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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 사례 Ⅱ

현석 호수아파트 리모델링공사 
시공 VE사례

1. 머리말

글 이석구 ＼ 현석 호수아파트 리모델링공사 현장 차장 ＼ 전화 02-3275-3766 ＼ E-mail doolgu@ssyenc.com

현석�호수아파트�현장은�아파트�리모델링�공사로�기존�증축방식

인(전�·�후면�증축)에서�전�·�후�·�좌�·�우뿐만�아니라�수직으로도�증

축하였다.�좌�·�우�폭은�증축전�62.4m에서�증축후�97.7m로,�전�·�

후�폭은�14.5m에서�17m로�되었으며,�수직으로�2개�층을�증축하여�

기존�10층에서�12층으로�높이고�1~2층에는�필로티가�형성된다.

당�현장은�지하주차장을�포함한�아파트로�증축하다보니�강변북로

와�주변�대지�경계선이�인접하여�토공사�및�파일공사를�함에�있

어�장비�반입�및�안정성�확보�등에�어려움이�많았고,�리모델링의�

특성상�철거공사,�기초와�내력벽의�보수보강공사,�세대�내부�비내

력벽의�경량시멘트�판넬�시공�등�특이한�공법이�많이�적용되었다.�

본고에서는�원가절감,�시공성�향상,�품질향상�및�안정성�확보�등

을�위해��수행한�VE사례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2-1. 공사 개요

•공사명�:�현석�호수아파트�리모델링공사

•공사위치�:�서울시�마포구�현석동�118번지

•공사기간�:�2011년�3월�9일~2012년�12월�8일(21개월)

•용도�:�공동주택(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규모�:�1개동,�90세대,�지하�1층~지상�12층

•대지면적�:�2,932.0㎡

•연면적�:�15,445.46㎡

•평형�변경�현황

당초 변경 세대수

30평 42평 30세대

29평 40평 40세대

28평 39평 20세대

2. 공사 개요

[그림 1] 리모델링 전 호수아파트

[그림 2] 리모델링 후 호수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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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리모델링 계획

3-1. 강변북로 흙막이공법 변경

•당초안�:�CIP�+�제거식�Earth�Anchor

•개선안�:�Sheet-pile�+�Raker�및�Strut

•절감액�:�200백만�원�절감

당초�흙막이공법은�CIP와�제거식�Earth�Anchor였으나�대지�경계�

침범�및�도로점용허가�신청에�따른�비용�증가로�인해�Sheet-pile

과�Raker�및�Strut로�변경하여�적용하였다.

3-2. 정화조 기지 변경 및 피트 삭제

•당초안�:�정화조�및�피트구조물

•개선안�:�정화조�위치�변경�및�피트구조물�삭제

•절감액�:�103백만�원�절감

당초�정화조�위치가�아파트�중간에�위치하고�그에�따른�설비�피트

구조물이�있었으나,�저수조�위치를�배면으로�변경하고�배관을�주

차장�천정으로�노출�배관하여�피트구조물을�삭제했다.�이에�터파

기�깊이�약�3m�및�흙막이벽체�설치길이�약�50m를�줄일�수�있었다.

3. 현장 시공 VE

[그림 3] 철거 공사시 매직판넬 이미지 광고

[그림 6] 흙막이 공법 당초안

[그림 7] 흙막이 공법 개선안

[그림 8] 정화조 위치 당초안

[그림 9] 정화조 위치 개선안

[그림 5] 리모델링 후 계획

증축부위

135㎡(A형)
(2세대)

129㎡(A형)
(2세대)

129㎡(B형)
(2세대)

124㎡(B형)(1세대)
135㎡(B형)(1세대)

124㎡(A형)
(1세대)

72.4m

17
.0
m

[그림 4] 리모델링 전 계획

철거부위

100㎡(A형)
(2세대)

95㎡(B형)�
(4세대)

62.4m

12.1m

91㎡(C형)
(2세대)

100㎡(A형)
(1세대)

기존아파트
미철거

철거후�증축
증축

총�증축�면적

804㎡(55%)
472㎡(32%)
292㎡(23%)
695㎡(45%)
987㎡(68%)

정화조�위치

정화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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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상 1층 바닥 Con’c 및 중공 Slab 삭제

•�수직증축으로�인한�건물자중이�증가하여�당�현장의�최대의�구

조적�문제인�하중경감을�위해�지상�1층�주차장�바닥�전체의�무

근�콘크리트를�제거하여�원가를�절감하였으며,�이에�따른�하중�

경감을�바탕으로�상부층�중공�Slab를�삭제해�추가적으로�원가

를�절감하였다.

