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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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션의메카라불리우는강남구압구정동에서실시된LOUIS VUITTON Renovation 공사는연면적476평의작

2. Renovation의 개념

은규모이나공사금액 82억5천만원으로, 평당공사비1,730
만원의고급공사이다. 프랑스의세계적인패션업체

인LOUIS VUITTON이국내진출의발판을마련하기위해수행하는공사인만큼, 화려한외장과최고급인테리어를겸
비한Renovation 공사로써, 우리의기술력과자부심을높일수있기에최적의공사였다.
그러나, 현장주변에최고급상권이형성되어있어민원의소지가높았고공사발주시Opening 행사날짜를미리정하

장기간에걸쳐사용한건물에대해, 기본골조는유지한채건물의외관이나내부를주위환
경이나투자가치, 활용성등을감안하여새롭게 디자인하여새건물처럼바꾸는행위를말하
며, 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고시작한공사였으므로, 초기부터공기가빠듯하였기때문에첫날부터바로돌관공사로이어졌다. 그러나, 일부확정되지

1) 건물의겉모습만바꾸는외장변경작업

않은도면과외산자재의조달, 그리고외국인감독과의조율등으로인해공기준수의어려움이예상되었다.

2) 외장과내부마감재나구조등을함께변경하는작업

이러한우려에도불구하고, Micro pile 공사는예정공정보다3일정도앞당기는성과를거둘수있었으며, 민원또한
예상대로많이발생하였으나직원들의발빠른대응과주변과의돈독한(?) 유대관계로별다른문제없이극복할수있었다.

3) 내·외부변경과함께증·개축하여건물자체의모습이나기능을변경하는작업

이와같이 기존 건물에 대해 Renovati을
on실시하는 경우는 건물이노후되었거나, 용도가

문제는형틀공사에서발생하였다. 견적시 70일로예정된공기를 50일로변경하고골조업체를독려하며강행하였으나,

변경된 경우, 또는 Life cycle에 따라 건물의 기능적인 역할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및

때아닌장마비의영향으로지상1층(Ground floor)를타설하는데예정보다다소늦어졌다. 특히, 외장마감공사의경우,

이들이복합적으로필요한경우에실시한다. 또한, 그시기는주위환경의변화에대응해야할

발주처직발주업체인 NSC로계약되어모든자재(Canopy/Beam
를해외에서제작하고현장에서는설치만하도록되어
)

필요성이 있는시기에실시하는것이 적절하며, Renovation을 통하여 건물의 수명을충분히

있었는데, 공사감독이mm 단위까지맞추라는까다로운요구를하였고, 이에대응하는데예기치않은공기의손실이발

연장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물의 상태,

생하였다. 결과적으로50일로단축한공기가다시 10일정도지연되어, 60일만에공사를마칠수있었다.

주위환경 및 투자가치 그리고 활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후,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현 실정

인테리어와외장공사에서도발주처에서지정한외산자재를적기에공급해주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였다. 프랑스현

에맞는개·보수방법과자재등을선정해야한다는점이다.

지로부터의Limestone 수급이제때이루어지지못하는바람에, 소장이하전직원들이밤늦게까지면밀히확인·점검하
고대상업체를독려하는등, 어려움을겪기도하였다. 또한, 전면하부Canopy 공사는준공하루전까지Caulking 및청
소작업이 지연되어, External Stone 작업은 준공 당일 새벽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후면에 설치되는 Door는

3. Anchor-pile 공법

Opening 행사가진행되는당일새벽까지도작업자가남아마무리작업을 하는 등, 마지막까지숨막히는 긴장감속에서
공사를진행해야만했다.
돌이켜생각하면, 지금도당시의긴박감이온몸을감싸는듯하지만, 여기서잠시지난5개월동안을되돌아보며, 본공
사의내용과 Renovatio의개념,
n
그리고본공사에서새롭게선보인Anchor-pile 공법에관해간략하게소개하고자한다.

본공사는도심지공사임을감안하여, 소음과진동 등의환경적인요인과 장비의진입성을
고려하고 인접구조물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초공법으로
Anchor-pile 공법을선정하였다.

