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S공법은 계속 진화합니다.
바로건설기술의 4번째 건설신기술 (제727호)

05393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38길 9 바로빌딩 6층
Tel 02.413.6503   Fax 02.413.6530   www.baro-ck.com

DBS공법
Double Beam System

DBSⅠ DBSⅡ DBS Ⅲ RC DBS 철골 DBS 합성 DB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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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DBS (공사비 85%) RC 구조

DBS 공법의 특징

DBS공법의 아이디어

와플 슬래브와 DBS구조(이중격자보와 드롭패널 구조시스템)

01

DBS 공
법

철골조

Mmax =          x (12.5)2 =13.02w
12
W → 모멘트 65%Mmax =          x (10.1)2 =8.5w

12
W

기둥 - 기둥 경간에 의한 휨모멘트 드롭패널 - 드롭패널 경간에 의한 휨모멘트 

Span= 12.5 m (예시)
순Span= 10.1 m (예시)

일반 구조 DBS 구조

650

1F

B1F

B2F

B3F

B4F

650

650

700

40
00

35
50

35
50

35
50

굴
착
깊
이
약

1m
 감
소

굴착깊이 축소

굴착깊이 감소를 통한 
터파기량 감소

최대처짐 지하층 25mm (사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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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철골 부재로 
처짐 25% 감소

굴착깊이 최대처짐 지하층18mm (사용하중)

02

DBS 공
법

RC DBS (공사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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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구조 스트러트공법 DBSⅠ

· Downward공법으로 역타공법 중 가장 경제적

· 세계 최초의 Center Pile을 사용한 슬래브지지 공법

· 지하 굴착고를 최소화

· RC기둥 후시공으로  정밀시공이 가능

· 역타공법 장점을 극대화한 도심지 공사의 최적 공법

슬래브

RC기둥

주두
(DROP PANEL)

철골보

가설 센터파일

가설 브라켓

기존 구조평면도

가설 구조평면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공사비 : 770,000원/평 공사비 : 730,000원/평(100%) (95%)

DBS 구조평면도

DBS 가설 구조평면도

구분 골조공사 (RC) 가설공사 계

금액(평) 370 400 770

구분 골조공사 (철골+ RC) 가설공사 계

금액(평) 400 330 730

스트러트+RC구조 → DBSⅠ공법 대비    평당 지하 공사비 5%절감

가설 스트러트 공법보다 경제적인 슬래브지지 공법

시공사진 및 시공순서

② 지상1층 공간 사용

센터파일 시공

지상1층 테두리보 시공

지하층 수평재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DBS 브라켓 설치

지상1층 복공 구간 사용

기초 철근 배근

수평철골 설치

지하층 터파기

순타시 기둥 철근 배근

DECK 설치중 토공사 병행

타설층 하부 철골보 설치

수직재 콘크리트 양생 후 브라켓 해체

흙막이 및 센터파일 설치 지하1층 슬래브 타설

3차 터파기

1층 DBS 브라켓 설치 1차 터파기

지하2층 슬래브 타설 기초 타설

1층 슬래브 타설 2차 터파기

잔여층 수직재 타설
/ 브라켓 해체

센터파일 해체

PRD파일의 시공오차의 현장 보정작업 불필요, 후시공 RC기둥으로 기둥 정밀도 우수① PRD파일 시공오차 극복 및 기둥 정밀도 우수 - 

③ 지하2,지하3층도 슬래브 지지공법이 가능하며, 지하5층까지 경제적

· 흙막이벽, 기초, 벽체 공사를 제외한 지하층 전체 공사비 산출 · 흙막이벽, 기초, 벽체 공사를 제외한 지하층 전체 공사비 산출

후시공 RC기둥

03

DBS 공
법

DBSⅠ(Downward)

04

DBS 공
법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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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05

DBS 공
법

06

DBS 공
법

스터드볼트

PRD파일 
(각형강관,원형강관,H형강)