•�절감액�:�200백만�원�절감

3-6. 기초 보강공사

1) 기존 기초 Micro Pile 보강공사

•�목적�:�기존�건물�증축시�상부하중의�증가로�인한�파일공사는�

필수적이다.�그러나�존치�건물로�일반�Pile�Driver�진입이�불가

능하여�파일시공이�근본적으로�불가능하다.�이러한�점을�감안

하여�개발한�것이�소구경�Pile인�Micro�Pile이며�주로�리모델링

공사의�기초보강�등에�적용된다.

•�효과� :�천정고가�낮은�실내에서도�천공작업이�가능하며,�

Casing�길이�조정이�가능하여�천공심도에�제한이�없다.

2) 고심도 PHC 기초파일 시공방법 개선

•�목적� :�도심의�협소공간에�PRD공법�적용시�대형장비�진입

이�불가하여�특별히�제작된�부속장비인�Antenna�Auger�&�

Antenna�Casing을�이용함으로써�장비제원�이상의�고심도�

PHC파일�시공을�하기�위함이다.

3-3. 기전실 및 저수조 터파기 레벨 변경

•�기전실�및�전기실을�재배치하고�층고를�최소로�조정하고�터

파기�레벨을�GL.(-)�8.7m에서�GL.(-)�6.1m로�2.6m�높게하여�

Strut�1단을�제거함으로써�공기단축�및�원가절감을�하였다.�

•�터파기,�흙막이�및�골조�수량�감소로�원가절감�및�공기단축

•�절감액�:�172백만�원�절감

3-4. 기존 건물 철거범위 최소화

•�당초�발코니부위�철거범위를�기초파일�항타기�시공성�및�PHC�

파일�위치변경,�RC기둥�조정�등으로�2.4m에서�1.4m로�1.0m�

축소하였다.

•�절감액�:�110백만�원�절감

[그림 14] Micro Pile 시공 전경

[그림 11] 철거범위 당초안

철거범위

[그림 12] 철거범위 개선안

철거범위

[그림 10] 터파기 레벨 변경

증축 증축

대지�경계선

대지�경계선

15m�도로
EL.�15.3

방음벽�
기존옹벽

기존옹벽 기존옹벽

방음벽�
(h=5.56m)

Wale
H-300x300x10x15

Strut
H-300x300x10x15

EL.�17.0

2.
6m

EL.�13.993

H-Pile�
H-300x200x9x14

H-Pile�
H-300x300x10x15

Sheet�pile
U-400x150x13t

기존건물

62.4m

[그림 13] 지상 1층 시공 개선안

에폭시�코팅
액체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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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당�현장의�파일천공�심도는�지질조사보고서상�약�

17~25m�정도로�예상하고�진행중�현장�동측�일부�구간에서�

37m이상�천공이�필요하였고,�현장이�협소한�관계로�DH608�장

비로는�작업이�불가하여�DH508�장비를�이용하게�되었다.�그

러나�DH508�장비로는�천공심도가�부족하여�장비제원�이상으

로�천공할�방법이�요구되었다.

•�효과�:�장비제원�이상의�천공으로�협소한�공간에서�파일시공이�

가능해�졌으며,�장비교체를�위한�추가비용을�절감하고�안전성�

확보에도�유리하다.

3-7. 매직판넬 시공

•�목적�:�가림벽은�기존�건물�철거시�소음�및�분진�등을�차단하기�

위한�가림벽�역할을�하기�위함이다.

