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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의 설계 및 안전성 검토

Investigation of Safety and Design of Precast Concrete Modular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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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ecast concrete modules that can be used as a booth and a single-story 

building with a large space. This precast concrete module is originally designed to have a hexagonal facade when the 

upper and lower parts, which are symmetrical about horizontal connection line, are combined. A structural design was 

conducted to ensure structural safety of these precast concrete modules and to extend the slope of the inclined members as 

far as possible. Then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to estimate the lateral and vertical deflection of complete 

precast concrete modular structures. And to verify the structural safety of these precast concrete modules, weight loading 

tests were conducted on the upper and lower modul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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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모듈러 공법은 건설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모듈러 공법의 종류는 사용 

재료, 시공 방법, 모듈 구조형식 등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바닥 슬래브를 제외한 주요 부재가 강재로 제작

된 모듈을 기반으로 설계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

다. 최근에는 목재나 콘크리트를 이용한 모듈도 개발되

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조금씩 보고되고 있다1).

콘크리트 모듈은 공장에서 제작되는 프리캐스트 콘크

리트(이하 PC) 3D 공간 부품으로 무게가 약 200~300kN

에 이른다. 내화, 차음, 단열, 유지관리 측면에서 강재 모

듈보다 유리하여 싱가포르에서는 고층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다2).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모듈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콘크리트 모듈은 호텔, 교도소, 학교, 욕실

(Bathroom pod)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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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인 3D 박스형 유닛을 단일 몰드를 사용해 반복적

으로 제작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3). 설계 치수에 변화가 많을 경우 몰드 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평면 요소를 조립하여 공간을 

구축하는 방식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 초 벽체와 슬래브를 일체로 타설한 PC 박스를 

적층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법이 개발되어 적용된 

사례4)가 있지만, 대형 양중 장비의 필요성이 큰 부담으

로 작용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부스(Booths) 또는 단층 건물을 구축할 수 

있는 3D PC 모듈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Fig. 1>. 개념

설계로 제시된 PC 모듈의 상당한 무게가 현장 시공과

<Fig. 1> PC module and practical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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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에 장애요소가 되어 경량화가 필요하였고, 완

성 시 육각형의 미적 요소가 드러나도록 경사 부분의 기

울기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경량화와 디자인 

요구사항이 만족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경

량화한 슬래브를 갖는 PC 모듈의 구조안전성을 해석적

으로 조사하였다. 아울러 중량물 재하시험을 통해 검증

한 PC 모듈의 개발 과정을 본 논문에 서술하였다.

2. PC 모듈 프로토타입

2.1 구조 검토

PC 모듈의 최초 디자인은 최대 길이 9,100㎜(지붕 

7,280㎜), 높이 5,000㎜, 폭 2,200㎜이며, 입면이 육각형

으로 보이도록 단부 경사 부분의 각도를 20°로 꺾어 상

부 모듈에만 개구부가 있는 <Fig. 2>와 같은 형태로 제

시되었다. 모듈의 길이를 9,100㎜로 유지하면서 경사 부

분의 각도를 10~20° 사이에서 1°씩 증가시면서 지붕의 

수직처짐과 접합 높이에서 수평변위를 구조안전성의 지

표로 사용해 가정된 두께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수직

처짐은 구조설계기준(KDS 14 20 30 : 2016)에 제시된 

허용처짐 가운데 비구조요소가 손상될 염려가 크지 않

을 경우로 가정하여 (  : 지붕 스팬)을 기준으로 

하였다. 수평변위는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  : 건물 높이)을 기준으로 만족 여부가 판정되었다.

구조검토를 위해 PC 모듈의 두께는 처음 250㎜로 가

정하였다. 또한 지붕의 용도는 정원 또는 집회 용도로 

설정하여 5.0kN/㎡의 적재하중이 적용되었고, 자중 및 

천장 마감에 따른 6.5kN/㎡의 고정하중이 고려되었다.

<Fig. 2> Concept design of PC modules

구조해석은 MIDAS Gen을 사용하였고, 콘크리트의 설

계기준압축강도는 27MPa,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MPa

으로 입력되었다.