브라켓

일반 철골 탑다운 → DBSⅡ 공법 대비    평당 지하 공사비 9%절감

· 일반 철골조 대비 수평골조공사비 10~15%, 부재중량 30% 절감

· 철골보 깊이 150mm 절감 가능

· 보 깊이의 감소로 인한 지하 굴착깊이 최소화

· PRD의 시공오차에 대해 자유로운 골조접합방식

· 실측공정 없는 현장리스크 최소화로 시스템화 된 공법

· CFT 기둥 적용가능, 기둥 철골물량 40~50% 절감

철골보 설치

슬래브 양생

Drop Panel 데크 판개

PRD 철골에 DBS 브라켓 설치

지상층 동시 시공

지하층 굴착 상태 1

철골보 설치방식 : 브라켓 위에거치

지하층 슬래브 타설

지하층 굴착 상태 2

지하층 철골보 설치

양생 후 브라켓 해체

슬래브 타설

흙막이 및 PRD 시공 지하1층 슬래브 타설1층 DBS 브라켓 설치 1차 터파기 1층 슬래브 타설 2차 터파기

3차 터파기 지하2층 슬래브 타설 기초 타설 지하2층 / 지상2층
수직재 타설

잔여층 수직재 타설

시공사진 및 시공순서

② CFT기둥의 복잡한 접합대신 스터드볼트로 해결 - 

① PRD파일 시공오차에 의한 철골 편심 극복 - PRD파일의 시공오차의 현장 보정작업 불필요

기둥 스터드 볼트로 해결

철골 탑다운 DBSⅡ

공사비 : 470,000원/평 공사비 : 430,000원/평(100%) (91%)

 Module  
   10.2m X 11.4m

 설계 하중
   DL: 6.2 kN/m2

    LL: 5.0 kN/m2  

기존 구조평면도 DBS 구조평면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 평당 공사비: 모듈계 / (10.2X11.4) / 3.3
· 수평재 및 기둥 물량 산출, DBS 브라켓 임대 철골금액에 포함 

· 평당 공사비: 모듈계 / (10.2X11.4) / 3.3
· 수평재 및 기둥 물량 산출

 Module  
   10.2m X 11.4m

 설계 하중
   DL: 6.2 kN/m2

    LL: 5.0 kN/m2  

구분
철골
(ton)

철근
(ton)

콘크리트
(m3)

거푸집
(m2)

데크
(m2)

모듈계

물량 7.27 0.89 19.65 11.04 116.28 -

금액(Module) 10,910 890 1,380 440 2,910 16,530

구분
철골
(ton)

철근
(ton)

콘크리트
(m3)

거푸집
(m2)

데크
(m2)

모듈계

물량 5.45 1.31 23.97 11.04 116.28 -

금액(Module)
8,180
(+500)

1,310 1,680 440 2,910 15,020

PRD를 적용한 슬래브지지공법 (Up-Up, Semi-Topdown, Full Topdown)DBS Ⅱ (TopDown)

영구 PRD 파일

가설 DBS 브라켓

DBS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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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특징

07

DBS 공
법

08

DBS 공
법

· 골조 전체 깊이 370mm
· 암반터파기 최소화 가능
· 골데크 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되어 철골보 부담하중 경감 
· 철골조 대비 부재중량 50~60%, 공사비 10~15% 절감

철골 합성보 

주열대 넓은 보 거동
깊은 골 데크

철골 탑다운 DBS Ⅲ

공사비 : 420,000원/평 공사비 : 370,000원/평(100%) (89%)

구분 데크 (m2) 캡데크 (m2) 터파기 모듈계

물량 9.52 85 300mm -

금액(Module) 240 2,980 -1,350 10,560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 평당 공사비: 모듈계 / (10.2X11.4) / 3.3
· 수평재 및 기둥 물량 산출, DBS 브라켓 임대 철골금액에 포함 

· 평당 공사비: 모듈계 / (10X9.45) / 3.3
· 수평재 및 기둥 물량 산출

구분
철골
(ton)

