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DDP, 세계 최대 규모 4만 5천여개 외장패널 설치

- 33,228㎡면적에 2차 곡면판 등 각기 다른 모양의 외관패널 4만5천여개 설치

- 패널 절반 차지하는 2차 곡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드문 시공 사례로 주목

- 실물크기의 외장패널 모형(Mock-Up) 4차례에 걸쳐 사전 제작해 문제점 개선

- BIM기법으로 패널도면 완성→ 2차 곡면판 제작을 위한 특수장비로 성형 및 절단

- 오 시장 “대한민국의 대표적 디자인 건축물로 건립, 문화․관광․경제 활력 이끌 것”

□ 국내 최대 규모의 비정형 건축물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외관

에 각기 다른 4만 5천여개 조각의 은빛 외장패널을 붙이는 작업이 본

격적으로 실현된다.

□ 즉, 그동안 DDP 조감도로 봤던 은빛 패널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습

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 서울시는 곡선과 사선으로 디자인 돼 구현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동대

문디자인플라자의 외장패널을 붙이는 작업을 내년 5월까지 1년여에

걸친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11일 현장을 직접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세계 유일의 디자인과 세계 최고의 기술이 결합된 명실상부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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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의 대표적 디자인 건축물로 건립해 문화․관광․경제 활력을 이

끌겠다”고 말했다.

□ 특히 4만 5천여개 외관 패널은 평면, 1차 곡면, 2차 곡면으로 구성되

는데, 패널의 절반을 차지하는 2차 곡면의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도 드문 시공 사례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3차원의 비정형 형태’로서 외관을 싸고 있는

2차 곡면의 알루미늄 패널공사는 국내에서는 시공경험이 거의 없어

설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시공 중에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3차원의 비정형 형태’인 외장패널을 일반적인 도면으로는

설계할 수 없어, 공공건축물 최초로 3차원 입체설계 기법인 BIM

을 도입해 도면을 완성했다.

<33,228㎡면적에 2차 곡면판 등 각기 다른 모양의 외관패널 4만5천여개 설치>

□ 서울시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3차원 비정형 형태의 동대문디자인

플라자의 외관 전체 면적 33,228㎡에 평판 1만 3,841장과 1차 곡면판

9천 554장, 2차 곡면판 2만 1,738장 등 총 4만 5,133장을 설치한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외관 면적은 일반 축구장(90×120)의 3.1

배, 미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78×330)의 1.3배나 되는 규모

로, 전체 면적 중 평판은 9,492㎡, 1차 곡면판은 7,455㎡, 2

차 곡면판은 16,281㎡를 차지한다.

□ 외장패널은 두께 4mm의 알루미늄이며, 4종류의 14가지 패턴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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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기준 크기는 1.6×1.2m로 비정형 건물의 특성상 동일한 크

기의 패널은 없다.

 ≪패널 형태≫

평      판 : 13,841장 (30.7%)

1차 곡면판 : 9,554장 (21.2%)

2차 곡면판 : 21,738장 (48.1%)

<실물크기의 외장패널 모형(Mock-Up)4차례에 걸쳐 사전 제작해 문제점 개선>

□ 평판에 대한 국내 기술력은 확보되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차 곡면판에 대한 국내 시공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서

울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실물크기의 외장패널 모형(Mock-Up)을

제작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했다.

○ 외장패널 모형(Mock-Up)이란 제품을 디자인하고 그 콘셉트에

맞게 형태를 만든 후 실물과 동일한 크기로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 2차 곡면판 성형장비와 2차 곡면판 절단기를

해외에서 들여왔다.

○ 외장패널에 대한 실물크기 모형은 총 4차례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1차 곡면 패널은 한번의 Mock-Up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

으나, 3차원 비정형인 2차 곡면은 곡률이 심해 제작하기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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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출입구 부분을 선택해 3차례에 걸쳐 Mock-Up을 진행해

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최근 국내 최초로 2차 곡면판

성형 특수 장비 MPSF(Multi Point Stretch Forming

Machine)를 도입해 제작에 성공했다.

<Mock-Up 제작(3회)>

<BIM기법으로 패널도면 완성→2차 곡면판 제작을 위한 특수 장비로 성형 및 절단>

□ 패널 설치순서는 구조체인 스페이스 프레임에 두께 2㎜의 아연도 강판을

깔고 그 위에 차음시트, 단열재, 합판, 1․2차 방수재를 순차적으로

밀착시킨 패널 하부재를 설치하고 끝으로 외장패널을 조립하게 된다.

□ 평판이나 1차 곡면판의 경우 일반 절단기계를 사용해 패널을 제작하

지만 ‘3차원의 비정형 형태’인 2차 곡면판의 경우는 서울시가 공공건

축물 최초로 도입한 3차원 입체설계 기법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으로 패널도면을 완성하면 BIM 데이

터가 2차 곡면판 제작을 위한 특수 장비인 성형(MPSF) 및 절단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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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력돼 패널을 생산하게 된다.

