 맞추기 힘들게 될 수 있기 때문

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블록은 이격거리를 반영하여 현

장여건에 맞게 제작하거나, 현장타설로 시공하는 것이 적정하

며, 당 현장은 현장타설로 마지막 블록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남당선착장 연장

물양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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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전 국토면적이 718 ㎢로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국

내 건설사에게는 전략적 요충지로 통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내놓은 마스터 플랜에 따라 지하철 노선을 기존보다 2배 이

상 늘리기로 하고 고속도로, 철도, 항만 역시 대규모 시설의 

보수공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1.78km 구간에 총 

1.34km의 쌍굴 터널을 짓는 톰슨 동부해안선 지하철 308 공

구(T308)도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해 쌍용건설이 2016년 수주한 이 

공사는 주간사 쌍용건설이 75%의 지분을 갖고 현대건설과 조

인트벤처를 구성해 공사를 진행했다. 수주 배경에는 그 동안 

싱가포르 발주처와 쌓아 온 신뢰도 및 다운타운라인 C921 지

하철과 MCE C482 지하고속도로 공사에서 보여준 기술력과 

안전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주 당시, 타국 경쟁사보다 높

은 가격을 적어낸 쌍용건설은 입찰 가격 순으로는 3위였으나 

고품질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최종 수주에 이를 수 있었다.

싱가포르 톰슨 동부해안선 지하철 308 공구 

• 발  주  처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LTA)

• 공사기간 : 2016. 01 ~ 2023. 09 

• 공사내용 : 총 연장1.78km, 정거장 1개소, 터널 1.34km (쌍굴) 

• 현장위치 :  싱가포르 남동부, Marine Parade Road

▶▶▶ 현장탐방

톰슨 동부해안선 지하철 308 공구
Construction of Marine Terrace Station and Tunnels for 
Thomson-East Coast Line, Contract T308 Project

해외 현장탐방

기술을 말하다! 
직원 인터뷰 Q&A

				 	 	 	 	 	 	 	 	 	 	 	 	 	 	 	 	 	 	 	 	 	 	 	 	 	 	 	 	 	 	 	 	 	 	 	 	 	 	 	 	 	 	 	 	 	 	 	 	 	 	 	 	 	 	 	 	 	 	 	 	 	

싱가포르 토목현장에서 BIM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공하는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BIM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BIM은 싱가포르와 국내에서 전부 

적용되고 있는데, 왜 싱가포르에서 더 활발히 적용되고 발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 배민혁 차장 (BIM관련) : 싱가포르는 2010년부터 BIM 로

드맵을 시작한 BIM 후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회기

반 시설인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는 BIM 없이는 설계를 진행

할 수 없을 정도로 BIM 선두국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이유를 설명하자면,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하

나의 통합된 BIM Guide Line을 제시하고, 발주처에서 발주하

는 공사의 특성을 살려 필요에 맞는 시방을 아주 자세히 제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BIM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사가 BIM을 따를 수 

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 현장에 처음으로 BIM을 도입한 목적을 2가지로 요약해 보

면, 첫째, 시공 시 토목, 건축, 기계, 전기도면간의 차이가 없는 

같은 도면을 만드는 것 (Clash Zero), 둘째, 준공 후 유지관리

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준공모델 및 도면을 구축하

는 것입니다.

따라서, BIM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당 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BIM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설계사에서 BIM 초기 설계모델로부터 시공모델을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하여, 시공모델을 구축하고, 이 모델에서 시공도

면 (Shop drawing)을 생산.

-  설계모델에서 시공모델 구축 시 발생되는 오류를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설계변경 함으로써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를 사전에 예방.

-  BIM 모델을 각 기계, 전기 시공사와 공유하여 전기, 기계 서

비스 간의 간섭 차단.

-  관련 업체들간 정기적 BIM회의를 통해 기계, 전기 BIM모델

을 업데이트 하고, 이로부터 기계, 전기 시공도면 (CSD/SEM 

drawing)을 생산.

-  BIM 모델의 시각적인 정보를 공사 담당자들과 공유를 하여 

시공의 이해도 증진.

