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탐방

싱가포르 현장탐방

싱가포르 우드랜드 종합병원
Woodlands Health Campus

싱가포르 금융중심지구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도심지대에

실적과 차별화된 공법 제시를 꼽을 수 있다. 싱가포르 내 6,000만

위치한 싱가포르 우드랜드 종합병원 (Woodlands Health Campus,

인시 무재해를 기록하는 등 안전관리 능력도 긍정적인 결과에 힘을

WHC).

실었다. 특히 네 차례에 걸친 평가 미팅(1:1 Discussion 2회 / Due

싱가포르 최북단에 신도시로 조성된 우드랜드(Woodland) 지역은

Dilligence Site Evaluation 1회 / Post Tender Evaluation 1회)에서

이름 그대로 녹지가 풍부하게 조성된 곳이자 하루 약 45만명의
말레이시아 건설, 서비스 근로자들이 오가는 출입국 관문으로
통한다. 1,800병상 규모의 미래형 종합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싱가포르에서 다시 한 번 우리회사의 기술력을 인정 받는 사례이자,
고용창출과 더불어 자족형 의료도시로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입찰을 위해 우리회사는 주간사로서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대우건설 40%, 코 브로더스(Koh Brothers) 20%와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구성했다. 이 공사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었다. 싱가포르 보건부가 ADS(Alternative Design Solution)와
PQM(Price Quality Method) 방식으로 발주한 이 프로젝트에서 PQ를
통과한 JV사는 우리회사를 포함해 국내 2개사와 시미즈(Shimizu)
JV, 오바야시(Obayashi) JV 단 4곳에 불과했다. 수주일을 기점으로
수주 배경에는 그동안 우리회사가 쌓아왔던 국내외 병원 시공

JV사 중 우리 측이 유일하게 CEO가 참석해 발주처의 기대치를 적극
파악하고 3사 컨소시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등 맞춤형 영업
전략이 수주 성공의 요인이었다.
싱가포르 우드랜드 종합병원
(Woodlands Health Campus)
•발 주 처 : 싱가포르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MOH)
•공사기간 : 2018. 04 ~ 2021. 08
•공사내용 : 지하4층 ~ 지상7층, 8개동, 1,800병상
•현장직원 : 현장소장 엄경륜 상무 외 글로벌 스태프 포함 320여명 근무
•현장위치 : Woodlands Avenue 12 (Woodlands 2 planning area),
Singapore
※ 특이사항 : 쌍용건설이 3사 JV의 리딩사로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IT 첨단 의료 병원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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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말하다!

집중돼 있으며, 건물 모든 구역에 대해 BIM을 활용한 디자인

직원 인터뷰 Q&A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코디네이션을 실시하고 디자인

코디네이션 업무를 진행하고 모든 Shop Drawing을 BIM Base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Shop Drawing 제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BIM
코디네이션 과정에 110명이 넘는 대규모 설계 조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BIM 적용과 조직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Design과
BIM을 합쳐 100여명의 대규모 설계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현중 과장(BIM 관련) : 당 현장은 싱가포르 BCA에서 정의한
VDC(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단계를 넘어서 IDD
(Integrated Digital Delivery)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DD란

당 현장에서 ‘Roombook’의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Roombook의 정의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 김현중 과장(BIM 관련) : Roombook은 룸에 대한 평면도,
천장평면도, 입면도, 3D뷰, Map 서비스 리스트 등 모든 정보를 담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작업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프로젝트를

있는 As-built Drawing 입니다. 당 현장은 약 12,000개의 룸으로

수행하는 이해 관계자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IDD를 실현시키기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약 5,800개의 룸북을

위해 BIM을 기반으로 Digital Design, Digital Fabrication, Digital

작성하고 있습니다.

Construction, Digital Asset Delivery & Management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Digital Design, Digital Fabrication 부분에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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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공 시 Concrete Body Plan, Wall Setting out Plan,
Ceiling Plan, MEP Shop Drawing 정도로 마감공사를 진행하는데,
병원 현장의 경우 많은 서비스와 장비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실제와

동일한 Digital Mock-up을 활용한 코디네이션이 필요합니다. 당

하지만, 초기 설계 관리가 실패하거나 결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오히

현장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현재 Roombook을 활용하여 디자인

려 잦은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큰 Risk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코디네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디네이션이 완료된 Roombook을
공사 참고 도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Buildability Score 산정 기준은 구조체 50%, 벽체 40%, 기타 기준
10%로 되어 있으며, 구조 PC의 경우 사이즈가 커서 운송이 불가능한
Big Panel을 포함한 80% 이상의 구조체가 PC로 이뤄져 있으므로
B-score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당 현장은 PC, PBU와 같은 Modular 공법이 적용된 현장입니다.