•�도입배경�:�건축물�철거시�일반적으로�비계+분진막(부직포)�형

태의�가림벽을�주로�사용하여�왔고�현재도�가장�많이�사용하는�

방식이다.�그러나�인접건물이�밀집한�도심지내�리모델링공사

는�기존�건물의�부분적�철거로�인하여�최소�3~5개월�동안�소

음,�분진,�진동�등이�심한�편이다.�따라서�1차적으로�외부인�시

선을�원천적으로�차단함으로써�심리적�불안감을�해소하여�민

원을�최소화시키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또한�외부에�시스

템비계를�사용함으로써�작업중�발생할�수�있는�낙하물�및�비산�

방지,�추락사고�예방에�우수한�효과를�발휘할�수�있다고�판단

하여�적극적으로�사용하게�되었다.

•�효과�:�철거시�비산,�소음�등�환경민원�억제를�극대화하고�철거

대상�건축물�외부�전체를�가림으로써�각종�안전사고�예방에�탁

월하다.�또한�강변북로�및�한강변에�위치하여�당사�이미지�개

선�및�광고에�활용이�가능하다.

3-8. 탄소섬유 보강 공사

•�목적�:�리모델링시�기존�골조�벽체�및�슬래브의�구조적�안정성�확

보를�위해�철근�및�탄소섬유�보강이�필요하다.

•�작업순서

���프라이머�도포������➜������1차�레진도포������➜������탄소섬유�부착

•�효과�:�기존�내력벽을�철근과�탄소섬유로�보강함으로써�철거범위

를�최소화하여�신축�부위�골조공사의�원가절감에�기여하였다.

•�기존�벽체�탄소섬유�보강

[그림 15] Antenna Auger 전경

[그림 16] Antenna Casing 장착 전경

[그림 17] 외부 시스템비계 + 분진망

[그림 18] 외부 시스템비계 + 매직판넬

① 프라이머 도포 ② 1차 레진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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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Saw�Cutting으로�해체작업시�기존�슬래브�및�벽체�철근

을�최대한�존치시켜�앵커�작업을�최소화하여�구조적�안정성�확

보할�수�있다.�또한�철근�앵커�작업�최소화로�공기를�단축하고�원

가를�절감할�수�있었다.

•�절감액�:�30백만�원�절감

 

3-10. 옥상 슬래브 경사슬래브 변경으로 배수성능 확보

•�옥상�슬래브가�평슬래브로�계획되었으나�옥상�전체를�조경으로�

활용하는�것을�감안하여�물�빠짐이�원활하도록�1/100�경사도를�

슬래브에�반영하여�물고임�등�누수에�대한�하자를�사전에�예방하

고자�하였다.�이에�따라�무근�콘크리트로�구배를�적용하여�시공

함으로써�투입되는�콘크리트�비용�등을�절감하였으며,�옥상배수�

원활히�하여�향후�하자를�방지할�수�있다.

•�기존�슬래브�탄소섬유�보강

3-9. 신 · 구 건물 조인트 이음철근 재사용

•�목적�:�구골조�슬래브�및�벽체�해체후�신�·�구�접합부�부위�철근보

강을�위한�케미컬�앵커�작업이�필요하다.�구골조�부위�철거시�Saw�

Cutting으로�처리하면�해체작업이�수월하나�다시�연결철근�시공

이�필요하므로�기존�슬래브�및�벽체�철근을�최대한�활용하여�앵커��

작업을�최소화함으로써�구조적�안정성을�확보하기�위함이다.

③ 탄소섬유 부착

[그림 19] 기존 벽체 탄소섬유 보강공사 전경

③ 탄소섬유 부착

① 프라이머 도포 ② 1차 레진도포

[그림 20] 기존 슬래브 탄소섬유 보강공사 전경

① 철거작업시 기존 철근 존치

② 앵커 작업후 슬래브 철근 배근

③ 신설 슬래브 부위 전체 앵커 작업

[그림 22] 신 · 구 건물 조인트 처리 전경

12.1m

[그림 21] 구골조 슬래브 해체 부위

62.4m

100㎡(A형)
(2세대)

95㎡(B형)�
(4세대)

91㎡(C형)
(2세대)

100㎡(A형)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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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곤돌라 설치

•�벽마감공사인�장식몰딩,�석재뿜칠�및�석공사를�위해서는�외부비

계를�설치해야�한다.�그러나�전면�발코니측�증축으로�인하여�강

변북로�방음벽과�아파트�사이�공간이�협소하여�비계설치가�상당

히�난해할�뿐만�아니라�설치시�전도위험�및�해체시�강변북로�낙

하물�발생�위험�등�안전관리�측면에서�문제가�예상되어�곤돌라로�

변경하여�적용하였다.