철근0.4
(ton)1.0

콘크리트
(m3)

거푸집
(m2)

데크
(m2)

모듈계

물량 4.80 0.75 16.38 11.04 94.5 -

금액(Module) 7,200 750 1,150 440 2,360 11,900

구분 철골 (ton) 철근 (ton) 콘크리트 (m3) 거푸집 (m2)

물량 3.29 1.40 20.18 11.04

금액(Module)
4,940
(+500)

1,400 1,410 440

 Module 10m X 9.45m

설계 하중 DL: 5.1 kN/m2  

LL: 3.0 kN/m2  

 Module 10m X 9.45m

설계 하중 DL: 5.1 kN/m2      

LL: 3.0 kN/m2

기존 철골 구조평면도 DBS 구조평면도

시공사진 및 시공순서

PRD 설치

1층 슬래브 완료

달대

브라켓 설치

DROP 하부 브라켓 지지

DROP 부분 데크

지상 1층 수평재 설치

지하층 DECK 설치

가설벽체와 접합부

SRC 기둥 철근배근

데크 하부

타설완료

합성 DBS 유니트 설치 완료

Bracket 설치

철골보 설치 완료

합성 DBS 모듈 자재 입고

중앙부 및 DROP 데크 설치

합성 DBS 유니트 설치-1

슬래브 및 드롭 철근 배근

합성 DBS 유니트 설치-2

콘크리트 타설

합성 DBS 유니트 설치-3

① 암반 터파기를 최소화 - ② 합성 DBS철골보가 SRC구조로 처짐에 유효함 굴착깊이 및 흙막이 2m 감소

- 소형부재 사용에도 불구하고 RC 대비 즉시처짐량 20% 감소
- 철골구조로서 RC조의 장기처짐 없음

· 보의 하중 부담면적 100% · 보의 하중 부담면적 60% · 보의 하중 부담면적 25%

1 way system ‘日’자 구조 합성 DBS구조

1

2
2

1

일반 철골 탑다운 → DBSⅢ 공법 대비    평당 지하 공사비 11%절감

지하 깊이 최소화 슬래브지지공법 (Up-Up, Semi-Topdown, Full Topdown)DBS Ⅲ (TopDown)

· 최대즉시처짐 16mm (사용하중)            

기
존

 굴
착

깊
이

-200mm            

-300mm            

-300mm            

-300mm            

-300mm            

-300mm            

-300mm            

기
존

 굴
착

깊
이

-2
00

0m
m

철골조 RC조합성 DBS 합성 DBS

· 최대즉시처짐13mm (사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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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DBS 공
법

10

DBS 공
법

중앙부순타
DBS 철골 Downward

RC 라멘조 Great Circle

공사비 : 510,000원/평 공사비 : 480,000원/평(100%) (95%)

철골 DBS 역타 구간

DBS 순타 구간

지하터파기 직상차용 램프설치를 위해 
역타슬래브 타설 제외 구간을 확보

외곽부분 역타시공 구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 수평재 및 기둥 물량 산출· 수평재 및 기둥 물량 산출

구분 RC E/A Racker 복공 계

금액(평) 370 20 80 40 510

구분 DBSⅠ RC DBS DBS 가설 터파기 계

금액(평) 400 340 80 -30 480

기존 구조평면도 DBS 구조평면도가설 구조평면도 DBS가설 구조평면도

시공 제안 : 토사램프 이용계획

수평변위 검토

평촌 LG유플러스 신축공사

수원시 송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정자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전주 효자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역타구간

1F

B1F

B2F

B3F

B4F

B5F

가설 센터파일 가설토사램프

순타구간 역타구간

E/A+Raker+RC구조  → DBSⅠ+ RC DBS + Great Circle 대비    평당 공사비 5% 절감

직상차 터파기가 가능한 역타공법Great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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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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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BS 공
법

