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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free formed buildings with complex and various curved
surfaces are being constructed. Most of the external cladding of free formed buildings have been applied materials such
as metal, glass, FRP, GFRC, etc. However, these materials have many disadvantages such as a complicated
manufacturing process for realizing 3D irregular shape and an increase in production period and cost. Therefore, the
studies for UHPC which is an optimized material for overcoming this problem for a long time in overseas. This study
reviewed the remodeling construction of Samsung-dong KEB Hana Bank appling the exterior curved UHPC panel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s a result,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UHPC panels with various free formed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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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곡면을 활용한 비정형 건축물들이 시공되고 있다.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비정형
건축물의 주요 외장 마감재는 금속, 유리, FRP, GFRC 등이 대부분이었었다. 그러나 이 재료들은 3D 비정형 입체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제작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제작기간 및 비용 상승 등 많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화된 재료로써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를 선택하여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UHPC 곡면 외장패널
을 적용한 “삼성동 KEB 하나은행 리모델링공사”의 시공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비정형 UHPC 외장패널에 대한 기술연구와 현장적용을 위한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림 1. 삼성동 KEB하나은행의 리모델링 투시도 및 UHPC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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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형 UHPC 패널의 곡면거푸집 제작
하나은행 프로젝트에 적용된 UHPC 패널의 설계강도는 압축강도 120MPa 이상이다. 강섬유가 혼입된 UHPC가 사용될 경우 외장재의 구조
성능은 우수할 수 있으나, 강섬유 노출로 인한 부식이나 시공 및 준공 후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PVA(Poly Vinyl
Alcohol)섬유를 혼입한 UHPC를 사용하는 것이 고려되었다.
스틸거푸집은 비정형 곡면이 전개 가능한 1방향이거나 곡률이 완만한 2방향 곡률의 형상구현에 적합한 비정형 거푸집 제작방법이다. 하나
은행 프로젝트의 경우 패널의 곡률 값이 커서 프레스 금형으로 스틸거푸집을 만들 경우, 거푸집 품질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제작비가 많이 상승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두께 7mm FRP 거푸집 앞면을 만든 후 100x50x3.2T 스틸 각 파이프를 FRP 후면부에
보강하여 일체화하는 방법으로 전면과 후면 거푸집을 각각 다르게 제작하였으며, 탈형 후 설계모델링과 비교했을 때 2~3mm 이내에서 제작
되어 설계기준에 만족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2. 스틸 거푸집 (1차 목업)

그림 3. FRP 거푸집 (2차 목업)

3. 비정형 UHPC 패널의 생산 및 현장설치
UHPC 패널은 8개 TYPE으로 최적화하여 FRP 거푸집 제작이 우선 진행 되었다. FRP 거푸집 제작을 위해서는 선박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3축 CNC 밀링 머신을 활용하여 EPS 폼을 3D로 정밀하게 가공하였다. EPS 폼 가공 과정에서 제작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UHPC 패널의 제작
오차가 커 질수 있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정밀제작 및 거푸집 몰드의 품질관리가 중요한 사항이었다. UHPC 패널의 1일 최대 생산 수량은
6개였으며, 총256개를 약 4개월 동안 생산하였다.
UHPC 패널은 2~8층 구간의 경우 25tf 크레인, 9층~지붕구간은 100tf 크레인을 사용하여 일일 평균 4개 유닛을 설치하였다. 크기가 가
장 큰 6.4m 패널의 표면 크랙을 개선하기 위해 UHPC 내부에 설치한 형상제어제 위치를 최대한 응력방향으로 배치하고, 연결부분에는 이음
연장 처리하여 양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축팽창응력에 의한 크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UHPC 패널의 지점부의 채널 앵커 주변
에는 추가적인 철근 보강을 하여 응력이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심하중이나 집중하중에도 크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그림 4. EPS폼 CNC 밀링 가공

그림 5. EPS폼 검측 및 제작오차 검토

4. 결 론
국내 최초로 시공된 비정형 UHPC 패널의 외장공사는 짧은 기간 내에 설계변경, 제작 및 시공 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극복하면서 성공
적으로 완성된 프로젝트이다. 설계단계에서 UHPC 패널 시공을 위한 건축 및 구조설계가 미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
으나, 설계 및 시공 엔지니어들의 협업을 통해 설계, 제작 및 시공 중에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들도 수정 및 개선하여 우수한 품질로 완성할
수 있었다. 건축공사에서 파사드 디자인은 중요한 부분이며, 비정형 디자인 트렌드에 따라 향후 UHPC 패널의 사용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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