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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8년 7월 1일로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그로인해 많은 건설사에서 공사기간 증가 및 공사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건설사업 중 많은 %를 차지하는 주택사업(아파트)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단축의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모듈러를 기준층 공사에 비해 

비효율적인 공사방법과 공사기간을 차지하고 있는 옥탑부에 적용하려고 한다. 현재 대형건설사에서도 옥탑부 모듈러를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정확한 설계프로세스 및 시공프로세스는 구축되어있지 않다. 본 논문은 양중 가능 범위 

안에서 공사기간을 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설계안을 제시 하며 여러 형태의 옥탑부에 적용 가능 하도록 하여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공사기간 증가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아파트 공사기간 단축에 일조 하고자 한다.

키워드: 옥탑부, 모듈러, 설계프로세스, 시공프로세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인력에 대한 수요

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기

대하며 시행 되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감소 우려,

기업 측면에서는 기업의 추가 부담 우려 등 부정적인 요소

가 발생했다. 또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건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사기간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기사를 참고해 5대건설사 (삼성, 현대, 대림, 대우,

GS)의 건설 사업중 주택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해 주택사업(아파트) 현장에 근로시간 단축으

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장작업으로 인해 현장작업

을 단축시켜 공사기간 단축과 다양한 조합을 통해 기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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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과 신축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

듈러 건축물을 아파트 옥탑부에 적용 하고 있다.

아파트 옥탑부 모듈화는 현재 대형건설사에서도 시도하

고 있는 중으로 정확한 설계프로세스와 시공프로세스는 구

축되어있지 않다.

모듈러 시스템은 크게 내력벽식과 프레임식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다양한 형태와 크기에 맞게 조립 될 수 있도록 

프레임식을 선택해 옥탑부 즉, EV기계실 역할과 옥탑부에 

작용하는 여러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옥탑부 모듈러를 설계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아파트 옥탑부 모듈화를 먼저 시행하

고 있는 기존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참고하여 옥탑부 모듈

화의 핵심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 후 옥탑부 모듈러 설

계의 핵심과 문제점을 보완할 설계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설계프로세스를 따라 모듈러 제작, 운송, 시공에 대한 논

문과 특허 등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설계를 진

행한다. 아파트 공사현장, 모듈러시공에 대한 현장의 목소

리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옥탑부 모듈화의 핵심을 정리



해 세부적인 설계프로세스는 <Fig.1>과 같다.

<Fig.1> 설계프로세스

2. 옥탑부 모듈화 기존 사례 분석

2.1 조사대상 프로젝트

2.1.1 조사대상 프로젝트 

현재 모듈러 구조적 공법은 프레임식, 내력벽식, 비구조 

모듈 공법이 있고 옥탑부 모듈의 핵심인 양중무게를 고려

해 프레임식과 내력벽식 구조가 많이 사용된다.

대림건설의 경우 프레임식 구조를 사용했고 외장재와 내

장재는 내화구조로 구획했으며 계단은 철골계단을 적용, 기

계실 바닥은 deck + concrete시스템과 Hollow-core Slab를 

고려했다. 또한 옥탑부에 작용하는 하중들을 계산 후 Brace

를 적용해 구조적 보강을 진행 했다. 외관에 대한 아이디어

는 커튼월구조, 내부철골계단, 외부철골계단 등을 고려하며 

설계가 진행 되었다.

포스코건설도 프레임식 구조를 사용했고, 외장재와 내장

재는 내화구조로 구획했으며 계단 역시 간편한 시공을 위

해 철골계단을 적용하였다. 포스코건설의 옥탑부 모듈러는 

바닥판에 PC공법의 바닥판을 적용하였다. 또한 기계실모듈

과 계단실모듈의 사이공간은 현장시공 했으며 현장시공의 

벽면은 패널라이징으로 현장에서 조립하였다.

3. 옥탑부 모듈화 설계

3.1 설계프로세스 조건 설정

  3.1.1 고정조건 설정

양중무게(중량) 조건에 대한 설정은 기존의 아파트 현장

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스펙을 참고하였다. 김포 롯데

캐슬현장의 타워크레인 모델과 배치도를 참고하여 타워크

레인에서부터 옥탑부의 거리를 측정해 양중가능 무게를 파

악했고 그 결과 타워크레인 양중 무게 제한의 88% 허용치

를 설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모듈의 무게 조건을 3.1Ton 이

하로 설정하였다.

처짐에 대한 변형 조건은 2018 IBC 기준을 참고해 처짐 

제한을 L/240로 제한하였고, 수평변위에 대한 제한은 정확

하게 정해져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평변위 제한을 참고하여 

H/400으로 제한하였다.