두께가 250㎜로 가정된 경우 경사 부분의 최대 각도

는 12°로 나타났다. <Fig. 3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직처짐은 15.10㎜로 처짐제한인 34.2㎜(=8,200㎜) 

이내로 만족되었고, 수평변위는 8.78㎜로 변위제한인 

10.0㎜(=5,000㎜) 이내로 만족되었다. 부재력은 상부 

모듈의 슬래브에서 전단력의 내력비가 0.6으로 가장 컸

으며, 최대균열폭은 0.154㎜로 허용균열폭 0.3㎜보다 작

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두께를 300㎜로 증가시키면 경사 부분의 최대 각도는 

13°까지 늘어났다. <Fig. 3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직처짐과 수평변위는 각각 14.65㎜와 8.86㎜로 제한 

값보다 작아 만족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두 경

우 모두 최초 디자인과 같이 육각형의 입면이 두드러지

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보였다.

경사 부분의 각도를 늘리기 위해 우선 잘못 적용된 

지붕의 용도를 바로 잡았다. 정원 및 집회 용도는 헬기 

이착륙장과 같이 5.0kN/㎡의 적재하중이 적용되는 용도

12˚

THK 250mm

(a) Thickness 250mm, Angle 12°

13˚

THK 300mm

(b) Thickness 300mm, Angle 13°

<Fig. 3> Analysis of PC module’s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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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PC 모듈을 이용한 단층 건축물의 지붕은 <Fig. 1>

과 같이 휴게 공간 용도로만 사용되므로 설계기준에 제

시된 산책로 용도로 정정하여 적재하중을 3.0kN/㎡으로 

적용하였다. 적재하중을 수정한 두께 250㎜인 PC 모듈

에 대해 경사 부분의 각도를 20°로 확대하여 재해석한 

결과, 수직처짐은 16.50㎜로 만족하였지만 수평변위는 

10.60㎜로 변위제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직처짐과 수평변위 제한을 만족

하는 경사 부분의 각도를 찾기 위해 1°씩 줄여 가며 해

석을 반복하였고, 이를 만족하는 경사 부분의 각도로 

17°를 얻었다. 이 경우 수직처짐과 수평변위는 각각 

15.13㎜과 9.46㎜로 나타나 수평변위가 제한 값에 거의 

도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상부 모듈 무게가 150kN 정도이고, 하부 모듈 

무게도 170kN 정도로 일반 PC 공장의 천장크레인의 인

양 능력인 100~150kN에 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모

듈 경량화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였다.

앞의 해석에서 지붕 스팬을 7,280㎜로 고정하고 각도

를 17°로 맞출 경우 PC 모듈의 최대 길이는 ㎜ 단위의 

첫째 자리까지 변경되어 몰드 치수가 복잡해진다. 또한

20˚

7280mm
THK 250mm

(a) Thickness 250mm, Angle 20°

17˚

THK 250mm

7280mm

(b) Thickness 250mm, Angle 17°

<Fig. 4> Analysis under live load 3kN/m2

경량화를 위해 크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붕 스팬을 7,000㎜로 조정하고, 접합을 고려하여 높이

도 2,450㎜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검

토한 결과, 구조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사 부분의 최대 각

도는 17°로 나타났다. 한편, PC 모듈의 무게를 150kN 

이하로 맞추고 같은 몰드를 사용하여 상부 및 하부 모듈

이 생산될 수 있도록 형태를 통일하여 <Fig. 5>와 같은 

PC 모듈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하부 모듈에도 개구

부가 생겨 구조적으로 불리해졌지만, 구조해석 결과 수

직처짐과 수평변위는 각각 9.71㎜와 8.08㎜이고 처짐제

한인 29.17㎜(=7,000㎜) 및 변위제한인 9.80㎜(

=4,900㎜)보다 작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5017˚

750 7000 750

Width : 2200
THK   : 250

unit : mm

PC Module
Prototype

Expanded PolyStyrene

<Fig. 5> Prototype of PC modules

2.2 부재 설계

MIDAS Gen에서 경사 부재에 대한 배근 설계를 지원

하지 않아 각 부재의 부재력을 확인 후 별도의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배근 설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량화를 위

해 슬래브 중앙 구간에 160☓100☓3,500㎜의 발포폴리

스틸렌 5개를 260㎜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최종 배근 설

계 결과는 초기 설계안의 배근 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Table 1>에 함께 정리하였다. 프로토타입 PC 모듈의 

무게는 약 128kN까지 줄었으며, 초기 설계안과 비교하

여 전체 무게는 약 29% 감소되었다. 철근량도 40% 감

소하였으며, 발포폴리스틸렌 삽입으로 약 7%의 경량화 

효과가 있었다.