평균적으로, PC 공법은 설계관리부터 배송까지 최대 6개월 정도

이와 관련한 현장에서의 주요 관리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공법

걸립니다. 이 중 설계는 약 3개월 내 결정하여 세부 디테일 결정을

적용의 이유, 장단점, Buildability Score 충족, 적기 제작 및 배송/설치

해야하며, 생산 및 배송은 2개월, 그리고 현장 반입 후 설치는 1개월

등에 관하여 설명 해 주십시오)

소요됩니다.

▶ 송호준 차장(PC PBU) : PC 및 PBU 같은 Modular 공법의 가장

당 현장은 잦은 설계사의 변경 및 16,000개가 넘는 PC부재 관리를

중요한 포인트는 설계 관리입니다. 조기에 설계가 확정되어야 해당

위해 약 12,000㎡ 면적의 저장 장소를 현장 인근에 마련해 적시에

분야에 대한 세부 도면 작성, 생산 스케줄 협의, 반입 및 설치 계획을

현장에 배송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당 현장은 구조 PC, 외장 PC 및 PBU 등과 같이 주요 Modular 적용을
통해 공기 단축 및 까다로운 싱가포르 건설 현장 규제 중 하나인
Buildability Score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전력 투구 중입니다.
Modular 공법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전 협의 및 결정을 통한
조기생산이 가능해 JIT를 통한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며
까다로운 병원 현장의 Fast track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PBU는 화장실의 모든 마감이 완료된 후 배송되어 단순 설치만
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화장실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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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현장에서의 Lift 장비를 이용한 최종 PMU 설치까지 PMU
싱가포르 병원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PMU 공법에 관해

관리에 대한 삼박자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꾸준한 담당자의 관리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한 현장에서의 주요 관리 포인트는

필요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공법 적용의 이유, 장단점, Buildability Score 충족,

셋째, PMU Mock-up을 제작하여 타 공정 특히 건축 Wall 마감과

적기 제작 및 배송/설치 등에 관하여 설명 해 주십시오)

Coordination 및 Cable Pulling 방법, 하자보수 공간 확보 등을 사전에

▶ 한정섭 부장(PMU) : PMU 공법은 Prefabricated Modular Unit 의

검토해야 합니다.

약어로, 확정된 CCSD(Combined Coordinated Service Drawing)를

공법 적용 이유는 싱가포르 건설청인 BCA(Building Construction

바탕으로 작성된 PMU Shop Drawings을 가지고 Offsite 공장에서

Authority)의 건설 정책의 일환이며, 외국 근로자의 현장 상주 인원을

PMU Frames을 포함한 M&E Services(설비 배관, 덕트, 전기 트레이)

줄이기 위해 입찰 시방서에 다음 두 가지 이유가 명기돼 있습니다.

등을 한번에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1) 사전 Module 제작에 따른 Manpower 절약

주요 관리 포인트는 첫째, 도면 확정 후 공장에서 조립된 PMU

2) 공장 PMU 제작과 현장 설치의 공정 분리에 따른 공사 기간 단축

Module에 한해 추후 설계 변경에 따른 Module 수정이 불가하므로

PMU 공법의 장점은 복잡한 복도 M&E 공사 공정을 공장에서 제작해

발주처 및 협력업체와의 사전 도면 협의 과정에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및 하자 발생과 관련한 사전 모니터링에 철저해야
합니다(제작시 하자보수 Access 공간 확보 요함).
둘째, 공장에서의 PMU 제작 관리, 공장 제작된 PMU의 안전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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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함으로써 공사 기간 단축 및 Manpower를 절약할 수 있으며,
단점은 설치된 PMU 수정 불가하며, 6m Module 현장 반입시 Logistic
Plan 작성에 주의해야 하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