12

DBS 공
법

RC 구조 RC DBS

· RC가구식 공법 대비 골조공사비 약 10~15% 절감가능

· 철골 및 포스트텐션이 필요없는 장스팬 구현

· 보 폭 및 보 깊이의 단일화로 시공성 개선

· 역타공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형현장의 굴착깊이 감소

공사비 :  400,000원/평 공사비 : 370,000원/평(100%) (92%)

기존 구조평면도 DBS 구조평면도

단위모듈 입면도 단위모듈 입면도단위모듈 평면도 단위모듈 평면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 평당 공사비: 모듈계 / (12.6X8.1) / 3.3
· 수평재 및 기둥 물량 산출

· 평당 공사비: 모듈계 / (12.6X8.1) / 3.3
· 수평재 및 기둥 물량 산출

구분
철근
(ton)

콘크리트
(m3)

거푸집
(m2)

동바리
(m2)

모듈계

물량 3.64 30.46 157.45 102.06 -

금액(Module) 3,640 2,130 6,300 410 12,480

구분
철근
(ton)

콘크리트
(m3)

거푸집
(m2)

동바리
(m2)

모듈계

물량 2.82 32.75 147.00 102.06 -

금액(Module) 2,820 2,290 5,880 410 11,400

 Module 12.6m X 8.1m

설계 하중 DL: 6.83 kN/m2    

LL: 3.0 kN/m2

 Module 12.6m X 8.1m

설계 하중 DL: 6.83 kN/m2    

LL: 3.0 kN/m2    

SLAB THK 180

DROP THK700(SHD22@200) 

보 DG1, DG2 : 400 X 700

기둥 RC - C1 : 800 X 1100    

시공사진 및 시공순서

· 철골 H-700x300 + 슬래브(t=150mm) + 내화 50mm 
   = 골조깊이   D=900

· 수평부재 D=700
· 철골조 대비 공사비  20%저감

· 보 깊이 200mm 감소

· 굴착깊이 및 흙막이 600mm 감소

기존 굴착깊이
기존굴착깊이

-600mm

① 철골로 계획되는 12~15m 장스팬을 RC로 설계 가능

② 지하 적용시 터파기 및 흙막이 절감

동바리 설치

보 철근 배근 1

콘크리트 타설 후 동바리 제거

RC DBS 전경 2

거푸집 설치 1

보 철근 배근 2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 제거

RC DBS전경 3

거푸집 설치 2

DROP 철근 배근

타워크레인 설치 전경

RC DBS 전경 4

DECK 설치

슬라브 철근 배근

RC DBS 전경 1

RC DBS 전경 5일반 RC구조 → RC DBS 구조  대비    평당 공사비 8% 절감

주요 특징

-200mm

-200mm

-200mm

10m ~ 15m 장스팬 구조에 가장 경제적인 RC DBSRC D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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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층 철골물량 30%, 수평골조 공사비용 10~15% 절감

· 12m이상 장스팬에 대하여 최소비용+공기단축 실현 가능

· 일반철골조 대비 처짐, 진동 등의 구조성능 향상

공사비 : 510,000원/평 공사비 : 470,000원/평(100%) (93%)

철골 구조 철골 DBS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 평당 공사비: 모듈계 / (8.25X9.6) / 3.3
· 수평재 및 기둥 물량 산출

· 평당 공사비: 모듈계 / (8.25X9.6) / 3.3
· 수평재 및 기둥 물량 산출

구분
철골
(ton)

철근
(ton)

콘크리트
(m3)

거푸집
(m2)

데크
(m2)

모듈계

물량 5.07 0.90 18.05 11.04 79.2 -

금액(Module) 7,610 900 1,260 440 1,980 12,190

구분
철골
(ton)

철근
(ton)

콘크리트
(m3)

거푸집
(m2)

데크
(m2)

