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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준공 완료한 회현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건물명 :

State Tower Namsan)은 서울 중심가인 명동에 위치하고 있다.

최초토공사및골조공사계획시도심지공사및공기절감을위해

Semi Top Down 및 코어선행 공법을 채택하여 SPS(Strut as

Permanent System) 및 PRD(Percussion Rotary Drill) 공법 등

을 적용하였으며, 현장에 적용된 신공법으로는 TU 합성보(T+U

형태) 공법, SF(Super Foundation) 공법, 타공배수판 공법 등을

적용하였다. 

또한 기초 및 코어 타설 시에는 각각 조분, 미분시멘트를 적용하

여수화열균열저감및공기단축을실시하였다. 이러한신공법적

용 외에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시

공오차를줄이는노력을하였고, 친환경자재시공과에너지절감

의방안으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미국 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 5월 예비

인증을 받았으며, 2011년 11월 본 인증 Silver등급 취득 예정에

있다. 이처럼 당현장은많은신기술, 신공법 및 새로운시스템을

도입하여진행되어왔으며, 또한커튼월외부에격자형석재를최

대 2m 돌출시킨독특한 Double Skin 마감은구조적으로시공이

난해하였으나, 건물을한층돋보이게하는요소로평가받고있다

([그림 1] 참조).

본고에서는당현장에적용된많은공법중 SF 공법, 타공배수판

공법, TU 합성보 공법 및 LEED 인증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자한다.

회현2-1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현장
(건물명 : State Tower Namsan)의 LEED 인증및
주요추진공법

글남원욱 ＼ 회현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현장과장 ＼ 전화 02-753-6092 ＼ E-mail ssider22@lycos.co.kr

글이충섭 ＼ 회현2-1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현장사원 ＼ 전화 02-753-6092 ＼ E-mail worm1103@nate.com

▶▶현장탐방

02

1.머리말

건물명 State Tower Namsan

공사위치 서울시중구회현동2가 6-11번지일대

공사기간 2008년 12월 16일~ 2011년 6월 30일 (30개월)

용 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SRC조)

규 모 지하6층~ 지상 24층

건축면적 2,436.44m2 (737.0평)

연면적 66,799.28m2 (20,206.7 평)

표 1 건축개요

[그림 1] Double Skin 마감 후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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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F 공법(Super Foundation 공법)

SF 공법은‘ㄷ’자형상의철판을가로및세로로끼워맞춘것(전

단보강판)을기초콘크리트또는기둥하부에설치하여콘크리트가

경화한후합성구조물로서의전단성능을극대화한공법이다. 이러

한 전단 보강판을 설치함으로써 기둥 축하중에 의한 Punching

Shear 부담면적을증대시켜복잡한독립및MAT 기초의두께가

축소및간소화되었고, 이로인해백호우장비의작업효율향상은

물론, 터파기 굴착량, 콘크리트및철근량감소로공사기간및공

사비를절감하는효과가있었다.

1) 시공순서

시공순서는 [그림 2]와같으며, 먼저기초가설치될위치까지굴토

를한후영구배수를실시한다. 영구배수위에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하부철근을 배근한 후 SF 패널을 설치한다. 설치가 완

료되면상부철근을설치하고콘크리트타설을실시한다.

2) 효과

SF 공법의 적용은 [그림 3]에서와 같이 기존 기초의 두께인

500~3,000mm의 복잡하고, 다양한 레벨의 독립 및 매트 기초

를400~2,200mm로축소및단순화시키는효과(<표 2> 참조)가

있었고, 이에 따라 터파기 4,090m3, 콘크리트 4,040m3 및 철근

300ton을절감할수있었다.

2-2. 타공배수판공법

지하주차장또는지하실의경우는외부에서침투하거나흘러들어

오는 지하수로 인한 품질저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

한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배수하기 위해 특수 타공배수판을 시공

2.주요공법

[그림 2] SF 공법의시공

[그림 3] 터파기레벨도

기초명 변경전THK.(mm) 변경후THK.(mm) 증감 THK.(mm)

F1/F1A 2,400 1,500 -900

F2 2,600 2,000 -600

F2A 2,600 1,800 -800

F3 1,500 700 -800

F4 2,600 2,000 -600

F5 2,800 2,000 -800

F6 3,000 2,200 -800

MF1 2,800 2,200 -600

MF2 1,500 1,200 -300

FS1 500 400 -100

표2 기초두께의증감표①버림콘크리트타설 ②하부철근배근

③SF 패널조립 ④SF 패널조립완료

⑤상부철근배근 ⑥콘크리트타설

a. 기존터파기레벨도

b. SF 공법적용후터파기레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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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기존의 배수판의 경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발이 막

힌 구조로 되어 있고, 배수판 상부 누름 콘크리트와 바닥 콘크리

트가 분리되어 있어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면 지지발과 바닥콘크

리트사이의공간에의한침하균열이발생할수있다.

