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 사례 Ⅱ

종로구 도렴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 VE사례

글 남원욱 ＼ 종로구 도렴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 과장 ＼ 전화 02-734-9341 ＼ E-mail ssider@ssyenc.com

1. 머리말

3. 현장시공 VE

광화문 일대에 위치한 종로구 도렴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건

당 현장은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주변 상권(인접건물 지하 상

물명 :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 신축공사는 도렴동 일대의 도심

가 및 외부 각종 상가 등), 오피스텔 및 주요 정부기관 등이 위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하고 있어 토공사 시 부재수와 각종 Size 및 규모 축소 등을 통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2월 착공하였다. 현장위치는

해 민원을 축소하고,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으며,

경복궁과 청와대, 정부청사와 외교통상부, 세종문화회관 및 서울

VE 검토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지방경찰청 등의 주요 건물들이 인접한 서울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장 진동, 소음, 분진 등 많은 환경적인 제약이 컸던 현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당 현장에 적용된 주요 VE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시공
현장

2. 공사개요
표1

개요
공사명

종로구 도렴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위치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110-1번지 일대

공사기간

2010년 12월 ~ 2013년 7월(32개월)

발주처
설계 · 감리

뉴시티도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진아건축도시

공사규모

B7F/22F(건물높이 : 91.6m)

건축면적

1,380.67㎡

연면적

38,946.5243㎡

외장마감

[그림 1] 현장위치

Curtain Wall+돌출석재

서측도로 측

현장 측

[그림 2] 현장 주변 도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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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흙막이 공법 변경
H-700x700x60x60

1) 개요

Tremie Pipe(ø150)

토공사 시 인접건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기단축을 하기 위하
여 흙막이 공법인 C.I.P(Cast In Placed Pile)의 근입심도 및 Side
Pile의 천공간격을 조정한 사례이다.

계획 굴착고
500

2) 시공변경 및 원가절감 사항

3,500

① C.I.P : 연암층 2m 근입 ➞ 풍화암층 2m 근입

620

② Side Pile : @900/8,060m ➞ @1,350/5,500m

연암

200
1,000
Section A-A
H-700x700x60x60

③ 3.5억 원 원가절감

STUD(ø22)
105mm

J.S.P
ø600. C.T.C400
ø300. C.T.C200
ø200. C.T.C130

Tremie Pipe(ø150)

350
450

50

VAL

C.I.P
ø450. C.T.C450

STUD(ø22)
105mm

14@170=2,380

50

1,000

Concrete
fck=210㎏/㎠

@900

나선철근
Tie Bar or Spiral
Hoop Reinforcement
주철근
Cap Bean 주철근 Wale
Cap Bean 주철근
D25-6EA
D13@400
H-300x300x10x15 D16-6EA

H-Pile(C.T.C0.900)
H-300x300x10x15

(a) 당초 : BH-Beam(D1,000)
ㅁ-466x466x10

(a) 당초 : Side Pile @900
L.W
ø600. C.T.C450

VAL

C.I.P
ø450. C.T.C450

Tremie Pipe(ø150)

50

500

50

350
450

STUD(ø22)
105mm

@1,350

Concrete
fck=210㎏/㎠

5,000

연암

17@250=4,250

나선철근
Tie Bar or Spiral
Hoop Reinforcement
주철근
Cap Bean 주철근 Wale
Cap Bean 주철근
D25-6EA
D13@450
H-300x300x10x15 D16-6EA

H-Pile(C.T.C 1,350)
H-300x300x10x15

250
200

(b) 변경 : Side Pile @1,350

800
Section A-A

[그림 3] 흙막이 공법 변경사항

3-2. P.R.D(Perocussion Rotary Drill) 변경
1) 개요
P.R.D 철골기둥을 BH-Beam에서 Act Column으로 변경함으로써

ㅁ-466x466x10
STUD(ø22)
90mm

천공 Size가 축소되어 P.R.D 천공 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한 사례이다.

Tremie Pipe(ø150)
800

2) 시공변경 및 원가절감 사항
① BH-Beam(D1,000) ➞ Act Column(D800)
② 5.7억 원 원가절감

50

건설기술 쌍용

(b) 변경 : Act Column(D800)

[그림 4] P.R.D 공법 변경사항

3-3. 지상층 철골기둥 변경

3-4. Curtain Wall 변경

1) 개요

1) 개요

지상층 철골기둥에 대해 구조 재설계(층별로 적합한 하중 재계산)

외벽마감은 Curtain Wall 마감 위 돌출석재가 시공되게 되어있어,

를 통해 재질 및 규격을 축소변경함으로써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

외벽 시공 시 자가양중이 가능한 SWC(Safety Working Cage)를

효과를 얻은 사례이다.

설치하여 작업공간, 시공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공하였으며,
일부구간인 Steel Curtain Wall+돌출석재 구간 중 시공이 난해한

2) 시공변경 및 원가절감 사항

Type-C 구간에 대해 AL Curtain Wall+AL Sheet 마감으로 변경

① BH-Beam ➞ H-Beam

하여 전체 Curtain Wall 하중을 줄이고 원가를 절감한 사례이다.

② 철골 470tonf 절감 ➞ 7.7억 원 원가절감
2) 시공변경 및 원가절감 사항
① Steel Curtain Wall+돌출석재 ➞ Aluminium Curtain Wall+
Aluminium Sheet
② 4억 원 원가절감

Type-C

(a) 당초 : 지상층 철골기둥 스케줄표, BH-Beam

(a) 당초 : Steel Curtain Wall+돌출석재

(b) 변경 : AL Curtain Wall+AL Sheet

[그림 6] Curtain Wall 변경사항

4. 맺음말
당 현장의 VE사례를 통해 도심지 공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선
(b) 변경 : 지상층 철골기둥 스케줄표, H-Beam

[그림 5] 지상층 철골기둥 변경사항

파악하여 도심지 현장에 대한 여러가지 악조건을 극복하고 해결
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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