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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en Frame is a column-beam system that uses composite precast concrete members. Previous studies have proven 

this system to be not only structurally safe, constructible, and economically feasible, but also environmentally-friendly. 

If the computerized program is used to estimate the quantity, the result of it shall be calculated much easily, quickly 

and exactly than manual estimation, because precast concrete members of Green Frame has standard size and 

connection method between i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quantity survey concept for column-beam structure 

comprised of composite precast concrete members. Hereafter, the quantity survey of Green Frame shall be much quickly 

and accurate, if the system would be made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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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린프레임은 합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 이하 PC) 부재로 이루어진 라멘구조 축조 공법이다.1) 그린프레임은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이 기존 골조 시스템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린프레임

은 PC 부재의 크기와 부재간 연결방법이 정형화되어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한 물량산출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계산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정확한 물량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되거나 상용화된 물량산출 프로그램들은 현장타설 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 이하 

RC) 구조나 철골구조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린프레임의 물량산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린프레임을 위한 물량산출 

시스템의 컨셉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물량산출 시스템 컨셉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쉽고 빠르게 물량

을 산출하고 자재관리, 조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그린프레임 물량산출 시스템의 범위

그린프레임의 골조공사 물량산출 범위는 그림 1과 같이 건물별, 층별, 부위별, 자원별 물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린프레임의 기둥과 보는 

합성 PC 부재로서 기존 공법보다 경계조건(부재연결, 철근 이음 및 정착 등)이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 물량산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물량은 부위 혹은 부재별로 산출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구현하면 목적에 따라, 검색 조건에 따라 원하는 층, 

부위에 해당되는 특정 자재를 손쉽게 분류하고 정렬할 수 있다.

그림 1. 그린프레임 물량산출 시스템의 범위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교신저자(kimskuk@khu.ac.kr)



2014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4권 1호, 통권 제26집)

- 49 -

3. 물량산출 시스템의 개념

그린프레임 물량산출 시스템의 개념도는 그림 2와 같다. 구조설계 데이터와 도면이 완성되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정보를 분류하여 

부재정보 DB에 저장한다. 이때 부재분류체계는 부재정보를 분류할 뿐 아니라 물량산출을 수행한 후 모든 자원 및 부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항후 시스템이 완성된 후, 용도와 조건에 맞게 물량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그린프레임 물량산출 시스템의 개념도

물량산출은 그림 2와 같이 부재정보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철근, 철골, 거푸집에 대하여 따로 물량을 산출한다. 산출된 물량은 자재별, 

부위별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되어 DB에 저장되며, 내역서 작성 시 활용된다.

4. 결 론

그린프레임은 PC 부재의 크기와 부재간 연결방법이 정형화되어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한 물량산출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계산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정확한 물량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되거나 상용화된 물량산출 프로그램들은 현장타설 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 이하 RC) 구조나 철골구조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린프레임의 물량산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린

프레임의 물량산출 범위를 정의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물량산출 

시스템을 사용하면 건설 프로젝트에 그린프레임 적용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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