3-12. 외부 인조석 시공

•�외부마감을�인조석을�적용하여�이오니아식�콘셉트로�화려하게�장

식하고,�석재뿜칠로�통일성을�유지,�천연석과�비교해�볼�때�원가

절감효과를�얻으며,�동시에�미려한�외관을�확보할�수�있다.

•�천연석에�비해�인조석�판재는�시공비가�비슷하나�문양에서�많은�

원가절감을�할�수�있고�상부층�등�일부를�동일한�질감으로�나타낼�

수�있는�석재뿜칠로�시공하여�공기단축�효과를�얻을�수�있었다.

[그림 25] 외부 수직보호망 설치 전경

[그림 29] 인조석 및 석재뿔칠 외부 전경

[그림 30] 이오니아식 기둥 계단실 및 정문 마감

[그림 24] 곤돌라 설치용 브라켓 설치 전경

[그림 26] 곤돌라 설용 브라켓과 수직보호망 고정 브라켓 설치 전경

[그림 27] 외부 인조석 작업 전경

[그림 28] 외부 EPS몰딩 작업 전경

[그림 23] 경사슬래브 변경 단면

인공토양
부직포
THK�130배수탄
THK�무근�콘크리트�/�흙손마감
복합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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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량시멘트�판넬과�벽돌�하중�비교

구분

경량시멘트 판넬

(AFP-5060) 

51kg/㎡

벽돌

(표준형 벽돌) 

1.9~2.0kg/장

벽돌�0.5B�기준

판넬�1면�기준
51kg/㎡ 140~148kg/㎡

벽돌�1.0B�기준

판넬�2면�기준
102kg/㎡ 283~298kg/㎡

3-13. 경량시멘트 판넬 시공

•�기존�10층에서�12층으로�2개�층을�수직증축하면서�건물에�하

중을�최소화하여�건물의�안정성�확보하고자�한다.

•�경량시멘트�판넬�및�벽돌�하중�비교�:�리모델링�공사시�신축�부

위에는�벽돌을�적용하고�구골조�부위는�경량시멘트�판넬을�적

용하여�하중부담을�최소화하였다.�벽돌�시공과�대비하여�하중

이�36%로�하중부담을�크게�줄였다.�경량벽체는�주로�석고보

드나�ALC를�사용하는데�석고보드는�세대간�방음�및�방수,�화

장실,�주방�등�기구�부착�문제가�발생하고,�ALC는�습기흡수�및�

중량물�부착,�전기설비�배관�등의�하자가�우려되어�경량시멘트

를�적용함으로써�전기설비�배관�및�기구부착�등의�하자를�방지

하고�시공성을�확보할�수�있었다.�원가는�다소�높지만�경량시

멘트�판넬을�적용하여�하자방지�및�시공성을�확보할�수�있었다.

[그림 31] 석재몰딩 및 EPS몰딩

[그림 36] AFP-5060 판넬 적용(길이 600㎜, 두께 50㎜, 높이 조정 가능)

[그림 32] 벽돌 시공 전경

[그림 35] 경량시멘트 판넬 종류별 모양 

[그림 33] 경량시멘트 판넬 시공 전경

[그림 34] 경량시멘트 판넬 규격

중량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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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세대 소화배관 재질 변경

�•�소화배관�백강관이�일반적으로�적용되나�리모델링�특성을�감

안하고�시공성�향상을�위해�C-PVC배관을�적용하여�배관시간

이�짧고�협소한�공간에서�작업이�가능하도록�반영하였다.

3-15. 오 · 배수 횡주관 재질 변경

�•�DH�Pipe�적용으로�부식에�의한�스케일�발생이�없고,�주철부속

보다�3배의�체결길이로�수축�및�팽창에�유리하며,�경량이므로�

시공성이�증대된다.

