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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施設

모듈러 건축물의 해외 사례 소개
An Industrialized Buildings Applying Modular Building System

  

                                              유 영 동*       김 상 호**    

                                              Yu, Young-Dong   Kim, Sang-Ho

1. 머리말1)

  모듈러 건축물이란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기술 

개발이 먼저 이루어진 시스템으로써, 구조모듈

(structural modules)과 비구조모듈(non-struct-

ural modules)의 조합으로 입체 유니트(modular 

or volumetric units)를 구성하는 시스템 건축물

을 말한다. 

       

그림 1. St Salt Grammar School (26 classrooms)

그림 2. Didsbury School(Manchester)

   

 * 정회원, 포항산업 과학 연구원

모듈러 건축물은 학교, 병원, 호텔, 군막사, 오피

스, 레스토랑, 단독, 연립주택용 건축물 등으로 다

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본 고에서는 다양한 용

도로 적용된 해외사례를 소개하여, 공업화 건축물

을 국내 학교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모듈러 건축물의 해외 적용사례
2.1 업무용 모듈러 건축물

① 오피스 빌딩(New Office Building for Ciba 

Polymers - Yorkon)

  둑스포드(Duxford)에 위치한 시바 폴리머스

(Ciba Polymers)社의 새로운 오피스 빌딩은 영업

소와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2

층 높이의 오피스빌딩은 공장의 부지내에 건설되

었으며 약 100명이 근무한다. 외관상으로는 건물

의 출입구 부분을 전면유리로 처리하였는데 필요

한 경우에는 파사드를 완전히 유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무실의 평면계획은 기본적으로 

오픈플랜이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개인별 사무공간

과 회의실, 기타 서비스공간이 조합되어 구성되었

다. 특히 요콘(Yorkon)社의 사무실용 모듈은 내

부에 벽체나 기둥이 없는 오픈된 공간을 형성하

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무실 공간은 용도에 

따라 언제나 변경이 가능하다. 연면적 2,150㎡의 

오피스빌딩을 건설하는데 총 18주가 소요되었다. 

건설전 준비 제작은 8주가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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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오피스빌딩의 외관

  

  주요구조재는 경량철골 조립부재를 적용하였으

며 내부적으로 폭넓은 공간대응이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해 오픈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증축은 재실

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외부마감은 단열재 복합 강판패널

(Plastisol)로 되어 있다. 외부 비상계단은 내화페

인드된 아연도강판으로 제작되었다. 주요 구조재

인 아연도금 강재의 수명은 60년 이상의 내구년

한을 지니도록 설계되었다. 

구 분 내   용

위치 영국 둑스포드(Duxford)

건립기간 18주

규모 및 용도 연면적 2,150㎡, 업무용 오피스

외부마감 단열재 복합 강판패널

설계사

요콘(Yorkon)社시공사

모듈 제작사

표 3. 모듈러 오피스의 시설개요

그림 4. 오피스빌딩의 지상층 평면

그림 5. 건물의 출입구 주변

그림 6. 건물내부의 사무실 공간

  

2.2 상업용 모듈러 건축물
① 패스트푸드점(McDonald' s Drive Thru-Bri-

tspace & Yorkon)

  맥도널드는 브릿스페이스(Britspace)社와 요콘

(Yorkon)社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영국 내에서 

300개 이상의 모듈러 점포를 건설하는데 사용되

었다. 특히 모듈러 건축을 도입함으로써 어느정

도의 공기단축이 가능한지를 실험하였는데 요콘

(Yorkon)社시스템을 도입하여 50개의 좌석을 지

닌 레스토랑을 48시간 만에 현장에서 조립하였으

며 특히 요콘(Yorkon)社의 모듈을 설치하는데는 

단지 2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한편 브릿스페

이스(Britspace)社에서는 현장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24시간만에 건설을 완료한 기록을 지니

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듈러 건축기술을 레스토랑 

건설에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건설방식으로 12- 

16주가 소요되던 공기를 공장생산 기간을 포함하

여 8주로 단축할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이 기간

을 다시 4주로 단축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모

듈이 공장에서 운반되기 시작하고 8일 만에 레스

토랑을 개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맥도널드의 표준적인 레스토랑은 6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현장에 적용된 가장 큰 모듈은 12m× 

3m의 크기로 삼면이 유리창으로 구성된 것이다.  

브릿스페이스(Britspace)社와 요콘(Yorkon)社의 

모듈은 매우 견고한 경량철골 조립부재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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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견고성으로 인해 공장에서 커튼월을 

설치하고 현장에 반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림 7. 맥도널드 레스토랑의 표준적인 평면구성

그림 8. 모듈러 시스템으로 건립된 멕도날드 
패스트푸드점

그림 9. 맥도널드 레스토랑의 현장조립 과정

② 호텔(Granada Travellodge, Yardley-Terr-

apin)

  그라나다(Granada) 여행자 숙소는 지속적으로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한 호텔을 건설하고 있는

데, 특히 최근에 개발한 ‘Prospex'라는 모듈러 디

자인은 고도의 가변성을 지니면서 품질관리가 용

이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그라나다 호텔체인에

서 주장하는 모듈러 건축기술의 도입이유는 다음

과 같은 3가지 측면이다. 첫째 전통적인 건설기술

에 비해 공기가 단축되고, 둘째 공장생산을 배경

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과 마감상의 품질을 유

지할 수 있으며, 셋째 영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

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림 10. 호텔의 외관

  40개의 침실을 지닌 2층 규모의 여행자숙소

(TravelLodges)에서는 침실뿐만 아니라 계단실용 

모듈과 리셉션, 린넨실용 모듈이 모두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에 반입되었다. 또한 내부의 실내장

식과 마감재, 외벽의 마감재는 호텔측의 요구에 

따라 디자인되었다. 모든 모듈은 공장에서 내장 

마감이 완료된 상태에서 현장에 반입되었으며 현

장에서는 모듈간의 결합과 함께 가구와 위생기구, 

장식품 등의 조립이 이루어졌다.