-  BIM모델로부터 얻어지는 물량 정보로 공사계획 수립 및 발

주처 클레임 등에 활용.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발주되는 향후 프로젝트는 설계 

BIM모델을 건설청에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아야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4D (공정관리, Simulation), 5D (비용관리, 

Quantity Take-Off),  장비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는 것을 시

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단계부터 시공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BIM을 적용하여 

이를 통해 프로젝트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정거장 굴착을 위해 D-Wall을 시공하고 이를 정거장 본 구조

물로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D-Wall 품질 향상을 위한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김기철 과장 (D-Wall관련) : D-wall 공법은 저소음 및 저진

동 공법으로 공사 구간에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을 경우나 지

하수위가 높고 굴착대상 지층이 연약지반으로 굴착 시 주변 

건물 침하가 예상될 경우에 적합한 공법이며, 이는 국토 면적

이 협소하고 공사구간 대부분이 연약지반으로 구성된 싱가포

르 공사현장에서 이 D-wall 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BIM 도면으로 전기, 설비 간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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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all 시공 시 품질향상을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굴착 

시 수직도 확보입니다. 당 현장과 같이 D-wall이 정거장의 본 

구조물로 이용되는 경우 올바르지 못한 수직도는 추후 정거

장 내벽 작업에 영향을 미치며, 지수 역할을 저하시키므로, 올

바른 안내벽(Guide Wall) 시공, 숙련된 인력 투입 및 굴착 완료 

후 공벽 수직도검사(Koden test) 등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안정액(Bentonite)의 품질관리입니다. 굴착부터 콘크리

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안정액을 섞은 수면을 항상 최상단

부까지 유지하고 공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액의 품

질은 향후 구조물의 품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므로, 현장에서는 수시로 안정액의 사분량, 점성, 비중, PH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지수재(Water stop) 설치 및 철근망 근입 관리입니다. 

지수재가 올바르게 시공되지 못할 경우, 시공 조인트를 통한 

지하수의 유입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향후 구조

물 내부 굴착 작업 시 공정 지연 및 보수작업에 추가적인 시간

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아울러, 철근망 근입 시 

단계별 검측을 통하여, 철근망 및 커플러가 도면에 명기된 위

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방 규정에 따른 스페이서

를 설치하여 피복 두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 현장은 Build Only 계약방식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

니다. 계약 및 VO (Variation Order) 관리 측면에서 Design-

Build 계약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허준 과장 (계약방식 관련) : Build Only 계약은 발주처가 

설계를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설계

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디자인에 대한 리스크를 발주처가 부

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설계가 이미 정해진 상

태에서 시공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들, 혹은 시공 업체가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

(knowhow) 등을 디자인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

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도면을 수령하

D/Wall 시공을 위한 굴착장비 및 Backup Plant 당초 왕복 6차선 도로를 왕복 5차선으로 줄여 원가절감 및 시공성 향상

는 즉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상의 문제 또는 설계의 오류, 

구조물과 전기, 설비와의 Interface 충돌 여부 등을 면밀히 검

토해야 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발주처에 질의, 확인 및 수

정 요청을 하여 시공 지연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생 시 계약서에 명기된 절

차에 따라 발주처에 통보하고, 협상을 통해 합당한 공기 연장

을 인정받음으로써 지체보상금이 청구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

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도면과 실시설계도면 사이의 변경사항이 확인될 경

우, 설계 변경(Variation Order)에 따른 추가 비용 여부를 검토

후 발주처와 적극적인 금액 협의를 통해 현장 원가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공사 중에도 기존도로 차선 수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SIMTEC 현장에서는 1개 차선을 줄였다고 들

었습니다.

▶ 박상욱 부장 (작업구간 확보 관련) : 싱가포르에서는 통상

적으로 공사 중 기존도로 차선수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

런데 당 현장은 정거장이 들어서는 도로 양쪽에 콘도와 주공

아파트가 붙어 있어서 작업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래서 현장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고정관념을 

깨고 왕복 6차선 도로를 5차선으로 줄여보도록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Traffic Consultant를 통해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들

고, 도면을 준비해 발주처를 설득하고, 현장 관할 국회의원 사

무실(고척동, 에드윈통)까지 찾아가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지

역 주민들 설명회까지 거친 후에 결국 정거장 전 구간에 걸쳐 

1개 차선을 줄이는 것을 승인 받았습니다. 줄어든 차선폭만큼 

작업구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기도 단축하고 원가도 절감하

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고민하고 지속적으

로 도전하고 부딪히면 원하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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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e Replacement Length of 
Concrete with ECC on the Cyclic Behavior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s

기술논문

This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 effects of the replacement length of concrete with 

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s (ECC) on the 

cyclic behavior of a reinforced concrete (RC) column. 

An RC specimen and two types of ECC specimens with 

different replacement lengths of concrete with ECC were 

fabricated and a series of cyclic load tests was carried 

out. From the test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1) In the RC specimen, as the lateral displacement 

increased after the maximum load, the load decreased 

drastically. Local damage was also observed, such as 

spalling of the cover concrete near the plastic hinge 

on the length of 1.0d from the column-base joint, and 

buckling of the longitudinal reinforcing bars. In comparison 

to the RC specimen, ECC specimens exhibited effective 

prevention of shear cracks and spalling of the cover 

concrete, and the buckling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 

was not serious. Excellent tensile properties of the ECC, 

such as strain hardening behavior and multiple micro 

cracks, led to a minimization of spalling of the cover 

concrete by controlling flexural and shear cracks in the 

plastic hinge zone of the column.

