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6권 1호, 통권 제30집)

- 19 -

모듈러 건축용 기계설비 시스템 현황 및

개발에 관한 연구

Pres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Mechanical Utility System for Modular Construction

이 재 수*1) 최 준 석**

                         Lee, Jae-Soo      Choi, Jun-Sok 

Abstract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has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as it has been on a downward. It's a way that active 

modular structure market to solve this problem. However, as Modular structure technical standard in Korea is in the 

early stages, our modular factory maufactured rate is almost 40% lower than overseas. Besides, there is less design 

diversity so it just applies for a few buildings like low-rise building and general group barracke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it is essential to modulating the equipment which can improve the production rate. This will help to ensure 

the quality, shortening of the construction period, the reduction of labor costs. We have defined the name of segmented 

by each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equipment to modulating equipment.  And it was examined the suitability of the 

modulating of the location-specific utility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discussed on the page.

키 워 드 : 모듈러건축, 단위모듈, 모듈러생산시공, 장비모듈

Keywords : modular construction, utility module, production and construction of module, equipment mdule,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근래의 건설시장에서 디자인의 다변성은 건축물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복잡해진 구조물의 건설을 위해 골조공사가 건축물 전체의 

시공공정 중 많은 부분을 소비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대비하여 골조공정의 상당부분을 공장 제작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물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자재의 재사용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용처에 적용할 수 있어 

대안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장에서 최적화된 제작을 통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 전 공정의 80% 이상이 

공장제작화 되어야한다. 공장제작율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골조공사 이후 기계설비 설치 공정이며 작업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장설치율 

개선하면 공장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기존연구의 고찰

2.1 모듈러 건축물의 현황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의 제작, 그리고 운반, 설치 3단계의 공정이 소요된다. 그 중 운반은 비모듈러 조립식건축물의 자재가 소분화 된 

것과는 달리 부피가 큰 구조체를 운반해야하는 특수한 공정이 수반되어 있어 운반과 진동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설치에 있어서도 단위모듈의 

무게가 이미 선진화 되어 있는 해외의 모듈러의 단위유닛의 하중보다 크기 때문에 장비의 선정 및 계획에 있어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기준(소음, 진동, 결로, 에너지, 층간소음, 공기질관리)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고품질 시공이 요구 되고,  그 달성을 

위해 공장제작단계에서 품질을 높이면서 공장제작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모듈러건축 공장제작율은 아직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전체공정을 단축할 수 있는 공장제작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시장에서 모듈러 건축의 단위 면적당 시공비는 기존 비모듈러 

공사비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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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부분 도출

3.1 모듈러 건축물 설비의 하자

모듈러 건축물에서의 설비하자는 현재 5층 이하의 적용사례 중에서 배관의 이음부분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모듈러의 중고층화가 적용될 

경우 필연적으로 이음부위가 많아져 하자 발생 건수의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기계설비 공종은 접합개소의 감소, 접합 방법의 개선, 현장작업의 최소화를 적용하여야 하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2 기존공동주택의 하자유형비교

공동주택의 난방시스템은 개별난방과 지역난방 공급방식에 따라 적용되어지는 시스템이 결정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모듈러 건축물은 지역난방지역에 건립된 사례가 없으며, 지역난방과 도시개발지역계획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모듈러 건축물

에 대한 설비적적용에 더 어려움이 생긴다.  모듈러 건축물의 하자와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방식에서의 하자를 공정별로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듈러 건축에서의 하자는 기계설비 부분이 48%를 차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3.3 모듈러 건축물에서의 기계설비 공종의 개선

모듈러건축물에서 적용되는 기계설비 배관의 종류별, 기능별, 분류를 통하여 공급부위의 접합방법, 배수부위의 접합방법, 신축이 발생되는 

부분의 접합방법, 환기 및 배기를 위한 접합방법에 대한 검토와 공장제작이 가능한 부분, 현장설치가 불가피한 가스배관 공정으로 분류한다.

Main-Shift 급수 부분은 강관이, 배수 부분은 PVC재질의 배관이 설계되어 적용, 설치 되므로 이에 적합한 이음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용수공

급 부분에 이중관매입 공법을 적용할 경우 공장제작과 현장매입 부분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도 있다.

3.4 설비모듈의 개발

모듈러건축용 기계설비 공종은 접합개소를 줄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설비 라인을 집중화하여 설계하고 간결한 설치를 

구현하기 위해 바닥용 설비유닛, 천정형설비유닛, 벽체용설비유닛, 샤프트설비유닛 등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서브-모듈화하여 선제작을 하고 

건축공정과의 간섭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In-Factory 방식이 아닌 Out-Factory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서브 모듈 선제작

(Out-Factory)을 통해 부착과 고정을 위한 최소한의 작업만을 할수 있게하여 최종단계인 모듈러 공장에서의 생산기간을 단축한다. 

모듈러공장제작과 동시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작업에는 터파기와 같은 토공사, 모듈러박스(In-box: 단위모듈러)가 고정될 구조베이스의 

설치,  정화조, 기계실, 전기실, 오수/우수배수시설의 공사가 있으며, 이 공사들이 선행되는 동안 공장에서는 모듈이 제작되어야 한다. 이 때, 

공장제작이 어려운 공정들을 단위화(Out-box: 기계장치모듈(Equipment Module))하여 공장제작 후 설치하면 기존공법으로 소요되는 기반공사

를 단축하며 전체 공정을 단축시킬수 있다. 

                                

4. 결 론

모듈러제작공장에서 모든 재료가 조립되는 것이 아닌 Sub-Manufucture(out-Factory) 가 Main-Manufucture line을 지원하여 효율화 

및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전체에서 모듈러 유닛이 인필(In-fill)방식을 사용하는 것처럼  기계설비유닛모듈을 인필

(In-fill)방식으로 설치될 수 있다면 제작되어지는 시간과 더불어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6년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모듈러연구과제 중 모듈러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기술개발 연구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입니다.

참 고 문 헌

1. Cho, B. H.,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제15권 제4호 4 2005-6095 

2. Lim, J. H., Korea Green Building Council v.12 n.3 p47-56, 10pages

3. Cho, B. H.,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제58권 제5호 pp.42~46 1229-6163 KCI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