이에 반해타공배수판의경우는지지발하부가뚫린구조로되어

있어배수판상부누름콘크리트가하부바닥콘크리트에직접지

지되어 기둥역할을 형성함으로써, 상부의 하중을 지탱하는 데 보

다 효과적인 구조가 된다. 따라서 침하균열을 최소화 할 수 있으

며, 누름콘크리트의두께를최소화할수있다.

1) 시공순서

타공배수판은 일반 배수판 시공과 같은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데,

우선 기초 콘크리트면 위에 배수판의 4면중 2쪽면의 날개부 구

멍과 다른 쪽 면의 연결고리를 끼워 뒤틀림 없이 설치한다. 배수

판설치후배수판하부로페이스트가침투하지않도록테이프및

필름등으로틈새처리를실시한다. 배수판설치가완료되면와이

어메쉬를깔고누름콘크리트를타설한다.

[그림 4] 기존배수판

품번 가로 세로 높이 상판두께 교각상부 교각하부 중량
내경 내경 (kg/매)

T30 500 500 30 1.5 70 56 0.49이상

T45 500 500 45 1.5 70 49 0.55이상

T70 500 500 70 1.5 70 37 0.70이상

표3 타공배수판의사양

[그림 6] 타공배수판시공상세도

[그림 7] 타공배수판의시공순서

전면

후면

[그림 5] 타공배수판

전면

후면

(단위 : mm)

a. 내부기둥상세도

누름콘크리트위마감

WIRE MESH

배수판

누름콘크리트위마감

WIRE MESH

배수판

누름콘크리트위마감
WIRE MESH

배수판

시멘트몰탈위마감

시멘트몰탈위마감

시멘트몰탈위마감

방수마감

방수마감

누름콘크리트위마감

배수판

GRATING

GRATING

방수마감

SLEEVE

b. 보호벽상세도

c. 집수정상세도 d. 트렌치상세도

①자재현장반입 ②배수판깔기

③틈새매우기 ④모서리및면처리

⑤무근콘크리트타설 ⑥바닥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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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타공배수판의 적용으로 <표 4>와 같이 무근 콘크리트 두께가 지

하 6층 주차장의 경우 최초 200mm에서 120mm, 기계실의 경

우 최초 300mm에서 150mm로 축소되어 시공단축 및 원가절

감, 균열최소화로인한품질향상에많은도움을주었다.

2-3. TU 합성보공법

TU 합성보는철골보와콘크리트의합성력을극대화한것으로기존

공법에비해얇은두께로도큰강성과강도를확보할수있어경제

성이우수하다. 이러한 TU 합성보는한쌍의롤(또는프레스) 성형

절곡강판을 서로 맞대어 용접하여 제작하는 강판성형보(단면형태

T+U형)로서층고절감은물론, 측면판의높이조절이자유롭기때

문에다양한슬래브형식에적용을할수있다([그림8, 9]참조).

또한 슬래브는 합판거푸집, 데크플레이트, PC 슬래브 등 다양한

슬래브 형틀과 결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조로서 구조 개

념도 및 단면도는 [그림 12] 및 [그림 13]과 같고, 강판의 두께는

구조성능및현장조건에따라4, 5, 6, 7.5, 9mm 등으로다양하

게적용이가능하다.

공종명
설계변경내용

당초→변경 (단위 : mm)

무근콘크리트타설
주차장 : THK. 200 → 120

기계실 : THK. 300 → 150

표4 타공배수판설계변경내용

[그림 8] 좌우한쌍의강판접합

[그림 10] 용접접합형

[그림 11] 볼트접합형

[그림 9] 측면수직판의높이조절

[그림 12] TU 합성보의구조개념도

[그림 13] TU 합성보의단면도

용접

B2

B1

H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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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순서

공장제작에서부터현장설치의전과정은다음과같다. 먼저, 제

품의안정적인품질과공급을위하여공장검수를실시하고, 규격

별자재를현장에반입한다. 현장에반입된자재의검수를실시한

후, 수직철골을 설치한다. 수직 철골의 설치가 끝나면 수직 철골

의 수직도를 체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후 TU 합성보를

설치하여볼팅(Bolting) 및볼트의임팩(Impact)을실시한다. 

TU 합성보의 설치가 완료되면 Deck를 판개(설치)한 후,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TU 합성보는 콘크리트가 완전

히 경화된 상태에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에 행잉(Hanging ; 달아매기) 및 잭 서포트(Jack Support) 설치

하여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 콘크리트 자중에 의한

처짐을보강해주어야한다.

2) 효과

TU 합성보는 RC보에 비해 400mm, 일반 철골보에 비해

150mm의층고절감이가능하며, 시공비는구조적으로 Span 간

격이 더 넓어지고, 별도로 보의 형틀작업이 없어지므로, 약 10~

13%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보다 효과적인 품질

및성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

으로사료된다.

TU 합성보는 철판의 두께가 얇아 생산 및 운반 시 변형이 많고,

콘크리트타설후에강성을확보할수있으므로콘크리트타설전

까지의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TU

보 및 슬래브의 처짐 방지를 위한 행잉(Hanging) 및 잭 서포트

(Jack Support)의 설치가별도로필요하며, 순차적인콘크리트의

타설을필요로한다.