모듈계

물량 3.86 1.54 21.89 11.04 79.2 -

금액(Module) 5,790 1,540 1,530 440 1,980 11,280

 Module 8.25m X 9.6m

설계 하중 DL: 9.7 kN/m2    

LL: 10.0 kN/m2

SLAB THK 200  

 보 SG1, SB1 : H-582x300x12x17

          SG2 : H-692x300x13x20

  Module 8.25m X 9.6m

설계 하중 DL: 9.7 kN/m2    

LL: 10.0 kN/m2

SLAB THK 200

DROP THK600

보 SG400 : H-400X200X8X13

            SG450 : H-450X200X9X14

시공사진 및 시공순서

① 15m 장스팬의 철골조의 처짐 및 진동 우수

철골 기둥 및 보 설치

철골 기둥 설치

SRC 기둥 철근 배근 1

철골 보 설치

철골 기둥 및 보 설치

SRC 기둥 철근 배근 2

DECK 설치

철골 보 설치

SRC 기둥 거푸집 작업

수평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철골 보 설치 및 하부층 DECK 

DROP DECK 설치

철골 기둥 1절 설치 

3층 바닥 타설, 4층 철골보 설치

2층 철골보 설치

5층 철골보 설치

3층 철골보 설치 완료

4층 바닥 타설

2층 바닥 타설 철골기둥 2절 설치

5층 바닥 타설 6층 바닥 타설 완료

· 최대즉시처짐 26mm (사용하중)            · 최대즉시처짐19mm (사용하중)

기존 구조평면도 단위모듈 평면도 DBS 구조평면도 단위모듈 평면도

철골조 철골 DBS

주요 특징

장스팬 또는 고하중 철골구조의 물량 최소화 공법철골 D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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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합성보 

주열대 넓은 보 거동
깊은 골 데크

· 보의 하중 부담면적 100% · 보의 하중 부담면적 60% · 보의 하중 부담면적 25%

1 way system ‘日’자 구조 합성 DBS구조

1

2
2

1

1

RC 라멘조 합성 DBS

· 골데크 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되어 철골보 부담하중 경감
  (철골 깊이 250mm -> 골조 전체 깊이 380mm~430mm)
· 철골조 대비 부재중량 50%, 공사비 20% 절감

공사비 : 380,000원/평 공사비 : 360,000원/평(100%) (97%)

기존 구조평면도

단위모듈 평면도

DBS 구조평면도

단위모듈 평면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 평당 공사비: 모듈계 / (7.8X22) / 3.3
· 수평재 및 기둥 물량 산출

· 평당 공사비: 모듈계 / (7.8X22) / 3.3
· 수평재 및 기둥 물량 산출

구분
철근 
(ton)

콘크리트
(m3)

거푸집
(m2)

데크
(m2)

동바리 모듈계

물량 5.15 48.17 156.6 143.6 172.8 -

금액(Module) 5,200 3,400 6,300 3,600 700 19,100

SLAB : 150mm

B3 : 350X700 / B5 : 300X700 / B6 : 300X700

  G1 : 350X700 / G4 : 350X700 / G7 : 350X700

  G11 : 500X700 / G12 : 500X700  / G13 : 500X700

COL : 500X800

DECK SLAB : 350mm (160mm)

SG1 : H-248X124X5X8 /  SG2 : H-248X124X5X8 / SG0 : H-244X175X7X11

DROP : 350mm

 COL : 500X600 (H-200X200)

구분 캡데크 (m2) 동바리 철골 (ton) 모듈계

물량 149.5 14.4 4.4 -

금액(Module) 5,200 100 6,600 18,700

구분 철근 (ton) 콘크리트 (m3) 거푸집 (m2) 데크 (m2)

