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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NSARA CITY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추
진 중인 ‘2020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Kuala Lumpur에서 상대
적으로 낙후된 12개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DAMANSARA CITY 현장 진행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방대한 
면적의 콘크리트 타설 및 Level 6의 12m 상공에 위치한 Transfer 
slab시공 그리고 컨설턴트의 도면발급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이었
습니다. 

지하 주차장(B6~GF)의 경우, 면적이 약 21만㎡로 축구경기장의 
약 26배, 최대 길이가 339m를 자랑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여건상 하루 콘크리트 타설 가능량이 150㎥~ 
200㎥ 밖에 되지 않아 지하층 1개 층당 50개의 Zoning(지하층 전
체 약 300개 Zoning)을 계획하고 수직/수평 부재를 분리 타설하는 
방법으로 공정을 수행했습니다. 
축구장 29개 면적의 slab, beam, 벽체 및 기둥을 Zoning계획에 맞
추어 공기내에 타설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위   치 :  LOT 7599, Jalan Damanlela, Bukit Damansara, 
                 Pusat Bandar Damansara, 50490 KL
•발주처 : DAMANSARA CITY SDN BHD
                 (HONGLEONG GROUP_GUOCO LAND
                 MALAYSIA)
•공사금액 : 한화 약 1,300억 원
•공사기간 : 
   Section 1 : 2011년 09월 09일 ~ 2013년 10월 25일 (26개월)
   Section 2 : 2011년 09월 09일 ~ 2013년 09월 13일 (25개월)
   Section 3 : 2011년 09월 09일 ~ 2016년 03월 31일 (55개월)
•공사내용 : Tower 2개동(Level 27), 
   주차장 : B 6~ Level 5 (주차대수 : 총 2,825 대)
   공용부분 : Swimming Pool(Level 6), 
                 Lobby & Water Feature(GF)
   Residential Tower : 370 가구(펜트하우스 10가구 포함)
   대지면적 : 34,490m2 (10,433평), GFA : 291,235m2 (88,098평)

공사개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월드컵 축구장 29배 크기의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300개가 넘는 Zoning을 통해 완성하다.

[입주민 전용 수영장]

[입주민 전용 극장]



[입주민 전용 수영장]

[준공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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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전용 출입구]

[실내 전경]

[실내 전경]

또한 Transfer slab의 경우 L6의 12m 상공에 면적 3,700㎡, 두께 
1.2m의 slab를 타설하는 공정으로써 그 어느 공정보다 위험하였기
에 안전에 최대한의 중점을 두어 시공했습니다. 

이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 하부 시스템 서포트(12m) 설치 외에도 
아래 5개층의 서포트를 마감공정에 간섭없이 설치하는 공정계획 및 
안전/구조사항을 수 차례 확인한 끝에 타설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컨설턴트의 도면변경 및 발급 지연으로 인한 공정지연
이 하도급 업체의 공사포기로 이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주 도
면 Coordination 미팅을 제안하고 당사가 설계를 제안하는 동시에 

발주처를 설득해 타설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 Zone이라도 더 타설하기 위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정이 넘
어서야 매번 타설이 완료되었으며 부족한 하도급 업체의 품질 수준
을 높이기 위해 매번 직영공사처럼 노무자를 직접 관리하는 등 현장 
감리의 높은 수준의 품질 요구에도 철저한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3월, 이 현장을 거쳐간 총 45명의 직원들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DAMANSARA CITY 프로젝트가 성
공적으로 준공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