2) In the case of the ECC specimens, the ductility ratio 

of the RC, ECC3.6d, and ECC5.4d specimens were 2.88, 

3.44 and 3.40, respectively. Although the ultimate 

displacement of the ECC specimens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LR, all ECC specimens exhibited a similar 

ductility ratio. This means that the effect of LR on the 

ductility ratio is not significant. The increase of the 

ductility ratio of ECC specimens is mainly due to tightly 

controlled bending and shear cracks in the plastic hinge 

zone. This resulted in an increase of displacement of ECC 

specimens at the yielding.

3) The energy dissipation capacity was improved up to 

101.3% higher than that of the RC specim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placement length of concrete with ECC from the 

column-base joint is considered to be more than 3.6d at 

the plastic hinge region of an ordinary RC column. 

[Fig 1] Ductility ratio and cumulative dissipated energy for each specimen

※ 원본출처

01.  Hyun, J. H., Bang, J. W., Lee, B. Y., & Kim, Y. Y. (2021). 
Effects of the Replacement Length of Concrete with ECC 
on the Cyclic Behavior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s. 
Materials, 14(13),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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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S 코팅재를 적용한 ECC의 
탄산화 거동 평가

기술논문

ECC는 파괴인성을 낮추기 위해 기존 콘크리트와는 달리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멘트 함

량이 증가하게 되고 다량의 규사를 사용하게 되어 기존 콘크

리트 대비 재료 단가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플라이애시와 고로슬래그의 혼입율을 바인더의 최대 50% 까

지 혼입하여 경제적인 ECC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또한, ECC

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역학적 특성과 균열폭 제어와 함께 발

휘되는 연성능력이 우수한 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PDMS계 표

면코팅재 적용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PDMS계 코팅재를 ECC에 도포하여 탄산화 성능 평

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1] 탄산화 시험을 위한 ECC 배합조건

배합명 구분

E1 30 MPa급

E2 35 MPa급

E3 45 MPa급

[그림 1] 탄산화된 ECC 깊이 측정 

[그림 2] ECC 시험체의 탄산화 속도계수 비교

탄산화 깊이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KS F 2584 「콘크리트의 

촉진 탄산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E1, E2, E3 시험체의 탄산화 속도계수는 각각 1.7468, 4.5607, 

5.9642로 측정되었다. 또한, 동일 배합 시험체에 PDMS를 적용

한 E1P, E2P, E3P 시험체의 속도계수는 각각 0.8606, 2.3344, 

2.8327로 나타났다. PDMS를 적용하지 않은 시편과 탄산화 

속도계수를 비교할 경우 E1P 시험체는 0.49배가 감소하였고, 

E2P, E3P 시험체의 경우 각각 0.51배, 0.47배 감소하였다.

혼화재의 혼입율이 증가함에 따라 ECC 시험체의 탄산화 속도

계수가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혼화재 혼입율 증가에 따라 강

도가 감소하였고 이로인한 ECC 매트릭스 조직의 치밀도가 감

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PDMS 코팅재를 적용할 

경우 탄산화 속도계수가 평균 0.49배 감소하여 탄산화 저항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 원본출처

01.  현정환, 권성준, & 김윤용. (2021). PDMS 코팅재를 적용한 
ECC 의 탄산화 거동 평가.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
집, 33(2), 4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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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창틀 주위 결로 및 누수 방지를 위한
열교 차단재 개발 및 성능 연구

기술논문

열교는 단열성능이 높아질수록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 제로에너지 건축물에서는 더더욱 세심한 검

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기준에서는 최근에 들

어서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면서 외피 열교부위

의 단열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추가 배점을 부여하고 있

고, 이를 위해 벽체 및 슬래브 접합부위를 대상으로 선형 열

관류율을 제시하고 있을 뿐 창 주위 열교에 대해서는 고려하

고 있지 않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에서는 불투명 외피의 접합

부 뿐 아니라 창 주위까지 포함하여 열교가 발생하는 부위

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선

형 열관류율 해석을 통하여 0.01 W/(m·K) 이하를 만족하도

록 하고 있고, 선형 열관류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열관

류율에 0.1 W/(㎡·K)를 더한 값으로 기준 적합성을 검토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단열 공사시 건축물 창 주위 마감 시공을 위

