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병원 일산 라이프 센터 신축공사 현장탐방

1. 머리말

차병원 일산 글로벌 라이프 센터 신축공사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

한 지하 8층, 지상 13층의 건물로 2016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그림 

1]과 같이 토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9년 2월 준공 예정이다. 본 사업

은 판매시설과 의료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최

상의 의료시설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과 마두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대형 쇼핑몰 및 의정부 지

방 검찰청, 법원 등의 관공서 건물들에 인접하고 있다. 공사 착수 전

에 본 건물이 도심지 속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인접 건물과의 근접

시공, 지하 8층의 대심도 굴착 및 민원 발생 예상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대책공법과 시공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당 현장에서 적용한 주요 공법 중 대표적인 사례

들을 소개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1-1. 공사개요

공사명 일산 글로벌 라이프 센터 신축공사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9

공사기간 2016. 10. 17 ~ 2019. 2. 16(28개월)

규모 지하 8층 ~ 지상 12층

연면적 73,007m2(22,085평)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용도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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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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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그림 1] 현장 전경(2017년2월) [그림 2] 현장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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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풀 탑다운(Full top down) 공법

당 현장은 시공 진행 방향에 따른 여러 탑다운 공법 중에 1층 수평

부재를 선 시공하고, 지상과 지하구조물을 동시에 시공하도록 하는 

풀 탑다운(Full top down)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지하 8층 기초 구조

물 시공이 완료될 때 지상 13층 골조도 완료되는 조건으로 계획하

였다. 

 

풀 탑다운 공법이 적용됨으로써 탑다운 시공 시에 작용하는 상•하

층 자중 및 시공하중에 대해서 역타기둥 및 가설 기초(PRD 및 SRC

기둥)가 견디도록 계획하였다. 일반적으로 구경 Ø800~1200의 대

구경 PRD 기둥으로 계획하였으며, 총 69공으로 계획되었다.

 

2-2. CWS(Continuous Wall System) 공법 

CWS공법은 CIP, SCW, Slurry wall 등에 적용 가능한 공법으로 지하

외벽의 일체타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타설부 간 조인트에서 발

생하는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철골 부재 및 데크설치의 단일공정

으로 공기 절감이 가능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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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공법 및 아이템 적용 사례

[그림 3] 탑다운 공법 진행도

[그림 5] 선기둥 기초 

[그림 6] 지하층 슬래브 구간 철골 띠장 개념도 

[그림 4] 풀 탑다운 시공 순서

① 지하외벽 시공

③ 1층 바닥판 설치

② 기초 및 철골기둥설치 

④ 터파기 및 지상ㆍ지하 골조 공사

PRD



90 건설기술/쌍용

 

2) 탑다운용 지하 1층 수직부재 선타설 계획

일반적으로 탑다운 시공진행 때 1층 바닥 하부층의 수직재를 선타

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ㆍ하부를 동시 시공하게 된다. 이럴 

경우의 시공방법으로는 띄움시공하여 시공부를 브라켓 타설하는 

공법과 슬리브 타설하는 두 가지 타입의 공법이 있다. 띄움시공 타

입으로 시공할 경우 콘크리트 연결 부위의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당 현장은 기둥 및 벽체 콘크리트를 일체타설

하기 위한 슬리브 타입으로 시공함으로써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3. 에코거더 시스템(Eco girder system)  

당초 일반 H형강으로 설계 되어있던 철골조 구조물을 철골보 단부

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단면 성능을 키우는 합성보(에코거더 시스

템)로 변경함으로써 철골보 사이즈를 최적화 시켰고, 동시에 층고를 

절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CWS 공법의 주요 요소와 시공 순서는 [그림 8] 및 <표 1>과 같다.