  현장에서의 준비작업이 공장에서의 생산공정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충분하고 전

통적인 방식에 비해 이웃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다. 또한 현장에서의 기능공의 인건비와 야적에 따

른 비용이 줄어들며 건설자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여기서는 특히 실내의 마

감재를 보호하기 위해 도어가 잠긴 상태에서 현장

조립이 이루어졌는데 모듈간의 접합은 공용복도측

의 설비배관용 덕트공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림 11. 호텔의 공용복도와 표준적인 객실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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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모듈의 공장제작 및 현장 설치

그림 13. 외장마감 이전단계의 모듈

2.3 주거용 모듈러 건축물
① 모듈러 아파트(Murray Groove - Yorkon) 

구분 내용

위치 영국 런던의 해크니(Hackney)

건립년도 1999년도 초

규모 및 용도 5층 규모, 도심형 공동주택

모듈크기
폭 3.2m×길이 8m×높이 3m의 호텔용 

모듈

평면구성
①1침실형(2개 모듈)
②2침실형(3개 모듈)

외부마감 클립-온(clip-on) 방식의 테라코타 타일

발코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발코니 모듈 부착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의 형태로 현장에 
반입한 후 조립

설계사 Cartwright Pichard Architects社

시공사 Kajima UK Engineering社

모듈 제작사 요콘(Yorkon)社

표 4. 머레이 그루브 아파트의 시설개요

그림 14. 완공후 전경

그림 15. 발코니 부분 전경

   런던의 해크니(Hackney)에 위치한 머레이 그

루브(Murray Groove) 아파트는 5층 규모의 도심

형 공동주택으로 요콘(Yorkon)社에서 개발한 폭 

3.2m×깊이 8m×높이 3m의 호텔용 모듈을 공동주

택용으로 개발하여 적용되었다. 

  모든 모듈은 공장에서 내부마감까지 제작이 완

료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현장에서는 모듈의 

조립만이 이루어졌다. 지붕에는 강제 패널이 적용

되었다.

 

그림 16. 엘리베이터 및 계단타워 양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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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의 평면구성은 1침실형의 경우 8m×3.2m 

크기의 2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2침실형은 3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침실과 거실의 내부

치수는 5.15m×3m의 치수로 설계되어, 거실공간

을 침실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내 복도

는 더 넓은 실내공간을 위하여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도로에 면하여 외부 복도가 설계되었다. 

각 주호에는 공용정원에 면하는 개별 발코니를 

가지고 있다. 외벽의 마감은 클립-온(clip-on) 방

식의 테라코타 외장재가 도입되었다. 두 주동의 

연결부에 설치된 실린더형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는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의 형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되었다. 계단 모듈은 1개의 계단참과 양측에 

계단부를 가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엘리베이터

와 계단을 위한 로비는 주택부분과 타워사이에 

설치되었다. 

그림 17. 공장에서 생산된 주거용 룸모듈의 현장조립 과정

② 모듈러 기숙사(웨일즈대학 - TMT)

그림 18. 기숙사의 외관

그림 19. 기숙사의 기준층 평면

구 분 내    용

위치 영국 웨일즈 남부의 Cardiff에 위치

설계사 Ove Arup and Partners

시공사 Trinity Modular Technology

규모
4층 규모

총 64실(총 80개의 룸 모듈을 조합)

모듈 룸 

치수
폭 2.6m× 길이 3.5m

외부마감 벽돌마감

총공사기간 4개월

표 5. 웨일즈 대학 기숙사의 시설개요

  

  웨일즈대학의 학생용 기숙사는 4층 규모로 총 

80개의 룸 모듈을 조합하여 건설된 64실 규모의 

기숙사 시설이다. 적용된 모듈은 TMT 모듈러

빌딩시스템에서 개발한 것으로 다른 구조적인 

보강없이, 12층까지 건립이 가능한 코너지지형 

시스템이다. 모듈의 구조는 냉간 성형강 구조에 

바닥판은 철제 데크를 적용하였으며, 벽체는 강

판(Durasteel) 벽체를 적용하였다. 각각 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강제 내력기둥 사이에는 차음패드

가 부착되어 있다. 내화성능은 최대 3시간으로 설

계되었고 4개층 건립을 위한 총 공사기간은 4개

월이 소요되었다. 차음 및 바닥충격음 성능은 진

동 차단재를 가진 접합부와 강판 벽체를 채택하

여 52dB이상을 나타낸다. 

  단위 모듈의 룸 치수는 폭 2.4m×깊이 4m×높

이 2.6m로 설정되었으며, 중앙의 복도를 중심으로 

양면으로 배치되었다. 특히 모듈간 모서리에서 이

루어지는 연결부 처리는 모듈간의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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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현장에 야적된 모듈

 

그림 21. 모듈간 접합부 디테일

그림 22. 모듈러 유니트 설치 전경

그림 23. 기숙사의 내부

3. 맺음말
  본 고에서는 최근 서울신기초교에 시범건립되

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모듈러 건축물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업무용, 상업용, 주거용 

등에 적용된 모듈러 건축물의 시설개요와 설계사

양, 시공과정 등에 대한 요약을 소개하여, 모듈러 

공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현재 모듈러 건축물은 초□중□고

교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동의 용

이성과 신속한 조립이 필요한 군용시설물에 적용

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신속한 임대를 요구하는 상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설계 및 시공관련 연구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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