한 단열재 결손으로 인한 창 주위 열손실 및 내부 결로를 원천

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L자형 열교 차단재의 창 주위 선형 열

관류율 개선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에 기여하는 창 주위 열교 저

감 시공방법은 건축물 창 주위의 단열재 결손을 보완하기 위

해 비드법보온판 1종3호를 이용하여 신축의 경우 L자형 열

교 차단재를 콘크리트 벽체와 타설 일체로 시공하여 벽체 외

단열과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열

교 차단재는 4개의 코너형과 코너형끼리 연결하는 4개의 일

자형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홈

이 있는 본체와 외부 마감 및 창호 설치 시공의 편의성을 제

공할 목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후 제거되는 메움재로 구성되

어 있다.[그림 1]

[그림 1] 창 주위 열교 차단재

전열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형 열관류율에 대한 평가는 열

교 차단재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

여 ISO 15099를 준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열교 차단재

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0.239 W/(m·K)인데 비해 열교 차단

재를 적용한 경우 0.089 W/(m·K)로 나타나 약 63%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2] 선형 열관류율 해석결과

   (a) 열교 차단재가 없는 경우     (b) 열교 차단재가 있는 경우

창호 주위에 열교 차단재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

우에 대한 열관류율 실험은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

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열교 차단재를 적용하지 않

은 경우 상당 열관류율은 1.623 W/(㎡·K), 열교 차단재를 적용

한 경우 0.787 W/(㎡·K)로 나타나 창 주위 열교 차단재를 적용

할 경우 약 52% 정도 상당 열관류율이 개선됨으로써 난방에너

지 손실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원본출처

01.  박철용 외 2인 (2021), 건축물 창틀 주위 결로 및 누수 방지
를 위한 열교 차단재 개발 및 성능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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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 있는 커튼월 프레임에서
창틀 일체 제작 프레임 개발에 관한 연구

기술논문

일반적으로 커튼월 공사에서 여닫을 수 있는 창틀을 설치하려

면 프레임을 시공한 후 창 개구부를 형성하고 이 개구부에 창

틀을 설치함에 있어 나사로 고정하고 실리콘 마감함으로써 마

무리 된다.[그림 1] 이 때 창틀의 내풍압성과 구조안정성은 주

로 나사가 담당하는데, 반복적인 여닫는 행위 등과 같은 외력

에 의해 창틀이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기밀성과 수

밀성은 실리콘이 담당하게 되는데, 외부환경조건에 따른 열

화현상으로 기밀 및 수밀이 깨질 우려도 있어 지속적인 보

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1]  기존 기술 개념도

이에 본 개발 기술은 커튼월 프레임 제작시 창틀 프레임을 생

략하고 프레임 자체가 창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차가 있

는 구조로 제작한 후 창짝을 막는 역할을 하는 일자형 부재

를 끼움 방식으로 공장 제작함으로써 현장에서는 창을 바

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그림 2) 이렇게 창틀을 일체

로 제작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접합부위가 없으므로 기밀성 및 수밀성 또한 완

벽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개발 기술 개념도

기존 기술과 개발 기술을 대상으로 3차원 전열해석 프로그램

(PHYSIBEL TRISCO)을 이용한 해석을 통해 실내측 표면온도 변

화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기존 기술의 경우 실내측 프레

임 온도가 18.38℃로 낮게 형성된 것과 비교하여 개발 기술의 경

우 19℃ 이상으로 높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

[그림 3] 표면온도 해석결과 비교

[표 1] 개발 기술의 주요 성능 비교

성능항목 단위 기존 기술 개발 기술

열관류율 W/(㎡·K) - 0.890

기밀성능 ㎥/(h·㎡) - 0.48

내풍압성능 - - 280 등급

수밀성능 - - 50 등급

작업시간 분:초 16' 58" 4' 20"

[그림 4] 조립시간 비교

※ 원본출처

01.  박철용 외 2인 (2021), 창이 있는 커튼월 프레임에서 창틀 일
체 제작 프레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
표대회 논문집, Vol.41 No.2 p.310

글 박철용 / 건축기술팀 차장     전화 02-3433-7731     E-maiI cypark@ssy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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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단열프레임을 이용한 열교가 
저감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TIFUS 공법)

신기술·녹색기술

글 전현도 / 건축기술팀 과장   전화 02-3433-7985   E-mail jhdo@ssyenc.com
글 박철용 / 건축기술팀 차장   전화 02-3433-7731   E-mail cypark@ssyenc.com

•  기술개발자 : 쌍용건설㈜, ㈜티푸스코리아,
    롯데건설㈜, 생고뱅이소바코리아㈜

•보호기간 : 2021.05.20∼2024.05.19 (3년)

•녹색기술 기술수준

핵심(요소)
기술

분류코드

기술 수준
(열관류율, 
W/(㎡K))

신청기술 수준
(열관류율, 
W/(㎡K))

