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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리말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공사 현장은 미군 공

여지 민간주도 최초 개발사업으로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와 

경기 북부 최대규모(1,234병상)의 의료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당 현장은 크게 의과대학 캠퍼스와 부속병원으로 구분되며, 전체 

공사기간은 46개월로 계획하고 있다. 의과대학 캠퍼스는 대학동

(지하 1층~지상 8층), 기숙사(지하 1층~지상 8층), 관사(지상 6층), 

운동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병원은 병원동(지하 5층~지상

15층), 부대시설, 장례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개요는 <표 1>

과 같다.

<표 1> 공사개요                                                                                                                                    

공사명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공사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39-38번지 일원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 에세이욘 부지)

대지면적 124,399㎡ (37,630평)

연면적 210,676㎡ (63,729평)

건물규모 지하5층 / 지상15층

최고높이 78.20m

주차대수 1,631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장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칼라로이복층유리

공사기간 2017.01.10 ~ 2020.10.31 (46개월)

발주처 학교법인 을지학원

CM단 ㈜ ITM 코퍼레이션

설계사

건축 : ㈜ 해안건축 / ㈜ 정림건축       구조 : 마이다스 아이티

설비 : CNI엔지니어링                          전기 : ㈜ 나라 기술단

토목 : ㈜ 한국GEO 컨설턴트              소방 : ㈜ 한백

[그림 1] 조감도                                                                                                   

[그림 2] 건물 배치도                                                                                        

현재 외과대학 캠퍼스는 외장공사가 진행중이며, 부속병원은 지

상 8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율은 약 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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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공정계획, 공사 수행방안, 주요공사 관리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3] 현장 전경                                                                                                                                    

2017년 2월 2019년 23월

  2. 공정계획                                                                                       

대상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은 46개월로 계획하고 있다. 공구는 

크게 캠퍼스와 부속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토공사는 10개월, 

골조공사는 20개월, 마감공사는 17개월, 시운전 4개월, 모의진료 

5개월로 계획하여 2021년 3월 개원 및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현장은 병원공사의 특성상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을 고려하여, 초기 공사를 단축하여 마감 공사 기간을 최대한 확

보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림 4] 예정 공정표                                                                                        

[그림 5] 주요 시공단계 시뮬레이션

  3. 공사 수행방안                                                                                              

대형병원 현장의 경우 병원 운영정책 변경, 의료 실무자 의견 미

반영, 의료장비 운영계획 변경, 공사 관계자의 경험부족 등 다양

한 이유로 잦은 설계 변경과 재시공이 발생하고, 공기지연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당 현장에서는 재시공 및 공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실

무진과의 코디네이션, 의료장비 코디네이션, BIM을 활용한 설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3.1 의료 실무진 & 의료 장비 코디네이션

설계단계에서 미반영된 의료 실무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골조공사 전, 마감벽체 설치 전 2차례 이상 의료 실무진과 코디네

이션을 실시한다.

또한 의료장비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의료장비의 빠른 변화 및 

사양의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의료장비 업체와의 적극적인 코디

네이션을 통해 설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6] 의료 실무진 코디네이션            

3.2 BIM을 활용한 설계관리

현장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응하고, 시공도면 작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BIM을 도입하였다. BIM 모델을 활용하여 주요공

간의 설계관리 및 설계변경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3차원 

모델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복잡한 공간의 공종별 코디네이션을 통해 간섭사항을 사전에 제

거하고, Shop drawing 작성 활용으로 도면 작성 시간과 인력을 감

소시키며, 3D 이미지를 활용한 도면 작성을 통해 참여자간의 의

사소통 및 이해도를 향상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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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요공간 설계관리                                                                                                            

5인실 병동 (5~10층) 수술실 (3층) 아뜨리움 (5층)

병동부 기계, 전기, 의료장비

설치관련 공간 코디네이션

수술실 의료 장비 및 설비시설

공간 코디네이션

아뜨리움 철골 구조물과 설비시

설 간섭체크

대강당 천장 (2~3층) 기계실 (지하5층) 전기실(지하5층)

대강당 천장 공조덕트, 캣워크,

조명, 음향시설 등의 간섭체크

구조체와 각종 배관(공조덕트, 소

화, 위생)의 간섭 체크
구조체와 트레인 간섭 체크

[그림 8] 3D를 활용한 도면                                                                                                            

또한 3차원 기반 세부 모델링을 통한 시공성 사전 예측, 최적의 

시공방법 선정을 통한 품질관리, 발주처 – 설계사 – 시공사 - 협력

업체와의 효율적인 의사 소통, VE 발굴 및 제안 등에 활용, 클라우

드 서비스와 스마트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BIM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당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BIM을 활용하기 위해 BIM 용업

업체를 통해 BIM 모델을 작성하고 현장 설계팀에서 직접 BIM 운

영 및 관리를 하고 있다. 