•절감액�:�14백만�원�절감

표 2 �VE제안�아이디어�선정

구

분
제안명 당초안

개선안

(VE제안)

절감액   

(백만원)

기대효과

품질 공기 원가

토

목

강변북로�흙막이�

공법�변경
CIP/Earth�Anchor

Sheet-pile/

Raker�및�Strut
-200 ○ ○

Earth�Anchor�

변경

제거식��Earth�

Anchor
Raker�및�Strut -88 ○ ○

기전실�및�저수조�

흙막이�변경
CIP Sheet-pile -68 ○ ○

정화조�위치�변경�

및�배관피트�삭제

정화조�배관피트�

구조물

위치�변경�및

삭제
-103 ○ ○

기전실�및�저수조�

터파기�레벨�변경
GL.(-)�8.7m

GL.(-)�6.1m,������

레벨�2.6m�상승
-172 ○ ○

기존�주차장�옹벽�

흙막이로�활용
H-pile�+�토류판 삭제 -16 ○

토

목

흙막이가시설�

대용으로�철거물�

콘크리트�활용

Raker�설치
철거물�콘트리트�

적치로�옹벽�지지
-20 ○

구

조

철거범위�변경
발코니�포함����

2.4m�철거

발코니�포함�

1.4m�철거
-110 ○ ○

신설파일�위치이동

으로�기존파일�

제거�생략

신설�기초파일과�

간섭�기존파일�제거

신설�파일�위치

이동�재배치
-128 ○ ○

중공슬래브�

변경

신설�슬래브�3개�층�

중공슬래브�반영

일반�슬래브

적용
-103 ○ ○

건

축

지하�1층�바닥�

트렌치�삭제

지하�1층�바닥�

트렌치�적용
삭제 -10 ○ ○

1층�바닥�무근�삭제 THK100�무근콘크리트 삭제 -20 ○ ○

발전기실�벽천정�

마감�변경

THK50�단열재�+

유공시멘트판�+����

T10�무기질계뿜칠

THK50�

글라스크로스
-2 ○ ○

옥상슬래브 평슬래브 경사슬래브 - ○ ○

곤돌라�사용 비계 곤돌라 -30 ○ ○ ○

경량시멘트�판넬 경량판넬 경량시멘트�판넬 - ○ ○

전

기

전기배관�재질�변경 HI-PVC
HI-PVC�또는�

난연성�CD전선관
-6 ○ ○

전열설비
외벽전기�Box�결로

방지용�설치

결로방지용�

Box�+�우레탄폼�

충진후�기구�설치

- ○

설

비

세대�소화배관����

재질�변경
백강관 C-PVC - ○

주차장�오배수관�

재질�변경
주철관 DH�Pipe -14 ○

주민공동시설�

화장실�PIT�변경
RC종�PIT�설치 오수배관 -10 ○

소계 -1,100 -

당�현장은�기존�구조물�철거기간을�포함하여�공사기간이�21개월로�

철거공사�기간만�4개월이�넘게�소요되어�공사기간이�매우�짧다.�대

지경계선이�강변북로와�접해�있고�좁은�대지면적으로�지하층�공사�

진행시�장비진입�및�작업동선을�확보하는데�애로사항이�많았다.

일반아파트에�비해�다양한�특수공법이�적용되었으며,�공기단축뿐

만�아니라�시공품질관리�및�안전관리�등의�현장관리에�중점을�두

었으며�준공시까지�지속적인�VE활동을�통하여�원가절감,�품질향상��

및�안전성�확보까지�많은�개선을�이루었다.

곤돌라를�이용한�외부�인조석�작업,�석재뿜칠,�경량시멘트�판넬을�

적용한�경량벽체�시공�등�리모델링�현장에서�볼�수�있는�다양한�공

법이�적용되었다.

국내�최초로�2개�층�수직증축이라는�상징성�있는�리모델링�프로젝트

였으며,�여의도를�바라보는�강변북로에�인접하여�위치함에�따라�지역

의�랜드마크로�자리매김하길�바라며,�밤섬�쌍용예가�클래식�준공을�

뜻깊게�생각한다.

4. 맺음말

[그림 37] C-PVC배관 적용 

[그림 38] DH Pipe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