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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ular construction technique is an adaptation of factory-based mass production concept in ordinary manufacturing 

industries to construction industry and it assumes that panels, units, etc. are fabricated in factories and assembled in 

construction sites. Given its structural limitations, modular construction technique is primarily used in low-story 

buildings whose maximum height is usually five stories, but researchers are actively studying possible adaptation of 

modular construction technique to high-rise building designs these days as in the case of infill-type modular 

construction design. Infill-type modular construction technique, most frequently used in high-rise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completes frame construction first in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nd fills unit modules in such structures. 

However, infill-type modular construction technique leads to longer construction schedule accompanying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 cost overrun due to additional of temporary work, and possible damage to units in the wake of facility 

construction. Accordingly, this study is performed as a basic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bottom-up infill-type 

modular construction technique intended to construct structural frames and fill in units sequentially in a bid to address 

such drawbacks of current infill-type modular construc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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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작업에 의존하는 건설업의 특수성이 생산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듈러 건축은 이러한 건설업 생산과정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공업화를 통해 보완하고자 개발되었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패널, 유닛 등을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거나 사전

에 건축한 철골,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유닛을 인입하는 방식이다.1) 따라서 모듈러 건축 공법을 사용할 경우 공기단축, 현장노무비 절감, 일정한 

품질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에서 생산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공법은 부재를 연결하는 조인트(Joint)등에서 구조적 어려

움이 있다.2) 그 결과 모듈러 건축 공법은 학교, 군막사, 주거시설 등 저층형 건축물에 주로 적용되었으나, 최근 고층 건물에 모듈러 건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층 모듈러 건축 시 빈번하게 사용되는 Infill type modular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Infill type modular 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bottom-up infill type modular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Bottom-up infill type modular

Infill type modular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 철골,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시공한 골조 프레임에 유닛 모듈을 

인입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3) 일반적으로 모듈러 건축에 사용되는 적층형 유닛박스(Unit box)공법이나 조립형 패널라이징

(Panelizing)공법에 비해 높은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므로 중, 고층형 건축물 공사에 적용가능하다.3) 기존 Infill type modular는 그림 1의 

(a), (c)와 같이 골조 프레임을 완전히 선 시공한 후 유닛 모듈을 인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존 Infill type modular 공법을 

적용할 경우 기둥-기둥 사이 공간에 데드스페이스(Dead space)발생하고, 유닛의 수평인입을 위해 특수한 가설장치를 사용하므로 골조공사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골조 공사 전 공정이 완료 된 후 유닛을 인입하므로 공기지연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식 구조 공법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골조 프레임 시공과 유닛 인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Bottom-up infill type modu-

lar 공법을 제시하여, 기존 Infill type modular 공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Bottom-up infill type modular 공법은 그림 1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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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와 같이 철골구조와 같은 건식 구조 공법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골조 프레임을 시공하는 동시에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수직으로 유닛을 인입하

는 공법이다. 그 결과  Bottom-up infill type modular를 사용할 경우 기존 infill type modular 공법에서 발생했던, 데드스페이스 발생, 

가설비용 증가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건식 골조로 인해 기존에 사용되던 공법에 비해  정확한 공기 예상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하다.

그림 1. Infill type modular공법과 Bottom-up infill type modular공법 시공 방법

3. 결 론

공기단축, 현장노무비 절감, 품질 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듈러 건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모듈러 건축 공법 적용 시 

발생하는 구조적 안정성 감소의 문제로 인해, 모듈러 건축 공법은 주로 저층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철근콘

크리트, 철골 등을 이용하여 구조 프레임을 선 시공한 후 유닛을 인입하는 Infill type modular 공법을 활용한 모듈러 건축의 고층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그러나 Infill type modular 공법을 적용할 경우 공기 지연, 가설비용 증가, 데드스페이스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Infill type modular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직 방향 유닛 인입을 사용하여 골조 프레임 시공과 유닛 

인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Bottom-up infill type modular 공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Bottom-up infill type modular 공법은 

향후 모듈러 건축 공법의 고층화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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