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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침산동 쌍용예가 신축공사 현장에
적용된 주요 공법 소개
글 이석구 ＼ 대구 침산동 쌍용예가 신축공사 현장 차장 ＼ 전화 053-341-9014 ＼ E-mail doolgu@ssyenc.com

1. 개요

2. 공사개요
본 프로젝트의 공사개요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1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위치

침산2차 ‘쌍용예가’ 아파트 신축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521번지 일원

발주처

한빛씨앤디

설계사

동우 E&C

공사기간

2011년 10월 1일 ~ 2013년 9월 30일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14~18층(아파트 8개 동)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28,667㎡

건축면적

18,453㎡

대구 침산동 쌍용예가 신축공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521번지

연면적

90,888㎡

일원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14~18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2011

세대수

657세대

[그림 1] 조감도

년 10월 1일에 착공하여 2013년 9월 30일에 준공되었다.
본 사업은 2008년 사업승인을 얻어 여러 번의 사업시행 변경 및 주

3. 지하주차장 PC복합화 공법

변 사업체와의 민원 등 우여곡절 끝에 2011년 10월 마침내 착공했
다. 공사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사기간을 맞추는데 수많은

침산동 현장은 지하주차장을 기존의 RC공법과 부재를 미리 생산해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침산동 현장은 대구 북구지역에서는 최

조립하는 PC공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PC복합화 공법을 적용하였다.

초로 지상에 차가 없는 데크형으로 설계, 데크 상부에 테마공원을

PC와 RC부재의 접합부에는 Topping Con’c를 타설하여 구조물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천대로, 신천동로가 인접해 대구 전

일체화하였다. 공사부지가 협소하였던 현장 여건상 부재를 미리 생

역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북대구 IC를 통한 광역 접근성이 좋다는

산하여 바로 조립이 가능하고, 가설자재의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

특징이 있다.

는 PC공법을 적용하여 현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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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28일 재령 거푸집 탈형으로 인한 소음을 없앨 수 있
어, 소음 발생에 대한 민원으로부터 유리한 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PC공법의 장점이라 볼 수 있다.

2) 시공순서
PC공법의 시공순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 2] 당초 RC공법

[그림 4] 먹 메김 및 앵커 시공

[그림 3] 변경 PC공법

1) 특징
① 대부분의 주자재와 일부 부자재가 공장에서 생산 및 반입되기
때문에 현장 내 운송체계가 단순화되었다.
② 주차장 조기시공 완료로 작업장 확보 및 공간 활용이 가능하
였다.
③ 크레인 등의 장비만으로 구조체 공사가 가능하여 인력수급에 대

[그림 5] PC기둥 조립

한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④ PC부재 생산과정에서 면 처리가 완료된 후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별도의 견출 및 미장 작업이 불필요하다.
우선 PC공법의 적용으로 얻는 가장 큰 장점은 부재의 공장 생산으
로 인한 현장 투입 자재의 최소화로 볼 수 있다. 특히 침산동과 같
이 현장부지가 협소한 현장에서는 그 장점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대구지역은 골조공사 작업인력을 수급하기가 매우 어려
워 타 업체 건설현장에서도 인력수급에 난항을 겪었는데, 주차장을
PC공법으로 진행하면서 인력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어 공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RC공법 적용 시

[그림 6] PC보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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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반입 일정인데, 공간이 협소한 현장일수록 타 공정(특히 골조)과
의 간섭 및 부재 반입 순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마지막 주차장 부재
조립 후 차량 동선 흐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3) 주요 PC접합부 검토
PC공법을 적용하면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부재 접
합부라 할 수 있다. 기성제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접합부의 충분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강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Half Slab 조립

① PC기둥 + PC보
PC보와 PC보 사이로 보강근(HD22-현장 배근)을 각 방향으로 2근
씩 보강 후 Topping Con’c 타설

HALF SLAB

P.C GIRDER

P.C GIRDER

[그림 8] Topping 배근

P.C GIRDER

2-HD22(현장배근)