물량 1.98 37.43 37.5 19.9

금액(Module) 2,000 2,600 1,500 500

 Module 7.8m X 22m

설계 하중 DL: 4.74 kN/m2    

   LL: 3.5 kN/m2    

 Module 7.8m X 22m

설계 하중 DL: 4.74 kN/m2    

   LL: 3.5 kN/m2    

시공사진 및 시공순서

주요 특징

· 부재수가 대폭 줄어듬

· 소형부재 사용에도 불구하고 RC대비 즉시처짐량 20% 감소
· 철골구조로서 RC조의 장기처짐이  없음

· 시공시 안전성이 좋음 

① 유니트로 공사 가능

③ 합성 DBS 철골보가 SRC로 되어서 처짐에 유효함

철골 기둥 및 유니트 설치

철골보 설치

처짐 방지 철근 시공

철골 보 및 유니트 설치

철골보 설치

철골보 하부 동바리 설치

철골보 및 유니트 설치

캡데크 설치

합성 DBS 전경 1

철골보 및 유니트 설치

캡데크 철근 배근

합성 DBS 전경 2

철골보 설치 완료

일자보 설치

중앙부 및 DROP 데크 설치 슬래브 및 드롭 철근 배근

합성 DBS 유니트 설치

콘크리트 타설

합성 DBS 유니트 설치 완료

3m
 x

 1
0개

층
=

 3
0m

2.
7m

 x
 1

0개
층

=
 2

7m

3m 감소

· 합성 DBS는 보 춤이 줄어 층고 계획에 유리함 

② 보 깊이가 줄어 높이 제한이 있는 현장에 유리

· 최대즉시처짐16mm (사용하중)

RC조

· 최대즉시처짐13mm (사용하중)

합성 DBS

일반 RC구조 → 합성 DBS 대비    평당 공사비 3% 절감

RC보다 경제적인 철골조, 유니트 시공으로 공기단축합성 D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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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골조와 철골DBS의 횡력실험 (횡토압 / 지진하중 저항) 국내논문 6편 / 한국콘크리트학회 

해외SCI논문 2편

· 보 측면에서 큰 크랙이 발생
· 기둥에 크랙발생 (바닥판 연성이 적음)
· 기둥부분 콘크리트 탈락

· 한계상태 이후 드롭표면에 고르게 작은 크랙이 발생
· 드리프트, 층간소성변위각, 내력 크기 등의 항목에서 일반철골조 성능을 상회
· 기둥 접합부분 파괴 없음

- Double Beam as Struts 보-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에 대한 실험적 연구 (2007. 11)
- 더블 H형강 보 스트럿(DBS)을 이용한 지하 수평구조 보-기둥 접합부 구조거동에 대한 실험연구 (2007. 11)
- 정(#)자형 더블보-기둥 접합부의 전단강도에 대한 4변 구속의 영향 (2008. 04)
- 정(#)자형 H형강으로 구속된 철근콘크리트 기둥접합부의 뚫림전단에 관한 실험적 연구 (2009. 06)
- 드롭패널의 크기에 따른 #형 접합부의 처짐 감소 효과 (2013. 05)
- 드롭패널을 가진 철근콘크리트 연속보의 휨 성능 (2013. 10)

- Structural Performance of a Reinforced Concrete Double Beam System  /  Structural Engineering International Nr. 2 / 2016
- Structural Performance of a Composite Double Beam System  /  Advances in Structural Engineering 2016. vol.19(2) 283-298

RC기둥+드롭패널+철골보   전단, 휨 구조성능

DBS DROP PANEL 실험개념도

· 크기별, 두께별 실험체 10여체 제작하여 실험
· 4변, 2변 구속체  비구속체 등 추가 실험

· 거동 : a/h ≤ 1.3배  Strut & Tie 거동, a/h > 1.3배  일반적인 휨모멘트 거동
· 구속효과로 인한 뚫림전단 내력 : 약 1.5배 증가

h

a

합성 DBS공법 구조물의 조립안전성 평가 / 실물실험 (14.3mx11.2m)

· 변형률 : 항복 이후 파괴시까지 10배 이상
· 처짐 : 항복 이후 파괴시까지 10배 이상 처짐 계측세팅 한도까지 
           측정되어 실험 중지