외단열 
시스템 기술
T060401

0.15 이하 0.15

01. 녹색기술의 개요
본 녹색기술은 기존 각파이프의 열교 및 단열 결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아연도금철판을 절곡하여 프레임의 상판 및 하

판을 분리시켜 실내외 열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상판과 하판

은 스테인레스 강선을 트러스 형태로 용접한 후 그 내부를 무

기계 단열재인 그라스울로 충진한 트러스단열프레임(TIFUS)

을 구성하고 벽체 단열 또한 가급 단열재 성능을 발휘하는 발

수 처리된 그라스울을 사용하여 외벽의 단열성능을 기술수

준 0.15 W/㎡K 이하를 만족할 뿐 아니라 내화성능까지 확보

한 기술이다.

02. 녹색기술의 주요 내용
기존 각파이프 프레임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스템에서는 각

파이프의 둘레를 통해 전달되는 열손실이 상당하여 에너지절

약설계기준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선형 열관류율을 고려

하여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을 계산할 경우 열관류율 기준을 만

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열재를 훨씬 두껍게 적용해야 한다.

본 녹색기술인 트러스단열프레임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

스템을 적용할 경우 프레임을 통해 전달되는 열손실을 획기

적으로 저감시킴으로써 선형 열관류율을 고려하더라도 외벽

의 평균 열관류율을 계산할 경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키

기 위해 적정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수

준 0.15 W/㎡K 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기술 A 기존 기술 B 신청 기술

전열해석
모델

전열 해석
결과

구성

주요 구조 철재 각파이프(후면 단열) + 그라스울 단열 철재 각파이프(후면 미단열) + 그랑스울 단열 트러스단열프레임 + 그라스울 단열

구성(공통)
(내측) 석고보드 9.5mm 1겹 - 그라스울(40k) 100mm - 그라스울(40K) 120mm

- 중공층 50mm - (외측) 석재외장 30mm

선형열관류율 0.027 W/mK 0.270 W/mK 0.010 W/mK

콜드 글루 점착겔-시트 복합 방수공법신기술·녹색기술

글 박철용 / 건축기술팀 차장   전화 02-3433-7731   E-mail cypark@ssyenc.com

•  기술개발자 : 쌍용건설㈜, 아진레이어㈜, 
    극동건설㈜, 우민전기㈜

•보호기간 : 2018.07.12∼2024.07.11
   (3년 + 연장 3년)

•녹색기술 기술수준

핵심(요소)
기술

분류코드

기술 수준
(열관류율, 
W/(㎡K))

신청기술 수준
(열관류율, 
W/(㎡K))

환경독성물질 
대체 및 유해성 

저감기술
T100503

인증기준 
만족

유해성 
10% 향상

환경표지 인증

95.4% 향상

01. 녹색기술의 개요
본 녹색기술은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상부 수평 슬래브에 적

용되는 콜드 글루 점착겔-통기성 시트를 이용한 복합 방수공

법으로 콘크리트 바탕면에 수용성 프라이머를 도포한 뒤 점착

겔인 콜드 글루를 도포하고 그 위에 통기성을 갖는 블래스 시

트를 시공하는 기술이다. 콜드 글루는 친수성과 친유성을 동

시에 갖는 양친매성으로 콘크리트 바탕의 함습 조건과 상관

없이 상시 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

동이나 심한 활하중이 작용하였을 때 특유의 유연함을 가지

고 있어 거동에 대응하여 방수층의 파손 등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콜드 글루 상부에 시공되는 블래스 시

트는 기본적으로 통기성을 가지고 있어 내부의 수증기 등 기

화되는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여 층간 부풀음 등 재료 간의 박

리 및 박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02. 녹색기술의 주요 내용
본 신청기술은 제조과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사용하

지 않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 콜드 글루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측정 시험을 진행하

였으며, 측정결과 0.07 g/kg 으로 나타나 환경표지 EL.244 건

설용 방수재의 인증기준인 2.0 g/kg 이하를 만족하는 수준으

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기술인 아스

팔트 매스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인 1.52 g/kg과 비교하

여 약 95.4% 정도 저감되는 수준으로 기술 수준에서 요구하

는 10% 이상 향상을 만족하는 녹색성을 확보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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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개구부에서 단차 프레임을 이용한 
창 시공 단순화 기술

신기술·녹색기술

글 박철용 / 건축기술팀 차장   전화 02-3433-7731   E-mail cypark@ssyenc.com

•  기술개발자 : 쌍용건설㈜, ㈜지엘산업테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보호기간 : 2021.12.16∼2024.12.15 (3년)

•녹색기술 기술수준

핵심(요소)
기술

분류코드

기술 수준
(열관류율, 
W/(㎡K))