  4. 주요공사 관리                                                                         

4.1 시공관리 포인트

당 현장의 부속병원은 크게 외래진료부(내과계, 외과계, 기타응급

센터, 건강진단센터), 중앙진료부(임상검사부, 병리과, 방사선부, 

수술실, 분만부, 신생아실, 재활치료부, 신경생리검사부), 중앙공

급부(중앙공급부, 세탁부, 중앙창고, 약제부, 급식부), 관리부(행정

실, 시설관리부, 의공실), 병동부(안정, 산부인과, 암, 뇌신경, 외과, 

내과, 일반), 교육연구부(교수실, 대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부대

시설(편의시설, 장례식장, 주차장)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공간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단계의 관리 포인트도 매우 다양하다. 주요 공간의 공

종별 시공관리 포인트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시공관리 포인트                                                                                                            

▹검진센터

- 건축 : 의료장비 본점

- 전기 : UPS 전원콘센트 사용

- 기계 : 위생기구 위치 검토

▹수술부 / 중환자실

- 건축 : 시공 Joint 최소화 / 바닥 평활도

- 전기 : 판넬간 간선 개별분리

- 기계 : HEPA Filter Unit 설치

▹영상의학부

- 건축 : 구조보강 사전시공

- 전기 : 취부 간섭사항 사전검토

- 기계 : 크린 Zone FAM Fillter Unit 설치

▹핵의학부

- 건축 : 바닥 대전방지용 자재

- 전기 : Emergency Stop Switch 위치

- 기계 : 의료장비 냉수공급 대책 수립

▹약재부

- 건축 : Grab Bar 고정용 벽체보강

- 전기 : 응급처치실 조도확보 및 전원공급

- 기계 : 항온항습기 설치

4.2 수술실

수술실 공사는 수술을 위한 모든 Supporting System 시공으로, 감

염방지를 위한 조치 및 응급대응수단을 갖춘 2중 System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골조공사는 수술실 상부 슬래브 시공 시 장비 설치

를 고려하여 정확한 위치에 보강용 Steel Plate 등을 사전 매립설치

하고, 마감공사는 소독, 청소를 위해 비흡수재 마감재 및 정전기 방

지용 바닥재를 시공한다. 또한 청정도 확보를 위한 방진복 관리 및 

가설 방진룸 관리 등 환경관리도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된다.

[그림 10] 수술실 시공관리                                                                                                            

의료설비 중량을 고려한 골조공사 의료설비 간섭을 고려한 마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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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LINAC(선형가속기 치료실) 차폐공사 

LINAC(선형가속기 치료실)은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투사하여 암

을 치료하는 공간으로써, 차폐용 출입문 설치(자동 및 반자동 기

능, 긴급시 장비가동 정지장치, 설치) 및 관통 덕트에 대한 차폐공

사가 진행된다. 두께 1,500mm를 고려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매

스콘크리트 타설하중을 고려한 Jack Support 설치계획 수립, 차

폐용 철판의 양중계획, 방사선치료장비의 반입 등은 LINAC실 차

폐공사의 주요 관리 포인트이다. 

[그림 11] LINAC실 시공 시뮬레이션                                                                                

지하 2층 STEP 01 > 1차 골조완료/바닥철판설치

STEP 02 > 내부벽공사 및 1차 상부 슬래브 STEP 03 > 중간벽 철판설치

STEP 04 > 1차 슬래브 완료 STEP 05 > 슬래브 철판설치/상부 슬래브 사용 

[그림 12] 차폐공사                                                                                             

벽체방사선 차폐 철판시공 방사선 차폐도어 설치

4.4 의료장비 설치

의료장비 설치시기를 고려한 사전 발주로 공사지연 방지, 별도

의 의료장비 하역 및 보관장소 설치, 설치시기 지연 시 안전한 의

료장비 보관, 장비반입동선의 슬래브 보강후 의료장비 반입 시행, 

의료장비 반입 완료 후 반입동선 구간 마감공사 수행이 주요 관

리 포인트이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의료장비 반입 Process                                                                                    

각 실별 선행공정 완료

각 실별

선행공정 완료

장비 발주

발주 후 4~7주

(2개월)예상

생산완료일 검수

준공 2개월 전

생산완료일 계획

장비 현장 반입

반입 시 장비

반입계획 수립

하드웨어 설치

설치 후

전문가 교정

교정

장비 설치시

간섭사항검토

장비 반입동선

하루구조보강

somatom Definiton flash

Magnetom Skyra 3.0T

Magnetom Avanto(SQ-Engine)

4.5 Drone 활용 공사관리

당 현장은 효율적인 현장관리 및 공사관리를 위하여 Drone을 활

용하고 있다. 정기적인 Drone에서 촬영된 사진을 3D 데이터로 변

환하여 공사계획 및 장비 운영계획 등 공정관리 부분에 활용하고, 

토공사 부분에 대한 물량산출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Drone에서 

촬영된 영상을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및 상태를 확인 하는 안전

관리 부분에 활용하고 있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Drone 활용 공사관리                                                                                                                                

물량산출관리 안전관리

  5. 맺음말                                                                                                              

당 현장은 당사가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건축현장으로

서 공정, 원가, 품질, 안전관리 등 모든 공사관리에서 모범적인 사

례로 선도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병원공사의 기술데이터와 시

공노하우를 축적하여 당사의 시공역량을 진일보시키는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