이상섭․박 성

38 _제20권 제3호 통권81호, 2020. 09

<Table 1> Comparison of member design

Mo-

dule
Member

Original Prototype

8.2m/13°

300mm

7.0m/17°

250mm

Upper

mo- 

dule

Roof

slab

Aux.
Center HD13@300 HD10@250

End HD13@300 HD10@250

Main
Center HD16@100 HD16@150

End HD16@100 HD16@150

Sloped 

column

Vertical bar 10-HD16 10-HD16

Stirrup 2-HD13@150 2-HD10@200

Lower 

mo- 

dule

Sloped

wall/col.

Main/v. bar HD16@100 10-HD16

Aux./hoop HD16@300 2-HD10@200

Floor

slab

Aux.
Center HD13@300 HD10@250

End HD13@300 HD10@250

Main
Center HD16@100 HD16@150

End HD16@100 HD16@150

3. PC 모듈 유한요소해석

3.1 해석 모델

PC 모듈 프로토타입에 대해 중량물 재하실험을 통한 

수직처짐과 수평변위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증에 앞서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경사 부

분과 발포폴리스틸렌이 삽입된 중공 부분의 영향을 해

석적으로 평가하였다.

콘크리트 부분의 기하모델은 상부와 하부 모듈이 결

합된 PC 모듈 프로토타입 전체를 대상으로 실제 치수와 

동일하게 솔리드로 만들었다. 데이텀 평면을 설정하여 

개구부와 중공부의 단면을 돌출시켜 솔리드에서 제거되

도록 하여 <Fig. 6 (a)>와 같이 콘크리트 부분의 기하모

델을 완성하였다. 철근은 각 부재의 주근을 중심으로 선

으로 모델링되었고, 실제 철근들은 한 점에서 교차되지 

않고 겹쳐져 배근된 상태이지만 기하 모델링을 단순화

하기 위해 노드가 공유되도록 <Fig. 6 (b)>와 같이 모델

링되었다. 

콘크리트 부분은 50㎜ 메쉬로 나뉘어 3D 모델에 자

주 사용되는 솔리드 요소인 C3D8R이 적용되었으며, 노

드 133,743개, 요소 110,450개로 구성되었다. 철근도 가

급적 메쉬의 크기가 50㎜가 되도록 조절되었고, 3차원 

트러스 요소인 T3D2가 적용되어 노드 11,060개, 요소 

12,704개로 구성되었다.

선 요소인 철근이 솔리드 요소인 콘크리트에 매립되

기 때문에 임베디드 구속 기능5)을 부여하였다. 이 기능

은 호스트인 콘크리트 요소 속에 슬래이브인 철근 요소

의 평행이동 자유도를 호스트 요소가 구속할 수 있는 기

능으로 콘크리트 내 복잡하게 배근된 철근을 모델링할 

때 사용될 수 있다.

경계조건으로 하부 모듈 밑면의 수직 변위만 구속되

었다. 상부 모듈 윗면에 PC 모듈의 자중과 기타 고정하

중이 더해진 약 131kN 및 산책로 용도의 적재하중인 

3kN/㎡에 대해 1.2D+1.6L의 계수하중이 등분포로 가해

지도록 환산된 0.016N/㎟의 압력이 <Fig. 6 (c)>와 같이 

가력되었다. 2장에서 검토된 수직처짐과 수평변위는 사

용하중 조건에서 계산된 것이지만 보수적인 평가를 위

해 계수하중이 적용되었다.

3.2 재료 모델

PC 모듈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a) Concrete          (b) Reinforcement

(c) Boundary condition

<Fig. 6> FE analysis modeling 

for PC module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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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강도는 27MPa이다. 압축응력-변형률 관계는  

Saenz(1964)가 제안한 모델6)을 이용하였고, 인장응

력-변형률 관계는 Hsu & Mo(2010)가 제안한 모델7)

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로 계산하였고, 압축강도에 도달했을 때 변

형률()은 0.002로 가정되었다. 다축응력의 작용에 의

한 콘크리트의 비선형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콘크리트 

손상소성모델이 사용되었으며, 팽창각은 31°로 입력되

었다.