· DBS공법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 새로운 구조형식인  ‘RC기둥 + 드롭패널 + 철골보’ 구조성능을 검증

· 가설 구조인 브라켓에 대해서도 실험 평가 수행
· 실험에 의해 검증 후, 2010년부터 현장 적용함

RC DBS 및 철골DBS의 연성거동 능력

실험체 가력 세팅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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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조건
   보 : 150 x 200  2-D13
   드롭패널 : 
   1350 x 900 x 200  D10@100
   (ｐ=0.0045)
   길이 : 4,500 mm
   슬래브 : 60 mm D10@300

· 전체적으로 합성 DBS공법 구조물의 조립은 안정적이며, 조립시 작업성 및 부재간의 연결 용이성 우수

기둥 설치 1번 유니트 설치 2번 유니트 설치 3, 4번 유니트 설치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 ISO 진동평가 기준 중 사무실 또는 주거용 바닥판의 허용 최대 바닥가속도(0.5cm/sec2)을 만족

물 채움 후의 실물 실험체 수조 재하 실험을 통한  합성 DBS공법 구조물의 처짐 비교수조설치 및 물공급

· 건축구조기준에 규정된 사무실 처짐 최대값(1/360)대비 21.8%의 처짐 제어 효과 확보

중량 재하 실험과 
수조 재하 실험의 처짐 비교

중량 재하 실험에 따른 
합성 DBS공법 구조물의 변형률 비교3단 적재 후의 실물 실험체

· 골판 방향 하중형(강성비 분배하중)의 경우, 해석값과 실험값이 유사함 -> 구조설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

충격하중 측정 위치 및 
왕복보행하중 재하 경로

ISO-2631-2(1989)
 평가기준을 적용한 바닥판 

진동성능 평가결과계측 시스템
가속도응답 계측센서 설치 

및 정상왕복보행 실험

DBS구조 성능평가

일반철골조 실험결과 DBS구조 실험결과

가력방법 실험전경 일반구조보다 월등한 연성파괴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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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방송국 서울지부 (DBSⅠ- Downward)

롯데 중앙연구소 (DBSⅡ- TopDown)

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발주처 극동방송

연면적 19,134.11m2 / 11,670.21m2 (지하)

규모 B4F / 7F

건설회사 ㈜한화건설

위치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발주처 롯데그룹

연면적 83,045.21m2 / 29,588.27m2 (지하)

규모 B3F / 8F

건설회사 롯데건설㈜

기존 구조 평면도기존 가설 평면도 (스트럿)

기존 구조 평면도 DBS 구조 평면도

산본 마스터프라자 재건축 신축공사 (DBSⅢ - TopDown)

이화의료원 제2부속병원 (Great Circle - Downward)

위치 군포시 산본동

발주처 생보부동산신탁

연면적 51,655.88m2 / 20,060,57m2 (지하)

규모 B7F / 20F

건설회사 포스코A&C

위치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발주처 이화여대병원 및 의과대학

연면적 179,596.17m2 

규모 B5F / 10F

건설회사 대림산업

DBS 가설 구조평면도 DBS 영구 구조평면도

DBS 구조 평면도

기존 구조 평면도 (RC슬래브 지지) DBS 구조 평면도

DBS 적용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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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백 세브란스 병원 (RC DBS)

인천국제공항 3단계 T2 전면시설 (지상 철골 DBS)

위치 용인시 기흥구 중동

발주처 연세세브란스병원

연면적 96,780.38m2

규모 B4F / 13F

건설회사 롯데건설㈜

위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지역

발주처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면적 139,038m2 / 130,915m2 (지하)

규모 B5F / 17F

건설회사 롯데건설㈜

분당구 구미동 복합시설 (지상 합성 DBS)

DBS 적용 실적

위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발주처 (주)해피소닉글로벌

연면적 17,419m2 / 8,693m2 (지하)

