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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탑다운

지하공사의 3S를 실현합니다
http://www.baro-ck.com

개발과 컨설팅  l  (주)바로건설기술

Double Beam System

바로건설기술의 4번째 신기술 (제727호)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727 호



탑다운(Downward) 공사 중에는 슬래브의 하중을 
철골이중보와 센터파일이 지지하면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지하 탑다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RC기둥이 타설되어
철골이중보와 RC 드롭패널, 그리고 RC기둥으로 구조물이 
형성됩니다.

바로나 DBS탑다운

수평부재의 축소로 획기적인 원가절감 !

신개념 DBS구조를 적용하여,

철골보로 둘러싸인 드롭패널효과로 인한 수평부재 물량감소
스트러트, 오픈컷 공법과 대비한 경제성에서도 유리한 획기적인 역타공법

가설센터파일을 이용한 탑다운 !
세계최초로 PRD가 아닌,

탑다운공법은 PRD파일공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에서 탈피
번거롭고 까다로운 PRD의 삭제로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동시에 실현

굴착단계

기둥 시공단계

가설센터파일 + 브라켓

드롭패널 + RC기둥

스트러트 공법 대비 원가 10%절감
기존 탑다운(Downward)대비 원가 20% 절감

스트러트 공법 대비 지하 공사기간 1/2단축
기존 탑다운 공법 대비 PRD 공사기간 1/2단축

① 흙막이 공사 및 센터파일 설치 ② 표토제거 및 DBS브라켓 설치 ③ 철골설치

④ 슬래브 타설 및 반복시공 ⑤ 최종 터파기 ⑥ 기초 공사

⑦ 수직재 순 타설 ⑧ 수직재 타설 후 브라켓 해체 ⑨ 센터파일 제거

바로나 DBS 탑다운 공법이란?

Save
3S

Speed
안전한 슬래브 지지공법으로 
흙막이 배면변위 과다 및 붕괴 위험 해결
공사 소음, 분진을 차단하여 환경 저해요인 해결

Safe

3S 공법

시공순서

건설신기술 727호 건축구조기술사회 기술인증

특허증(제10-0967496호) 특허증(제10-0967497호)



일반철골조 10x10m DBS 구조 10x10m

철골중량 100% 철골중량 83%

스트러트 공법 대비 원가 10%절감

기존 탑다운(Downward)대비 원가 20% 절감

별도의 복공없이 간단한 구조 보강으로 장비통행로 확보

드롭패널로 인한 휨모멘트 감소 효과

Span=10m Span=7m

H-600x200 : 3.18톤 
H-400x200 : 2.64톤 

SRC기둥을 RC기둥으로 
철골 자재비 절감

PRD파일 공정의 생략으로 천공공사비 및 공사기간 단축

SRC기둥 RC기둥

아웃케이싱 공정, 코덴테스트, 폐기물처리 불필요

DBS탑다운공법 : 일반 가설 센터파일PRD 공법

Speed 스트러트 공법 대비 지하 공사기간 1/2단축, 기존 탑다운 공법 대비 PRD 공사기간 1/2단축

센터파일이 가설재이므로 수직재의 시공 관리가 간편함

현장 실측이 필요없는 순수 공장제작 철골 시공

수평부재는 선시공, 수직부재만 순타로 공사기간 단축 

Safe 안전한 슬래브 지지공법으로 흙막이 배면 변위 과다 및 붕괴 위험 해결

소음, 분진으로 인한 환경 저해요인 해결

최상층 전체를 작업장으로 활용

안정적인 흙막이와 공사소음, 비산먼지 차단 효과

철골 스트러트 가설부재 영구 RC 슬래브

버팀 弱 버팀 强

개착식 공법 DBS탑다운공법

슬래브 타설로 흙막이 위험제거 및 민원해결

배면변위발생

Save

소음 분진

스트러트
+RC순타 

<당초예상공기>

DBS 
 탑다운 

<실 시공 공기>

흙막이 센터
파일

터파기
기초

지하골조 스트러트 
해체

지상골조

지하 7층/지상 20층
연면적 : 63,867㎡
지하 : 25,174㎡
지상 : 38,692㎡ 

실제 시공된 공기 자료

2.9개월

0.4개월 4.5개월

0.8개월 5.6개월

0.6개월 8.6개월

흙막이 센터
파일

터파기
기초

지하기둥

지상골조

3.2개월

1.2개월 5개월
0.8개월

2.5개월
8.6개월

지하
벽체

센터파일 착수 9.5개월 후, 지상골조공사 START
약 2.1개월 단축



실험을 통한 성능검증

드롭패널 실험

국토 해양부 연구과제로 수행 (2005~2009)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인하대, 남서울대 공동 연구

4변 구속과 비구속 접합부의 뚫림전단에 대한 비교
기둥과 4변 구속의 거동 연구

< 실험결과 > 

1. a/h≤1.3배 : Strut & Tie 거동, a/h>1.3배 : 일반적인 휨모멘트 거동

2. 뚫림전단 내력 : 구속 실험체/비구속 실험체 = 약 1.5배

3. 전단강도 : 구속 실험체 최대하중/설계기준식 전단강도 = 1.44~1.74배

< DBS 드롭패널 실험 >

< DBS 철골보 최대 단부 모멘트 > < DBS 드롭패널 모멘트 >

처짐, 진동 등의 구조성능 향상 효과

일반철골조

8mX12.5m

H-606X201X12X20

H-612X202X13X23

DBS 구조

8mX12.5m

H-396X199X7X11

H-496X199X9X14
합성보 설계 
최대처짐 44.5mm

최대처짐 
19.0mm

철골중량 32% 감소, 처짐량 50% 이상 감소

바로나 DBS탑다운 현장적용

스트러트에서 DBS탑다운으로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 지하4층, 지상6층
연면적(지하) : 11,670㎡

■ 기존 가설 평면도(스트러트)

■ DBS 구조평면도

철골 탑다운에서 DBS탑다운으로

서울시 중구 순화동 / 지하5층, 지상22층
연면적(지하) : 31,394㎡

■ 기존 가설 평면도
   (철골조)

■ DBS 구조평면도

어스앵커에서 DBS탑다운으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지하3층, 지상34층
연면적(지하) : 35,321㎡

■ 기존 가설 평면도
   (어스앵커)

■ DBS 구조평면도
중앙부 순타
DBS RC조

테두리부 역타 
DBS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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