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조공사를 위한 공간 확보

공사초기의 하루는 준공시점에서는 열흘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하고 초기 터파기, 파일항타 작업과 기초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상에 주차공간 대신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

차장이 지하 2층까지 설계됐기 때문에 차수를 위한 SCW (Soil 

Cement Wall) 공사 후,  오픈컷으로 터파기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공사 중 공간이 부족해 층수가 낮은 동 한쪽으로 경사 진입로를 내

고 내부 중정 기초 바닥에서 나머지 동의 골조를 지상층까지 세팅

했으며, 되메우기를 통해 각 동 주변의 공사장비 진입로를 확보한 

후 내부 중정 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적의 시공을 위한 고민-샘플룸

아파트는 분양 시 모델하우스에 구현한 것과 동일한 자재와 품질

로 전체세대의 시공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두 세대의 품질관리는 쉬울 수 있으나 몇 백 세대를 동일한 품

질로 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 동의 저층부에 타입별

로 한 세대씩 사전시공을 통해 본 공사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시공방법을 파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사전 샘플룸 시공을 통해 최적의 시공방법을 찾아내고 경험이 없

는 직원들에게 시공방법과 품질기준을 교육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

습니다. 

아파트는 공종별 시공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담당직원이 얼마나 부

지런히 체크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입주 후 하자유무가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예방과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공정진행이 빠른 당사 구미현장과 밀양의 타사 현장 등을 벤치마

킹 하기도 했습니다.

투철한 책임감으로 공사 완료

마감공사 중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천연석의 라돈 검출문제와 타 

건설사의 입주자점검 시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사항 등은 본사 

유관부서를 통해 사전검증과 사전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큰 이슈 없

이 무난하게 입주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자 사전점검 등을 겪으며 입주민들의 품질을 보는 눈 높이 수

준이 갈수록 높아져 이를 충족하고 만족시키려면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공을 하고 확인을 다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준공하기까지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공사를 마

무리한 현장직원들과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본사 유관부서 담당자들

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주거중심의 기준을 높이다

쌍용 더 플래티넘 밀양

Completed Proje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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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쌍용 더 플래티넘 밀양 

•발 주 처 : 국제자산신탁 (주)

•공사금액 : 약 820억원 (미화 7,500만 달러)

•공사기간 : 2017년 5월 ~ 2019년 9월 (28개월)

•공사내용 : 아파트 7개동 (2F ~ 22F), 근린생활시설

                 1개동, 지하주차장 (B2F ~ B1F)

공사개요 

[골조공사 진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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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경]

[조경]

[조경][어린이놀이터]

사전 샘플룸 시공 기반으로

입주고객의 품질서비스를 높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