 

표 1  CWS 시공 순서

Part 1 가설 흙막이 벽체

Part 2 매립형 철골 띠장

Part 3 철골보(또는 합성보) + 슬래브

Part 4 철골기둥과 철골보의 접합

Part 5 현장타설 말뚝 및 선시공 기둥

Part 6 연속 순타타설 지하외벽

1) 코어부 가설기둥 시공계획

일반적으로 코어부 탑다운 공법을 시공할 때 가설 기둥을 코어벽체 

안에 일부 매립 시공한 후, 추후에 매립되지 않은 남은 부위의 가설

기둥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해체작업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작업 시

간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당 현장은 이런 공정을 최소

화하여 시공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가설기둥을 이격 시공으로 계획

하였다.

[그림 7] 매립형 철골 띠장 설치과정

⑤ 철골 좌대 설치

⑦ 내부 수평보 설치

⑥ 철골 띠장 설치

⑧ 뒷채움재 설치

[그림 10] 후 시공부 슬리브 타설 

기둥 콘크리트 타설구 벽체 콘크리트 타설구

[그림 9] 코어부 가설기둥 이격 시공 개념도

▼ 1F

▼ B1F

기둥 수평절단 철거

▼ B2F

▼ B3F

[그림 8] CWS 구성요소 

축력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슬래브

축력 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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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F Beam을 적용한 흙막이 벽체

본 현장은 주변의 상업 시설 및 관공서 건물이 존재하는 도심지 구

간에 위치하였고, 인접구조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기 단

축이 가능한 시공이 요구되었다. 그로 인해 강재량 및 암천공량을 

줄이기 위한 아이템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일반 H형강의 

엄지말뚝 플랜지 측에 철판을 보강하여 단면성능을 향상시킨 RF 

Beam을 적용하게 되었다. RF Beam을 적용함으로써 엄지말뚝 중

심간 거리(C.T.C)를 1,500에서 2,000으로 증가시켰고, 공기단축 및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2-5.  영구배수 시스템 

1) 지하벽체용 배수판

지하 흙막이에 드레인 보드(벽 배수 시스템)를 설치하고 그것을 기

존 바닥 영구 배수 시스템과의 연결로써 이에 따른 수압과 합벽 두

께의 감소를 통해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을 하고자 계획하였다.

 

지하벽체용 배수판을 설치함으로써 당초 계획안인 지하주차장 내

부 벽체 마감(콘크리트 보강블록 치장 쌓기 + 내부용 합성수지 에

멀전페인트)을 간소화하여 공사비 절감 및 지하벽체의 누수 및 결

로에 대한 하자보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2) 지하바닥구조용 배수판

지하 바닥에 배수판 기를 설치함으로써 침투성 방수를 생략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원가 절감 및 공정 간소화로 인해 시공성을 향상

하였다.

 

2016년 착공 이래 공사 진행 시 도심지 공사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기 단축 및 공사 절감을 위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변

경 적용하며 공사를 수행해가고 있다. 그 결과, 탑다운 공법 및 구조 

시스템 변경으로 경제성 및 시공성을 확보하였으며, 공기단축이 예

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유사 공사 수행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당 

현장의 착공 이후 발생한 공법 변경 사항 및 공기단축 방안 등에 대

해서 기술하였다. 앞으로 준공 시까지 당사 관련 부서 및 임직원들

과 협업하여 최적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방안

을 모색하여 적용할 것이며, 무재해 현장을 위한 안전 및 현장 관리

를 철저히 수행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료복합시설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림 11] 에코거더 개념도 

[그림 12] RF Beam 개념도 

[그림 13] 벽배수 시스템 적용 개념도 

지하수위(평상시)

벽배수SYSTEM 적용시

3. 맺음말

[그림 14] 지하바닥구조용 배수판 개념

콘크리트 면손보기 / 기둥, 벽체

내부용 합성수지에멀전 페인트

콘크리트 면손보기

걸레받이용 페인트(H: 100)

THK5 스톤코트

무근 콘크리트 쇠흙손 마감 (섬유보강재)

H: 45 배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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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부위 플랜지 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