신청기술 수준
(열관류율, 
W/(㎡K))

고성능 창호, 
문 성능기술
T060401

[금속재 창틀의 경우]
열관류율 

1.2 W/㎡K 이하
기밀성능 

1 ㎥/㎡h 이하

열관류율 0.89

기밀성 0.48

01. 녹색기술의 개요
일반적으로 커튼월에 창호를 설치하려면 다음 그림과 같이 프

레임을 시공한 후 창호 개구부를 형성하고 이 개구부에 창틀

을 설치함에 있어 나사로 고정하고 실리콘 마감한 후 유리

를 설치하게 된다. 이때 창틀의 내풍압성과 구조안정성은 주

로 나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반복적인 여닫는 행위 등과 같

은 외력에 의해 창틀이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기

밀성과 수밀성은 실리콘이 담당하게 되는데, 외부 환경조건

에 따른 열화현상으로 기밀 및 수밀이 깨질 우려도 있어 주기

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본 신청기술은 커튼월 프레임 제작시 창틀을 막대형으로 간단

하게 끼워넣는 방식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단차를 갖는 구조

로 고려하였으며, 현장에서는 프레임 시공 후 곧바로 창을 설

치할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내풍압성 및 구조안정성은 나

사 조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며, 기밀성과 수밀

성 또한 실리콘이 필요하지 않는 단차 구조에 끼워 넣는 방

식으로 영구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

리 또한 거의 필요하지 않는 편리성 및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

는 기술이다.

기존 기술 신청기술

02. 녹색기술의 주요 내용
본 신청기술은 기술수준에서 요구하는 열관류율과 기밀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KOLAS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 기술수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열관류율 0.89 W/

㎡K 이하 및 기밀성 0.48 ㎥/㎡h 이하로 나타났다. 추가로 기

존 기술과 신청기술의 실내측 창틀 표면 온도 분포를 3차

원 열해석 프로그램(PHISIBEL)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이 1.5℃ 이상 높게 나타나 결로 대응성 또한 우수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개선전 개선후

구분 표면온도 °C 구분 표면온도 °C

P-1 19.81 P-1 19.78

P-2 18.74 P-2 19.98

P-3 18.51 P-3 19.99

P-4 18.38 P-4 19.98

링형 회류방지장치로 펌프성능을 개선한 
방재용 수중펌프

신기술·녹색기술

글 박철용 / 건축기술팀 차장   전화 02-3433-7731   E-mail cypark@ssyenc.com

•  기술개발자 : 쌍용건설㈜, 신신이앤지㈜,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보호기간 : 2022.01.17∼2022.01.16 (5년)

•신기술 범위 : 컬럼파이프 내 상부 케이싱

    부 링형 장치를 설치하여 토출수의 회류

    를 방지하는 기술과 펌프 헤드 커버의 

    리프팅 러그를 판형으로 개선하여 펌프 

    상단 토출수에 발생되는 난류를 저감하

    는 기술

01. 신기술의 개요
본 신기술은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우수저류조 등에 설치

되어 사용되는 수중펌프의 컬럼파이프 내부 상부 케이싱부

에 발생하는 회류를 방지하기 위해 링형 장치를 설치하여 펌

프효율을 증대시키고, 헤드커버 상단부에 발생하는 난류 저

감 목적의 판형 장치 적용으로 토출수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

써 펌프의 토출 능력 향상에 따른 내수침수 방재 효과가 제고

되는 수중펌프 제작 기술이다.

02. 신기술의 주요 내용
1) 기존 기술의 문제점

일반적인 수중펌프를 대상으로 CFD를 이용한 해석결과 컬럼

파이프 내 유체 흐름 중 상부 케이싱부와 컬럼파이프 사이에

서 회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프로펠

러의 원심 및 사류력이 토출 능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또

한 헤드커버 상단부에 회전난류가 발생하여 토출수의 흐름

에 지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선후<CFD 해석결과 – 난류>

<CFD 해석결과 – 회류>

2) 신기술의 주요 특징

신청기술은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펌프 성

능 개선과 유체 흐름 유지를 통한 펌프 토출능력 증대를 목표

로 하였다.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동력으로 더 많은 유체를 이

송할 수 있는 펌프성능이 개선된 펌프를 개발하기 위해 회

류 방지장치를 적용하였으며, 토출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

해 헤드커버 상단에 난류 저감장치를 적용하였다.