2-4. LEED 인증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 그린빌딩협의회(USGBC)가 개발한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

증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린빌딩 인증제

도이다. LEED는 건물의생애주기동안전체적인환경성능을평

가하고 그린빌딩을 위한 설계, 시공, 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제공

할목적으로만들어졌다

당 현장은 4층 이상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로 건물면적의

50% 이상을 임대하는 상업건물이므로 LEED Version 3, LEED

2009 for Core and Shell을 적용하였고, 현재 예비인증 획득

(2010년 05월) 후에, 본 인증(Silver 등급)을 획득(2011년 11월

예정)하기위하여최종인증이진행중이다.

1) LEED 인증 절차

LEED 인증절차는크게프로젝트등록, 심사자료준비, 심사자료

제출, 심사, 인증의과정을거친다. 심사자료준비과정에서발생하[그림 14] TU 합성보및TU 데크시공순서

①공장제작 ②현장반입

③자재검수 ④철골기둥설치

⑤수직도체크 ⑥TU 합성보설치

⑦데크판개(설치) ⑧철근배근

⑨지하층행잉(Hanging) ⑩지상층잭서포트설치

⑪현장타설 ⑫바닥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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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의사항을 질의하는 Credit Interpretation Request and

Rulings(CIR)과 심사 이후 특정 항목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Appeal 과정이 있다. 모든 업무는 LEED Online을 통해 이루어

지고, GBCI(Green Building Certification Institute)의 안내에 따

라단계별로진행된다. 

당 현장에적용된 LEED Version 3, LEED 2009 for Core and

Shell은 임대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배려한예비인증단계가추가되어있다.

2) LEED 인증 획득현황

LEED 인증의적용은기존의설계로달성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

있어 건축, 기계 및 전기 분야 등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다.

설계변경은발주처, 설계사, 시공사및컨설턴트가함께워크숍을

통하여 각 항목별로 취득가능(Yes), 취득불가(No), 취득 가능여부

불확실의단계로구분하여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검토결과건축분야에서는약 14개, 기계분야에서는약 20개, 전

기 분야에서는 약 7개의 설계변경 항목이 검토되어 설계변경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인증을 실시한 결과로 [그림 15]와 같이 총

110점에서 54점을인정받아 Silver 등급을획득하였다. 예비인증

은본인증전에획득해둠으로서건물홍보를통한임대율을높

이기위해실시하며, 이러한예비인증에서획득한점수는시공중

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제

출함으로써본인증에서도동등이상의점수를확보할수있다. 

시공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 시공 중 작성된 현장 환경관리, 공

사폐기물 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및 친환경 자재에 대한 자료를

최종정리하여본인증시제출하게된다. [그림 16]은본인증서

류제출시획득가능한점수를예상한Scorecard로서총 110점

에서취득가능점수 58점과취득가능여부불확실점수 9점으로

예상되었는데, 취득가능 여부 불확실 점수에서 2점 이상 획득한

다면Gold 등급도획득이가능하다.

[그림 15] 예비인증Scorecard [그림 16] 본인증예상Scor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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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ED 인증 시시공사의역할

앞으로 많은 LEED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

하기위한시공사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이에설계초기단계에

서부터 협의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발주처, 건축가, 엔지니어, 시

공사등프로젝트에참여하는모든사람들이참여하여야한다. 특

히직접시공을하는시공사는현장의상황을잘파악하고있으므

로 LEED 인증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업무의 혼동을 방지하

고체계적인업무구조를세워야한다.

우선적으로 건설 프로세스에 LEED 인증사항을 접목시켜 LEED

업무가 별도의 업무가 아닌 환경, 품질, 안전, 건축, 전기, 설비,

공무 등의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팀(건축, 전기, 설비)은 LEED의 조건을 만족하도록적극적인

시공을실시하고, 환경팀은건설현장과관련된환경관리의지속적

인 체크와 보완을 실시하며, 품질팀은 LEED 인증에 적합한 재료

와 요구성능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요구성능을확보하여야한다.

현장에는반드시 LEED 담당자를두어 LEED 인증에관련한모든

현장상황을체크하고관리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것도필

요하다. 현장 LEED 담당자는 LEED 인증과 관련된 현장의 모든

사항을숙지하고주기적으로점검하여발주처및 LEED 컨설턴트

에게보고하고, 각공사조직의기존업무와부합하는 LEED 업무

의 분배 및 결과의 취합을 통하여 최종적인 LEED 인증 증빙 서

류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LEED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소장, 반장 및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정기

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LEED 인증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인식부족으로인한부적합시공을사전에예방할필요가있다. 

이러한 시스템을통해친환경에대한직원들의인식및참여도를

향상시킴으로써타사보다앞서나가는친환경시스템을구축할수

있을것으로생각된다.

회현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현장은발주처와매입사및여러

관련사 등의 복잡한 현장조직 내에서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품질향상, 원가절감, 공기단축등의세마리토끼를모두잡

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본고에 소개된 여

러공법과시스템을도입하여성공적으로현장을마무리하였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BIM 및 LEED는 당사에서 별도의

담당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며, 이를 통해 타사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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