규모 B4F / 5F

건설회사 ㈜트래콘 건설

회사명 적용현장 비고

이랜드건설 신한 이노플랙스 RC DBS

한화건설 한화 구로동 비즈메트로 RC DBS

M캐슬건설 앰캐슬 리솜 리조트 콘도 RC DBS

진흥기업 가산동 더 루벤스 밸리 RC DBS

바로건설기술 성내동 업무시설
RC DBS, 
DBS Ⅰ

STX건설 구로동 W-TOWER RC DBS

쌍용건설 우이동 콘도미니엄 RC DBS

두산건설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 (첨단외래센터) DBS Ⅰ

삼성물산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기숙사 DBS Ⅰ

두산건설 고양시 I&C 복합시설 탄현역 공공주차장 DBS Ⅰ

인본건설 TS통합전산센터 및 상암검사소 DBS Ⅰ

LIG건설 왕십리 꽃재 교회 RC DBS

대우건설 인천 논현2차 푸르지오시티 DBS Ⅰ

삼성물산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센터 DBS Ⅰ

이평종합건설 강서복합빌딩(부민병원) RC DBS

거현산업 동승동 문화시설(공연장) DBS Ⅰ

신동아 종합개발 루트로닉 R&D 센터 RC DBS

대우건설 천호역 한강 푸르지오시티 DBS Ⅰ

한화건설 나이스 지식 산업 센터 RC DBS

CJ건설 CJ그룹 방배동 사옥 DBS Ⅰ

대우건설 정자동 3차 푸르지오시티
RC DBS, 
DBS Ⅰ

한화건설 극동방송 서울지부 DBS Ⅰ

롯데건설 동대문 와이즈캐슬 DBS Ⅰ

롯데건설 순화 덕수궁 롯데 캐슬 DBS Ⅰ

세광 강남경찰서 신축공사 DBS Ⅰ

SK건설 전주서부신시가지 SK리더스뷰
RC DBS, 
DBS Ⅰ

회사명 적용현장 비고

대화이엔씨 인천 남동우체국 DBS Ⅰ

서브원 LG U+ 평촌센터 신축공사
DBS Ⅰ

철골 DBS

롯데건설 연세대학교 용인동백 세브란스 병원 RC DBS

경남기업 수원 송죽동 아너스빌 WIZ
RC DBS, 
DBS Ⅰ

서원종합건설 킹스밀 오피스텔 DBS Ⅰ

롯데건설 군포 CINEPARK 신축공사 RC DBS

대림산업 이화의료원 제2부속병원 신축공사 DBS Ⅰ

대림산업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축공사 DBS Ⅰ

포스코건설 공평동 업무시설 DBS Ⅱ

SK건설 구의 3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DBS Ⅰ

롯데건설 이천시 안흥동 주상복합 RC DBS

대명건설 방이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DBS Ⅰ

롯데건설 롯데중앙연구소 신축공사 DBS Ⅱ

롯데건설
청주 대농지구 상업6블럭 

오피스텔
DBS Ⅰ

KCC건설 송파농협 종합시설 신축공사 DBS Ⅲ

포스코 A&C 산본 마스터프라자 재건축 신축공사 DBS Ⅲ

롯데건설 인천국제공항 3단계 T2 전면시설 신축공사
지상철골 

DBS

롯데자산 청기와 개발산업 DBS Ⅰ

동양종합건설 두류동 아이작 큐브 오피스텔 DBS Ⅱ

중일건설 하남 미사 10-1 오피스텔 DBS Ⅰ

대우건설 하남 미사 10-2 오피스텔 DBS Ⅰ

삼성물산 홈&쇼핑 사옥 신축공사 DBS Ⅰ

트래콘건설 분당 구미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DBS Ⅰ

합성 DBS

고합건설 안양 AFC센터 신축공사 DBS Ⅱ

기존 구조 평면도 DBS 구조 평면도

기존 구조 평면도 DBS 구조 평면도

…외 다수

DBS 적용 현장

기존 구조 평면도 (RC슬래브 지지) DBS 구조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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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나 기술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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