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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박물관 건립공사 현장에 적용된
주요 공법 소개
글 권형환 ＼ 한글박물관 건립공사 현장 과장 ＼ 전화 02-796-6021 ＼ E-mail kwonhh@ssyenc.com

을 구성하여 내역 적격심사를 통하여 본 사업을 수주하였다.

1. 머리말

당 현장은 서울의 랜드마크적 요소들이 인근에 위치한 상징적 장
현재 시공 중인 한글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소로, 도심 한복판에 형성되어 있는 녹지와 도시순환 요소들이 주

168-6외 5필지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내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변에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정신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전시시설로 2013년 8월 31일에 준공될 예정이다.

쾌적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본 사업은 한글의 우수성과 창제정신을 알리는 종합전시 교육의
장으로 한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며, 동시에 전시 및 관람과 더

표1

공사개요

불어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과 문화컨텐츠산업 진

건물명

한글박물관

행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의 계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외 5필지

사업이다. 수요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고, 발주처는 서울지방조

공사기간

2011년 5월 16일 ~ 2013년 8월 31일(28개월)

달청이며, 우리회사는 2011년 5월에 (주)현대엠코와 컨소시엄
숙정문(북대문)
창의문(북소문)
혜화문(동소문)
경복궁남산타워와 남산공원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

규모

지하 1층 ~ 지상 3층

건축면적

2,997.57㎡

연면적

11,321.75㎡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용도

광화문(광화문광장)
동대문(홍인지문)
경희궁 청계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청(시청광장)

(숭례문광장)
숭례문(남대문)
서울역(서울역광장)
남산타워

서울역

전쟁기념관
용산역
국립중앙박물관
→

노들섬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SITE

[그림 1] 한글박물관 건립공사 현장 위치도

[그림 2] 한글박물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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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공법
2-1. 강관파일의 로봇 절단
당 현장의 파일공사는 현 지반에서 파일을 항타하여 G.L(-)
6m~12.5m까지 시공토록 설계되었다.
상기 시공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근입된 파일이 터파기 시

⑤ 재활용

장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시공이 용이하지 않아 필연적인 공
기의 지연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절단 시 파일의 Loss가 상당부분
발생되어 원가적으로 공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되어, 절단토치를 탑재한 로봇을 이용하여 터파기 공사를 착수하
기 전에 소요깊이로 파일을 사전에 절단한 후 인발함으로써 장비
의 작업성을 향상시켜 공기를 단축시키고, 인발한 강관파일의 단

⑥ 터파기

부를 절단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원가절감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3] 시공순서

1) 시공순서

우선 건축대지에 강관파일을 소요의 깊이까지 근입한 후 절단토치

공법의 시공순서는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를 탑재한 로봇을 이용하여 사전에 강관파일을 절단한다. 절단한 파
일은 백호우를 이용하여 인발하고, 인발한 강관파일은 손상된 단부
를 절단한 후 용접을 실시하여 이후 강관파일 근입에 재사용한다.

2) 개선효과
아래의 <표 2> 및 <표 3>은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의 상세내역을 나타
낸 표이다.
① 파일근입

표2

원가절감 상세내역
기존방법

② 파일절단

▶파일자재(Loss)
•수량 : 323m
•단가 : 49,950원/m
•금액 : 16.2백만 원

9.7백만 원

▶파일절단
•수량 : 416개
•단가 : 19,600원
•금액 : 8.2백만 원

-4백만 원

14.7백만 원

5.7백만 원

기존방법

개선방법

절감 효과

▶공사기간 : 68일
•터파기 : 60일
•파일절단 : 8일

▶공사기간 : 54일
•터파기 : 50일
•파일절단 : 4일

20.4백만 원

표 3 공기단축 상세내역

68일

④ 단부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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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효과

▶파일자재(Loss)
•수량 : 129m
•단가 : 49,950원/m
•금액 : 6.5백만 원

▶파일절단
•수량 : 416개
•단가 : 10,000원
•금액 : 4.2백만 원

③ 파일인양

개선방법

54일

14일

14일

본 공법의 적용은 터파기 작업성을 향상시켜 공기를 단축시켰고, 인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당 현장에서는 CIP 철근망에 파티션을

발한 강관파일의 단부를 절단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원가절감을 가능

씌어 근입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샘플시공하였다.

하게 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선 인발 작업을 통하여 파일 절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관공사
인 당 현장에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2-2. 파티션을 이용한 CIP공법
CIP 시공방법은 천공기를 이용하여 근입깊이 만큼 천공한 후 철근
망을 조립하여 근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으로 가시설 벽

[그림 7] CIP 단면결손

체 형성 후 띠장 시공을 위한 엄지말뚝을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망
대신 근입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성되는 콘크리트 일체식 가
시설 벽체이다.

➜

[그림 4] 기존 CIP공법

[그림 8] 파티션을 이용한 CIP공법 개념도

1) 시공순서
파티션을 이용한 CIP공법의 시공순서는 [그림9]와 같다.
우선 철근망을 조립한 후 EMBED(1X0.1X4T) 및 스페이서(50mm)
[그림 5] 파티션을 이용한 CIP공법

를 설치하고 설치된 철근망에 0.5T PVC 파티션을 부착한다.
완성된 철근망을 삽입한 후 파티션 내부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이

하지만 오직 띠장시공을 위하여 엄지말뚝이 시공되므로 강재량이

때 파티션의 양쪽 옆은 개방하여 타설 시 일체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증가되며, 지하수위로 인한 굴착면의 붕괴(철근망 간섭, 외부 지
하수 유입)로 콘크리트 단면결손이 생겨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
고 있다.