옥탑부 형태는 일렬형, 병렬형, 분리형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었고 판상형 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에 모두 적용되

고 있는 일렬형을 선정하여 병렬형과 분리형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프레임식 구조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옥탑부 사이즈는 기존의 여러 가지 아파트 도면을 비교

하여 가로 10.5m, 세로 2.9m, 높이 6m로 결정하였다.

적용하중은 건축구조 기준 설계하중인 KDS를 참고하여 

옥탑부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풍하중을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풍속(Vo)중 가장 많은 지역(서울, 김포, 수원, 부천 등 

전국 43곳)에 해당되는 26m/s를 선정해 그에 따른 지진하

중과 적설하중을 선정 하였다. 또한 지붕층, EV기계실, 계

단실 각각에 해당하는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적용하였다.

지붕층 재료종류 두께(mm) 비중(KN/m2) 단위하중(KN/m2) 계수하중(KN/m2)

고정하중
마감 및

2차 부재
0.5 0.6

활하중 1.00 1.60

하중합계 2.2

<표1> 지붕층 설계하중

EV기계실 재료종류 두께(mm) 무게(kg) 단위하중(KN/m2) 계수하중(KN/m2)

고정하중

권상기 350 3.43 4.116

Car 1,150 11.27 13.524

바닥판 1,224 12 12

마감(외장재) 45 0.9 1.08

활하중 1,000 9.8 15.6

하중합계 46.152

<표2> EV기계실 설계하중

계단실 재료종류
규격(mm)

무게(lg) 단위하중(KN/m2) 계수하중(KN/m2)
폭 너비 높이 두께

Steel stair Stee; 계단 1300 280 180 3 897 - -

고정하중 3.45 4.14

활하중 2.00 3.20

하중합계 7.34

<표3> 계단실 설계하중



적설하중

지역 지상적설하중

서울, 과천, 수원, 용인,

안성, 이천, 세종, 대구,

울산, 부산, 인천, 아산,

포항, 대전, 목포, 경주,

의정부, 안산 ···

0.5KN/m2

정읍 0.65KN/m2

함평, 나주 0.7KN/m2

화천, 충주, 문경 1KN/m2

양구, 홍천, 횡성 1.5KN/m2

대관령 2.5KN/m2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기본지붕적설하중계수(Cb) 0.7 온도계수 (Ct) 1.2

노출계수 (Ce) 0.8 ~ 1.1 중요도계수 (Is) 1.0

<표4> 적설하중

풍하중

풍속분포도 적용 비고

설계기본풍속 (Vo) 26m/sec (서울 등)

풍속고도분포계수 (Kzr) 1.2

지형계수(Kzt) 1

중요도계수(Iw) 1

가스트영향계수 (Gf) 2.5 (노풍도A)

풍압계수(Cpe)
설계풍압 산정시의

외압, 내압 계수

주골조설계용 풍하중

Wr = prA(N)

-A : 유효수압면적

-pr : 지붕의 설계풍압

<표5> 풍하중

지진하중

풍속분포도 구분 내용 비고

지역계수(A) 0.22 지진구역1

지반종류 - -

중요도계수(Ie) 1.2 중요도 : 1

반응수정계수(R) 3.5
철골

보통모멘트골조

허용층간변위(δ) 0.015hsx -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표5> 지진하중

3.1.2 변수조건 설정

바닥시스템은 Truss deck, Ferro deck, Hollow core slab,

Steel plate, Steel joist + cement board 중 현장시공을 최

소화 하기위해 모듈에 바닥 시스템을 포함해 양중하기 위

해 구조적으로 안정되며 비교적 무게가 적게 나가는 Steel

joist + cement board로 선정했고 1층 엘리베이터실 모듈의 

천장과 2층 엘리베이터실의 바닥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중

복부재를 줄였다.

<Fig.2> steel joist + cement board

<Fig.3> steel joist에 대한구조검토

Steel joist의 간격은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 cement board의 

휨에대한 검토, 절대변형기준 처짐에 대한검토, 상대변형기

준 처짐에 대한검토를 통해 30cm로 결정해 EV기계실 바닥

판에 17개의 Steel joist설치로 강도, 변형, 중량에 최적화 

하였다.

계단시스템은 PC계단, Steel계단, 조립용 계단 중 양중무

게와 현장시공 최소화를 고려해 모듈러에 설치 후 양중하

기 위해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Steel

계단을 적용하기로 했고 기존의 RC계단과 이질감이 없는 

마감재를 사용하였다.

3.2 Midas 구조해석

<Fig.4> 옥탑부 모듈러 구조검토

구조해석에 사용 된 부재는 다음과 같다.