■공법의개요
Anchor-pi자재운반
le

Anchor-pile 공법은 높은 하중
(30～150ton본)을
/
지반에 전달

설계Factor 확정

Thread bar 및부속자재검수

하면서 천공직경을 최소화한 Pile
천공작업

로, 대형장비의 진입이 어렵고 작

천공보고서
- 소요길이에맞추어천공작업

업공간이 협소하거나 제한된 지
역에서도 쉽게 설치 할 수 있다.

- 소요길이에맞추어Steel bar 길이조절

[그림1] Anchor-pile 공법의개념

- Centralizer 조립및설치
Anchor-pile 조립및설치

또한, 지반(암반)의 마찰력을 최

- Coupler 연결
- Anchor-pile 삽입및설치

대한활용하는공법이므로압축력과인장력을동시에허용할수있는것이가장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축구조물은 물론, 기존 건물의지하실에서도 Pile
의 연결에 의한 설치

그리우팅보고서

가용이하므로, 보강을필요로하는당현장의구조물기초보강공법으로가장적합한것으로

그리우팅작업

- 점성도시험
- 압축강도시험

판단되었다.
Anchor-pile 공법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당 현장에서는 기존 구조물의

- Steel plate와Lock nut 조립
보강철근배치및두부정리

증·개축시기초보강용으로사용하였으며, 개념도는[그림1]과같다.

- 보강철근제작및설치

기초콘크리트타설

■공법의특징

Anchor-pile 공법의특징을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①소형천공장비의사용으로소음및진동이매우적다.
②작은천공직경으로시공이가능하므로, 작업조건에서도크게구애를받지않고시공이가능하다.
③높은강도의Steel bar를주자재로사용하므로전단변형과지진하중에요구되는고강도의높은유연성을지니고있다.
④연속적인나선형의Steel bar를사용하므로, 시멘트그라우트와지반의주변마찰력을극대화할수있다.
⑤압축력과인장력, 또는두가지하중이동시에작용하는경우, 그라우트체와지반의주변마찰력에의해높은지지력
을확보할수있다.
⑥Steel bar가전체길이에걸쳐나선형으로되어있으므로정착부에서의Lock nut 및 Couple를사용하여,
r
어떠한

■안정성

Anchor-p은
ile기성공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면적이 작으므로, 좌굴에 대한 안정성 여부
가최대의관건이된다.
또한, 대상지반의 특성과 관계가 깊은데, 일반적으로 연약한 지층이라 할지라도 지반의
비배수 전단강도가 0.01MPa약
( 1.45psi) 이상이면 Pile 기초가 좌굴에 안정하다고 하나,
그안정성에대한검토는그라우팅단면과Thread bar와의합성단면에의해계산되어질수
있다.

길이로도연장이가능하므로기존구조물의증·개축시또는지하실등협소한공간에서도설치가가능하다.
⑦설계시요구되는하중조건에따라용이하게Thread bar 및천공경의단면결정및제작이가능하다.
⑧ 2~3 개의 Steel bar를 조합·시공하여 작은 천공직경으로 지반에 높은 축하중을 전달할 수 있다(적용하중 : 약
30~150ton).

소

장(황인강 차장) 이하 전 직원의 5개월에 걸쳐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발주처를 만족시키는
Landmar를탄생시킬수있었다.
k
물론, 그칭찬의이면에는자재수급일정, 장비사용계획과관련된하도자및

발주처와의Coordinatio에참여했던모두의노력이빚어낸땀이있었기에가능했던것이라생각한다.
n

■시공순서

5개월간휴일도없이흘렸던땀과노력은이제추억이되었지만, 준공후많은사람들이매장을찾아와보고,“역시쌍용

Anchor-p의
ile시공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

이구나”
라고하는말을들을때에는새삼스레자부심을느끼게된다. 이렇게지면을통해서나마, 본공사의순조로운진행

및각종설계도서와현장의상황을고려하여공사의순서, 시공방법, 공사계획및사용장비의

을위해땀흘린발주처, 감리, 소장이하현장직원, 그리고공사를위해지원을아끼지않은본사관련부서의협조에감사

특성을상세하게작성하여야한다.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