회류 방지장치

난류 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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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수소연료전지사업 MOU체결

2021년 9월 15일 한국가스공사 및 평택에너지서비스

와 ‘평택 연료전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당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진출 및 교두

보 확보는 물론 ▲국내 수소연료전지 최대 규모(100MW) 발

전사업 진출기회를 확대 ▲공기업이 주관하는 국내·외 수

소연료전지사업 파트너사로 참여가능 ▲향후 실적을 바탕

으로 그린에너지사업에 Lead Developer 역할의 초석을 다

질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평택 LNG기지에서 부생가스(BOG)

를 원료로 활용하는 100MW급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

진하게 되며, 2026년부터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 생산한 전

력 및 열에너지를 지역사회에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회사

는 이 사업을 계기로 한국가스공사의 추가적인 수소연료전

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예정이다.

2021 해외건설대상 건축부문 최우수상 수상

2021년 3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머니

투데이가 주최하는 ‘2021 해외건설대상’ 시상식에서 우리회

사가 건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일류 건설

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진출 기업과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

기 위한 행사로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엄정한 심

사를 거쳐 수상회사를 결정하고 있다 .

2021 웰빙 아파트 대상 리모델링부문 수상

2021년 6월 한경비즈니스가 주최하는 ‘2021 웰빙 아파

트 대상’ 시상식에서 우리회사가 리모델링부문 대상에 선

정됐다. 이 행사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주거 환경을 향상시

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한 건설사를 선정하고 있으

며, 이들 건설사는 각 기업이 지닌 건설 노하우와 특화 설계

를 최대한 활용해 최고의 생활 단지를 완성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2000년 7월 업계 최초로 리모델링 전담 팀

을 출범한 후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누적 수주 실적

이 15개 단지, 1만3000여 가구, 2조5000억원 규모다.

▶▶▶ 건설기술/쌍용(79호, 2022년호) 기술뉴스

TECHNOLOGY NEWS

2021 건설안전 혁신대상 & EX-스마트 건설기술  
챌린지 수상

2021년 9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개최된 ‘2021 건설안전 혁신

대상’, ‘2021 EX-스마트 건설기술 챌린지’에 우리회사 고속

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11공구 현장이 참여

하여 ‘건설안전 혁신기술 부분‘ 우수상과 ‘스마트 챌린지 기

술 부분’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디지털 뉴딜, 주52시간 근무제 등 사회적 변화

의 대응과 건설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산·정착을 도모하고, 안전우수사례를 공유/전파

하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안전한 근로 환경조성, 관리수

준 향상을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수상으로 우리회사의 스마트 건설/안전기술의 우수

성을 다시 한 번 발주처에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한, 고속도로 BIM 전면 설계 및 시공 BIM 등이 점차 확대되

는 상황에서, 우리회사 토목기술팀에서 자체 개발한 BIM 뷰

어를 활용함으로써 비전문가도 쉽게 BIM에 접근할 수 있

는 환경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VE 경진대회 시공사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21년 11월 4일 한

국도로공사에서 개

최된 ‘2021 VE 경진

대회’에서 우리회

사 고속국도 제14호

선 함양-창녕간 건

설공사(제1공구) 현장이 시공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

다. 이 행사는 정부에서 『시공VE 활성화』를 위하여 VE를 통

해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

급토록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기존에 운

영 중인 기술제안보상제도와 연계를 통하여 시공VE 성과

가 실질적인 기술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공사를 상대로 주최

한 행사로 도로공사 자체 VE 경진대회는 14번째이며, 시공

사 부문 VE 경진대회는 첫번째 대회이다.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최우수 현장 선정

  2021년 11월 1일 우

리회사 별내선(8호

선연장) 건설공사(1

공구) 현장이 서울

특별시 안전관리 최

우수 현장으로 선정

됐다. 서울시 전 공사현장에 대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

태평가를 시행하여 선정하며, 이 현장은 스마트장비 설

치 등 안전관리 모범사례 현장 적용,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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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VR채험교육 자료 다국어 제작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

아 서울시 57개 현장 중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되어 표창

을 수상했다. 2019년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수상으로 이

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회사 안전관리 시스템의 우수성 대외

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21년 KR 철도안전대상 우수상 수상

2021년 12월 23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안전문화확산을 위

해 개최한 ‘2021년 KR 철도안전대상’에서 우리회사 분당

선 수내~분당차량기지간 전력설비개량 전기현장이 우수

상 및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우리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및 현장관

리의 우수성을 발주처에 각인시키고 안전관리 모범현장으

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태국, 방콕 Purple Line South Contract 4 수주

쌍용건설이 태국 MRTA(Mass Rapid Transit Authority of 

Thailand)가 발주한 Purple Line South(Contract 4) 프로젝

트를 약 5,556억원(우리지분 50%, 2,778억원)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총 연장 약 3.97km(TBM 2.86km, Cut & Cover 

Tunnel 180m 등), 지하 역사 2개소 등을 신설하는 공사로 

2000년대 이후 태국진출 국내 기업 중 최대규모 수주 이다. 