○ 외장패널의 성형 및 절단기계는 전 공정이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제작된다. 2차 곡면판의 성형(MPSF)기계는 곡률이 불규칙한

3차원의 패널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산하게 되며, 3차원 Laser

절단기는 2차 곡면판의 형태를 컴퓨터의 3D-Scanner가 자동으

로 인식해 어떠한 모양도 자유자재로 절단할 수 있다.

<2차 곡면판 성형장비>
(MPSF : Multi Point Stretching Forming)

<2차 곡면판 절단기 (3차원 Laser)>
(Multi Spindle Laser & Multi Scanner)

 < MPSF >

  BIM정보를 바탕으로 높낮이가 제각기 조정되는 2,400개 (상․하판 각1,200개)의 

  핀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함으로써 2차 곡면 패널을 제작하는 기계



- 6 -

 < 3차원 Laser 절단기 >

  MPSF에서 성형된 2차 곡면 패널면을 따라 법면에 수직으로 절단함으로써, 정교한 

  패널 생산 및 줄눈 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

⇒ 90∘

□ 외장패널 설치는 12명이 한 팀을 이루며, 총 3개 팀이 투입된다.

<3차원 비정형인 내부 마감도 특수공법 및 자재 적용, Mock-Up통해 고품질 확보>

□ 한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내부 설계도 3차원 비정형으로 되어

있어 특수공법 및 자재를 적용하고 실물크기 모형(Mock-Up)제작

으로 높은 품질을 확보했다.

○ 동대문디자인 플라자의 내부 형태 및 노출콘크리트도 외장패널과

마찬가지로 3차원 비정형 모양을 하고 있어, 기존의 시공방법 및

일반적인 자재로는 디자인 구현이 어렵다.

○ 하지만 특수 마감자재(GRG, 천연석고보드) 및 노출콘크리트에

대한 실물크기 모형을 제작해 사전에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실물크기 모형 제작을 통해 지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

의 품질을 확보하게 되었다.

 < G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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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G(Glassfiber Reinforced Gypsum board)는 천연석고보드에 유리섬유를 보강

  - 3차원 비정형 제작 용이, 친환경제품, 내화성능 우수  

 < 천연석고보드>

  - 주원료인 천연석고보드를 판상형으로 성형

  - 친환경제품, 내화성능 우수  

 < 노출콘크리트(Exposed Concrete) >

  - 콘크리트 표면에 별도의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의 물성 그대로를 드러   

   나게 하는 방법  

<GRG 및 천연석고보드 Mock-Up 제작(3회)>

<노출콘크리트 Mock-Up 제작(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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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는 내년 7월 완공돼 시

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별 첨 : 1. 사업개요

2. 조감도 및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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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공사

○ 위 치 :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65,232㎡ (舊 동대문운동장)

○ 규 모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85,320㎡ (지하3층/지상4층)

▸주요시설 : 컨벤션홀, 전시시설, 디자인정보센터, 디자인박물관 등

- 흥인문로 지하연결광장 5,988㎡ (폭 20m, 연장 200m)

- 공원부분 : 37,398㎡ (성곽동측 19,597㎡ 부분개장)

▸주요시설 :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디자인갤러리,

동대문유구전시장, 이벤트홀, 조명탑, 성화대

○ 공사기간 : 2009. 4. ～ 2012. 7.

○ 설 계 자 : 자하하디드(주),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시 공 사 : 삼성물산(주) 컨소시엄 (한솔건설, 벽산건설)

 DDP 건설 공정

구분 2011년 4월 현재 비  고

  전체 공정율 43 %
  컨벤션홀  ∙ 구조 프레임 완료

 ∙ 외장 프레임 설치 준비 중

  전시관  ∙ 철골공사 완료
 ∙ 외장 프레임 설치 준비 중

  디자인정보센터  ∙ 외장 프레임 설치(45%)
 ∙ 외장 패널 설치 착수

  지하연결광장   ∙ 지하공간 터파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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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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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색상≫

Natural silver : 16,791장 (37.0%)

 Cristal silver : 3,817장 (8.5%)

Silver Chalice : 13,775장 (30.5%)

 Bright silver : 10,822장 (24.0%)

≪분절판≫

원      판 : 7,904장 (17.5%)

1/4  분할판 : 16,572장 (36.7%)

1/16 분할판 : 20,657장 (45.8%)

≪타공판≫

무타공판   : 26,752장 (59.3%)

Φ20 타공판 : 9,934장 (22.0%)

Φ25 타공판 : 5,745장 (12.7%)

Φ30 타공판 :  2,702장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