① 철근망 및 0.5T PVC 조립 준비

② EMBED 및 스페이서 설치
[그림 6] 굴착면 공벽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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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VC 파티션 설치완료
[그림 11] 시공완료 전경

2) 개선효과
기존 엄지말뚝을 대신하여 EMBED PLATE를 시공함으로써 강재
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기존 CIP 콘크리트 타설 시 외부 지하수위로 인한 공벽의 붕괴 등
④ 철근망 삽입준비

공벽이 일정하지 않아 발생하였던 CIP 시공품질을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파티션으로 인하여 흙에 닿는 면의 피복을 8cm에서
4cm로 줄일 수 있어서 영구적인 구조 벽체로 활용이 가능하여 지
하 외벽의 두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쉽게
도 영구벽체로서의 활용은 당 현장 여건상 적용하지 못하였다.

⑤ 철근망 삽입완료

상기의 개선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CIP공법의 품질향상을 통해
당사 및 협력업체의 수준을 높이고, 본 개선공법의 전파 및 자료화
를 통해 기술력 축적 효과가 있었으며, 발주처에게 당사의 품질개
선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대관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2-3. 이격배치형 강재집수정
⑥ 콘크리트 타설

집수정 시공은 우선 터파기를 실시하고, 기초를 타설한 후 벽체를

[그림 9] 시공순서

형성하는 작업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집수정 크기에 따라서 과도한
굴착이 이루어지고, 이는 가시설 공사로 인한 원가상승의 요인이

파티션을 철근망에 부착한 후 근입함으로써 콘크리트 타설 시 압

되며, 원활한 안전관리가 힘들어진다. 또한 기초 시공 후 벽체를

력으로 인하여 파티션이 벌어지면서 콘크리트 일체식 벽체가 형

타설을 해야 하는 공정이 추가되어 공기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분

성되고, 흙에 접하는 면이 파티션으로 인하여 차단되어 영구적인

리 타설로 인하여 많은 누수의 요인이 되며, 품질관리에 있어 매우

구조벽체로의 역할도 가능하다.

불리하다.

[그림 10] EMBED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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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재래식 집수정 전경

이에 금속재 기성집수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금속재 기성

집수정 벽체는 절곡형 철판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측압을 지지하

집수정은 바닥 및 벽체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바닥의 강성확

며, 측면 거푸집 대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평철판을 이용하여 기

보와 금속벽체와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극복하기 위하여 Rib 설

초 상 · 하부 철근의 정착을 위하여 전단키를 설치하여 부압으로

치 또는 이중 바닥판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금

인한 전단응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속 집수정의 제작비(제작비 구성 : 벽체 45% + 바닥 55%) 및 제

상판은 평철판이나 그레이팅을 이용하여 집수정으로 발생되는 개

작기간을 상승시키고, 제품의 자체중량을 상승시켜 현장 설치 시

구부를 막아주고 무근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마감 상부하중을 지탱

핸들링과 제품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하기 위한 구조이다.

본 집수정은 바닥판을 제거함으로써 제작단가 및 자체중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공기단축 및 품질관리에 있어서 큰 효과를 기

1) 시공순서

대할 수 있었다.

현장 설치를 위한 전 과정은 [그림 16]과 같다.

[그림 13] 이격배치형 강재집수정 개념도

① 집수정구간 터파기

② 레벨 확인 및 집수정 설치

[그림 14] 이격배치형 강재집수정 하부

③ 설치완료 전경

[그림 15] 이격배치형 강재집수정 전경

강재집수정 하부는 현장 타설용 철근콘크리트 바닥판 구조로 부압

④ 기초콘크리트 타설

에 의한 응력지지 구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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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전문교육을 5개월 동안 총 4명의 직원들이 이수하였다.

⑤ 기초콘크리트 타설완료 전경

[그림 17] BIM교육 수료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외주 용역비 부담없이 직원들이 직접 3D
모델링을 실시하여 도면검토, 설계변경 및 하도급 정산을 진행 중
⑥ 기초철근 배근

에 있으며, 해외공사 수행을 대비하여 BIM기반의 영어회의 진행

[그림 16] 시공순서

을 목표로 영어교육도 이수하였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
여 당 현장뿐만 아니라 추후 해외공사 진행 시 유사 업무를 완벽
히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수준을 높이고 있다.

2) 개선효과
아래의 <표 4>에는 이격배치형 강재집수정 적용을 통한 원가절감
상세내역을 나타내었다.
기존 금속재 집수정의 구성인 벽 + 바닥 구조 중, 제작단가 및 제품
중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금속재 바닥부분을 제거하고 철근
을 배근하였고, 벽체부분도 흔히 구할 수 있는 Ferro-Deck철판으로
제작이 가능케 하여, 제품의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었다.
그 동안 제품의 원가때문에 건축공사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선택
하지 못했던 부담을 제거하여 향후 건설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8] BIM기반 3D 모델

표 4 원가절감 상세내역

(단위 : 천원)

3. 맺음말

구분

재래식 집수정

기성제 집수정

이격배치형 강재집수정*

토공사

255

-

-

철근

880

-

-

한글박물관 건립공사 현장은 안전, 품질 및 원가 관리는 물론 직원

형틀

132

-

-

모두가 글로벌화 된 새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하여 업무시

콘크리트

455

-

-

간 이후에도 자기개발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Something

자재비

-

1,200

600

New! Something Different!”라는 현장구호를 마음 속에 새기고 오

합계

1,722

1,200(30% 절감)

600(65% 절감)

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註) * : 본 집수정은 원가절감을 위하여 당 현장에서 개발하여 특허출원이 완료되었으며, 당 현장에
최초로 시공되었다(출원번호:10-2011-0098038).

2-4.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BIM 수행능력 개발
당 현장은 전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실천목표 및 Target
Date를 작성하여 자기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BIM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비지원 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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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현장구호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