태국의 건설 시장은 외국업체에겐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이 있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사만의 기술력과 영업력을 바탕

으로 지속적인 신규 시장 진출 노력 끝에 국내업체로는 처음

으로 태국내 대형 교통인프라(MRT) 부문의 첫 수주라는 좋

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강릉-제진 단선전철 제9공구 건설공사(턴키) 수주

쌍용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국가철도공단

이 기술형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강릉-제진 단선전

철 제9공구 건설공사를 약 2,711억원(우리지분 45%, 1,220

억원)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현내면 사천리에 위

치한 제진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연장 15.1km)에 노반을 신

설하는 공사로, 총 연장의 45%에 달하는 6.4km 구간이 민

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북사업으로 분류된 사

업이다. 우리회사는 민통선 구간을 장대터널(9km)로 관통

하여 민간인 통제구간 내의 출입 인원 및 시간 제한, 지뢰매

설 구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훼손을 회피함으로써 공

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환경, 민원에 대한 RISK를 최

소화 하는 등 경쟁사와의 설계 차별화를 통해 수주에 성공

할 수 있었다.

광명 철산 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수주

쌍용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광명 철산한신아

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

정되었으며, 총 도급액은 약 4,550억원이다.

이 공사는 광명시 내 최초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서 경기

도 광명시 철산동 367번지에 위치한 25층 12개동 1,568세

대를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12개동을 지하 3층~

지상 26층으로, 1개동을 35층 규모로 신축하여 1,803세대

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가락 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수주

쌍용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가락 쌍용1차아파

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

되었으며, 총 도급액은 약 7,600억원이다.

이 공사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40번지에 위치한 24

층 14개동 2,064세대를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

존 지하 5층~지상 27층 14개동 2,373세대로 탈바꿈할 예

정이다. 가락 쌍용1차아파트는 1996년 11월 우리회사가 준

공 후 근 25년 만에 리모델링 시공사로 다시 한번 선정된 의

미 있는 단지이다.

우리회사는 타사와 차별화된 리모델링 노하우와 기술로 '리

모델링 시공실적 1위, 리모델링 리더'로서의 위상을 이어 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회사 토목·건축 기술세미나 개최

우리회사 토목기술팀 및 건축기술팀 주관으로 기술의 공유

와 숙지를 통한 분야별(영업/견적/공사/안전 등) 전문성 제

고, 입찰견적능력 향상 및 수주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

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기술세미나에서 토목 분

야의 경우 ‘COVID-19로 인한 건설산업 대응방향 및 전망’, ‘스

마트 토공 관련기술 소개 및 현장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

가 있었으며, 건축 분야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동향’, ‘공

동주택 트렌드 분석’, ‘레이저스캐닝 기술’, ‘아파트 리모델

링 보강기술’을 주제로 사내외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본 기술세미나를 통해 건설 산업 전반의 최신기술정보

와 국내외 입찰견적 시 필요한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전파하

는 등 업무유관팀 임직원들의 업무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

화시킴으로써 각 분야의 수주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건설기술/쌍용(79호, 2022년호) 기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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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내 · 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건설 기술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금번 79호 특집기획에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 및 ‘리모델링 기술’ 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실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 · 외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정보", 주요 현장의 주요공법, 보유기술, 

설계변경사례를 소개한 “현장기술소개”, 현장 설계 및 시공 사례를 직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 “현장탐방”, 

당사 보유 기술을 소개 한  “신기술 · 신공법” 및 논문 발표 실적을 소개한 “기술논문”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분야 새로운 정보, 기술 및 공법 등 양질의 기술정보를 건설 기술인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기술/쌍용』을 함께 만드는 편집·실무위원들

편 집 위 원 장 

부 위 원 장

토 목 기 술 팀

건 축 기 술 팀

플랜트사업팀

전 기 팀

설 비 팀

홍 보 팀

이계상 상무(02-3433-7066, kslee@ssyenc.com)

이 타 부장(02-3433-7773, yita@ssyenc.com)

김창수 차장(02-3433-7767, conshot@ssyenc.com)

김회진 차장(02-3433-7768, kimhj20@ssyenc.com)

김준호 과장(02-3433-7418, jykim@ssyenc.com)

현정환 과장(02-3433-7775, hyun686@ssyenc.com)

박철용 차장(02-3433-7731, cypark@ssyenc.com)

황학수 차장(02-3433-7811, hssy@ssyenc.com)

이창열 과장(02-3433-7425, changyeol.lee@ssyenc.com)

이용구 대리(02-3433-7404, yg.lee@ssyenc.com) 

김혜영 차장(02-3433-7757, hykim@ssy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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