기둥 H 125x125x6.5x9

보  H 200x100x5.5x8

브레이스 60x6T



Midas Gen 프로그램을 사용해 옥탑모듈러 구조해석을 

진행하였다. 지붕층, 기계실, 계단실 에 대한 고정하중과 활

하중을 적용시켰고 풍하중과 지진하중, 적설하중을 적용시

켜  구조해석을 진행해 우리가 선정한 수평변위 제한조건 

L/240 ( 4,83mm < 7.5mm ··· O.K. ) 수직변위 제한조건 

H/400 ( 7.18mm < 12.8mm ··· O.K. )에 대해 O.K. 결과

를 얻어 부재를 줄여가며 무게 최적화를 하였다. 그 결과 

최초 모델 4,384kg에서 최종 모델 3,472kg 으로 총 912kg

을 감량하였다.

3.3 외장재 및 내장재

<Fig.5> 외장재 및 내장재 상세설계

<Fig.6> 외장재 – 외장재 접합부 아이디어

외장재는 기존 RC구조와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징크패널

을 적용시켰다. 시공 방법은 공장에서 모듈러 프레임에 각

형강관(stud)을 용접후 각형강관에 설치해 운송한다. 이때 

모듈과 모듈의 외장재 접합 부분은 고무 가스켓을 사용해 

시공성 뿐 아니라 기밀성과 방수성을 확보하였다.

내장재는 옥탑부에 요구되는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골조에 내화뿜칠과 방화석고보드를 사용했고,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차단과 외기로 인한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단열재를 시공하였다.

외장재와 내장재를 상세 설계함에 있어 확보된 공간에 

브레이스가 설치 가능 하도록 브레이스 설계변경 과정이 

있었다.

3.4 접합부

3.4.1 모듈과 기초 접합부

<Fig.7> 기초와 모듈러 접합 상세

<Fig.7> 기초와 모듈러 접합 상세 (계속)

기초와 모듈러의 수직 접합부는 관통형 접합 방법을 사

용했다. 기초에 앵커볼트와 접합용 강봉을 시공해 모듈러 

안착을 위한 400mm높이의 H형강을 설치한다. 기초 H형강

위에 모듈을 설치하고 관통형접합인 강봉과 커플러를 결합

해 기초와 모듈을 결합한다. 모듈의 기둥부재는 H형강이지

만 기둥의 아래 부분은 한쪽이 뚫린 각형강관의 모습을 보

인다. 이 아이디어는 커플러가 체결되는 부분에서의 시공오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가 눈으로 확인하며 작업할 

수 있는 장점과 모듈 양중시 변형을 잡아줌과 동시에 내장

재 설치가 가능한 보조부재를 기둥에 용접하기 위한 면적

이기도 하다.

3.4.2 모듈과 모듈 접합부

모듈과 모듈간 수평-수직 접합부 역시 관통형 접합을 사

용했다. 수평접합은 연결 플레이트를 이용해 모듈간의 결합

을 이루었다.



<Fig.8> 모듈 기초 접합부 3D 모델제작

모듈러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접합부 

부분을 1/5scale의 실제 3D프린터로 제작하며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시공에 어려움은 없는지 혹은 보조 부재 해체가 

가능한지 확인하며 설계를 진행하였다.

3.5 단위모듈 상세설계

<Fig.9> 단위모듈 상세설계

<Fig.9> 단위모듈 상세설계 (계속)

3.5.1 옥탑모듈화 공사 진행에 따른 공정률 선정

단위모듈에 대한 공장제작 공정과 현장설치 공정을 구분

해 옥탑모듈화공사 진행에 따른 공정률을 선정하였다.

Level 1 Level 2 Level 3
공정률

60%

공정률

70%

공정률

80%

공정률

90%

골조공사

벽체공사

CH스터드 ● ● ● ●

브레이스 ● ● ● ●

개구부 프레임 ● ● ● ●

바닥공사
Steel joist ● ● ● ●

Cement board ● ● ● ●

지붕공사
Steel joist ● ● ● ●

Cement board ● ● ● ●

마감공사
벽체마감

GRID ● ● ●

외장재 ● ●

창호공사 ● ●

방화석고보드 ●

단열재 ●

지붕마감 도장공사

<표6> 공사 진행에 따른 공정률

층 1층 엘리베이터실 (PH1)

역할 EV홀, EV기계실 천장 (2층의 바닥판)역할

공장 공사 진행도
골조 + 천장(바닥판) + GRID 용접 및 외장재 + 보조빔

+ CH스터드

중량 합계 2,838kg (Modular) + 260kg (lifting beam) = 3,096kg···O.K.