2-HD22(현장배근)
HALF SLAB

P.C GIRDER

[그림 10] PC기둥 + PC보 평면 상세도

TOPPING CON’C
HALF SLAB

P.C COLUMN

[그림 9] Topping Con’c 타설

각 부재 간의 걸침턱은 30mm를 확보하며 2층 슬래브까지 동시에

2-HD22(현장배근)

시공하는 경우 기둥 하부 앵글을 설치하여 최소 50m 이상의 걸침
턱을 확보하여 시공을 해야 한다. Half Slab 접합부는 우레아폼으로

P.C GIRDER

P.C COLUMN

충진하여 Topping Con’c 타설 시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Topping 배근 시에는 부재 접합부에 보강 배근을 하여

P.C GIRDER

매입철근

매입철근

접합부 응력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PC공법 시공 시 주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부재의 공장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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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C기둥 + PC보 단면 상세도

② PC슬래브 + PC슬래브, PC보 + PC슬래브
각 부재의 접합부에 400mm의 이음철근을 @200~400의 간격으

TOPPING CON’C

보 상부 주근

로 배근하여 접합부 보강

TOPPING CON’C

HALF SLAB

슬래브 상단근 배근

P.C GIRDER

KAISER근

R.C GIRDER

ROOF F

400

400
HALF SLAB 연결 보강철근

HALF SLAB

[그림 12] PC슬래브 + PC슬래브 단면 상세도

[그림 15] PC보 + RC보 단면 상세도

PC공법 적용 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PC보 + RC보 접
TOPPING CON’C
슬래브 상단근 연속배근
KAISER근

ROOF F

합부인데, RC보 후크철근을 PC기둥부에 정착 시 PC부재와의 간섭
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공 전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
다. PC 선(先)시공 후 RC 후(後)시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공
간섭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HALF SLAB

400

L
P.C GIRDER

400
JOINT BAR

HALF SLAB

④ RC테두리보 + PC보
RC벽과 테두리보에 PC보가 시공되는 부분으로, 접합부 보강은 상
단의 그림과 같이 시공하면 된다. 시공 시 PC보가 얹혀지는 거푸집

[그림 13] PC보 + PC슬래브 단면 상세도

부분이 PC보의 무게에 의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잭서포트 등으
로 충분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정착 철근 길이 확보를
통해 Con’c 타설 일체화에 유의해야 한다.

③ PC보 + RC보

TOPPING CON’C
직경25 BACK-UP ROD
우레탄 코킹

P.C GIRDER

HALF SLAB

P.C GIRDER

P.C COLUMN

보 상부 주근

R.C GIRDER

P.C GIRDER
HALF SLAB

[그림 14] PC보 + RC보 평면 상세도

콘크리트
후 타설 구간

P.C GIRDER

R.C COLUMN

거푸집
선 조립 구간

[그림 16] RC테두리보 + PC보 단면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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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공전경

4) PC공법 적용 시 유의점
주차장 Topping Con’c를 타설한 후 구조체 상부로 레미콘 차량과
여러 중량물 하중이 가해짐으로 인해 구조물에 크랙이 발생하는 문
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RC구조물 설치 때보다는 조기에 강도발현
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과도한 하중 부담은 구조체의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RC구조물에 비하여 기성품을 조립하는 형태로
시공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포트 가설재를 각 슬래브에 설치할 필요
는 없지만, PC보마다 2~3개 이상의 잭서포트를 설치하여 중량물
하중에 대한 보강조치를 해야 추후 공사완료 후 구조체 크랙에 대
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C공사는 각 부재가 미리 공장 생산되기 때문에 시공 전 충분한 도
면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PC와 RC조인트 부분의 검토가 미비하여,
현장 조립 시 잘못된 부재가 반입된다면 추후 공기지연이 불가피하
다. 그러므로 부재 생산 전 충분한 도면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
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맺음말
대구 침산동 쌍용예가 신축공사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건설 불경
기 속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무사히 준공을 할 수 있었던 현장이다. 공사기간동
안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
고 완공한 건물이기에 더욱 ‘쌍용’ 브랜드에 걸맞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주거지라고 생각한다. 주거지 보급이 열악한 대구 북구지역
에 ‘쌍용’의 명성에 걸맞은 아파트임을 확신하며, 앞으로 침산 ‘쌍용
예가’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지역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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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준공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