공정률 80%

<표7> Np.1 모듈 상세정보

층 1층 계단실 (PH1)

역할 계단실

공장 공사 진행도
골조 + 계단 + GRID 용접 및 외장재 + 보조빔 +

CH스터드

중량 합계 2,489kg (Modular) + 260kg (lifting beam) = 2,769kg···O.K.

공정률 80%

<표8> Np.2 모듈 상세정보

층 2층 기계실 (PH2)

역할 EV기계실, 지붕역할

공장 공사 진행도
골조 + 천장 + GRID 용접 및 외장재 + 보조빔 +

CH스터드

중량 합계 2,699kg (Modular) + 260kg (lifting beam) = 2,959kg···O.K.

공정률 80%

<표9> Np.3 모듈 상세정보

층 2층 계단실 (PH2)

역할 계단실, 지붕역할

공장 공사 진행도
골조 + 천장 + GRID 용접 및 외장재 + 보조빔 +

CH스터드

중량 합계 2,651kg (Modular) + 260kg (lifting beam) = 2,911kg···O.K.

공정률 80%

<표10> Np.4 모듈 상세정보



양중무게와 현장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4개의 각 단위

모듈에 대한 상세설계를 진행하였다. 각 단위 모듈 설계에 

있어 공장작업과 현장작업을 구분하고 공장에서의 공정률

을 나타냈다. No.1(1층 엘리베이터실)의 특징은 현장시공을 

최소화 하기위해 엘리베이터 아래층의 천장 역할과 엘리베

이터 기계실의 바닥판이 되는 바닥시스템을 설치했다는 점

과 No.2(1층 계단실)의 특징 역시 현장 작업을 줄이기 위

해 Steel계단을 모듈에 설치했다는 점이다. 이후 No.3(2층 

기계실), No.4(2층 계단실)에 대한 상세설계를 진행하였다.

4. 옥탑부 모듈러 시공

4.1 단위모듈 양중

<Fig.10> 양중아이디어

<Fig.10> 양중아이디어 (계속)

단위모듈러 양중방법은 양중시 발생하는 변형을 고려하

여 상부 모듈 접합부에 있는 커플러에 아이볼트를 체결해 

양중하는 방식을 선정하였다.

4.2 단위모듈 운송

단위모듈러 운송방법은 트레일러에 단을 만들어 모듈의 

돌출된 외장재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하

였다.

4.3 옥탑부 모듈러 시공프로세스

설계된 옥탑 모듈의 시공프로세스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기초시공

1층 엘리베이터실 (No.1) 설치 후 보조부재 재거

1층 계단실 (No.2) 설치 후 보조부재 재거

수평결합 (연결플레이트 설치)

2층 엘리베이터실 (No.3) 설치 후 보조부재 재거

2층 계단실 (No.4) 설치 후 보조부재 재거

지붕층 마감

내부 마감

<Fig.12> 시공프로세스

시공프로세스는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게 3D 시공 시뮬

레이션 영상을 제작하였다.

<기초시공> <No.1 1층 엘리베이터실 설치>

<보조부재 제거> <No.2 1층 계단실 설치>



<수평결합 –연결플레이트> <No.3 2층 엘리베이터실 설치>

<No.4 2층 계단실 설치> <지붕층 마감>

<내부 마감>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옥탑부에 모듈러를 적용해 기존의 

RC구조의 옥탑부의 기준층에 비해 단위면적당 비효율적인 

공사기간과 공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높은 고소작업

으로 인한 작업자들의 안전문제와 날씨의 영향을 쉽게 받

음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 등을 해결해 공사

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를 따라 설계된 옥탑 모듈

을 적용함으로써 옥탑부 자체의 골조공사기간을 약60일에

서 약1주일로 기존의 비효율적인 옥탑부의 공사기간을 줄

일 수 있다. 그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조기 설치하여 타워크

레인 및 호이스트(건설 중장비)를 한 달 이상 조기 해체가 

가능하여 전체 공사비 중 건설 중장비 대여비, 타워크레인 

기사 노무비를 절약할 수 있고 타워크레인 노조로 인한 공

사기간 증가 등의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공장제작으로 인한 옥탑 자체의 품질을 비교적 균일하게 

하여 품질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고소작업을 줄일 수 있어 

작업자의 안전까지도 확보할 수 있어 아파트 옥탑부에 우

리의 옥탑부 모듈러 설계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모듈의 형태는 일렬형, 병렬형, 분

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일렬형으로 진행했

지만 아파트 옥탑부 모듈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옥

탑부 설계안과 RC구조의 아파트 기준층과 이질감이 들지

않으며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옥탑부 모듈러 연

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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