 



 

  
 


 
  (compression)

  
 



                  (tension)

여기서,   

철근은 콘크리트에 매립된 경우 순수한 철근의 거동

과 다른 응력-변형률 관계를 보인다. 매립 철근이 콘크

리트에 균열 발생으로 항복하여도 균열 사이의 철근 응

력이 균열 발생 지점의 철근 항복응력( )보다 작게 되

는 분산균열모델 개념을 반영하여  Hsu & Mo(2010)가 

제안한 아래의 평균 응력-변형률 모델7)이 철근의 재료

모델로 사용되었다.

                                   ≤ ′
   ′      ′

여기서,  ′  
          






3.3 해석 결과

PC 모듈 프로토타입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은 콘

크리트와 철근의 응력 분포는 <Fig. 7>에 나타나 있다. 

콘크리트 부분의 응력이 높은 위치는 상부 모듈의 경우 

슬래브 중앙부와 기둥 안쪽이었고, 하부 모듈의 경우 기

둥 하부 바깥쪽이었다. 폰 미제스(von Mises) 최대응력

은 15.13MPa로 설계기준압축강도인 27MPa의 약 60% 

수준이었다. 철근의 응력 분포도 비슷한 양상이며, 폰 미

제스 최대응력은 196.3MPa으로 조기항복강도(′ )로 

계산된 270MPa보다 낮아 구조설계에서 검토된 것과 같

이 부재력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ig. 7> Stress distribution from FE analysis

하중-수직처짐 및 하중-수평변위 관계는 <Fig. 8>에 

나타내었다. 계수하중에 도달하였을 때 수직처짐은 약 

27.8㎜로 나타났고, 처짐제한()인 29.17㎜를 넘지 

않았다. 사용하중 조건에서 해석된 수직처짐인 9.71㎜보

다 약 3배 증가하였으며, 계수하중이 사용하중에 비해 

약 1.4배 큰 것을 감안한다면 비선형 거동에 의해 수직

처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수평변위는 좌

우로 발생하여 좌측이 약 8.9㎜이었고, 우측이 약 8.7㎜

이었다. 이 두 값 모두 수평변위 제한()인 9.84㎜

보다 작았다. 이를 통해 PC 모듈 지붕에 가해지는 하중

이 증가하면 초반에는 수평변위도 이에 따라 증가하지

만 어떤 시점에서 매우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from F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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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 모듈 재하 실험

4.1 실험 목

본 실험의 목적은 PC 모듈 프로토타입의 내하력을 정

량화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재하실험

에서는 실제 규모의 PC 모듈에 중량물을 순차적으로 적

재하면서 수평변위, 처짐, 균열 및 손상 등의 발생 여부

를 확인하고, 하중에 대한 저항 성능을 조사하고자 한다. 

구조설계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PC 모듈 프로토타입은 

내력이 아닌 수직처짐과 수평변위에 따른 사용성이 지

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도가 17°인 경사 부분과 

슬래브가 만나는 코너부 및 경사 부분의 개구부 주변은 

균열 발생으로 수직처짐과 수평변위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한 부재이다. 이를 고려하여 경

사 부분의 배근은 <Fig. 9>와 같이 벽체가 아닌 보와 기

둥으로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보강하였고, 경량화를 위해 

발포폴리스티렌을 배치하여 <Fig. 10>과 같은 과정으로 

제작하였다.

PC Module Prototype

7000(L)×2450(H)×2200(W)

Expanded PolyStyrene

3500(L)×100(H)×160(W)

Stirrup 

HD13@150
Stirrup 

HD10@200

<Fig. 9> Reinforcement details of specimen

<Fig. 10> Specimen manufacturing process

4.2 실험 방법

PC 모듈 프로토타입 실험은 1개의 모듈을 이용하여 

하부 모듈과 상부 모듈에 대한 중량물 재하가 <Fig. 11>

과 같이 구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하부 

모듈은 기타 하중이 포함된 고정하중 131kN과 적재하

중 3kN/㎡으로 계산된 계수하중(1.2D+1.6L)인 231kN 

이상이 재하되어 실험되었다. 이후 하부 모듈을 뒤집어 

상부 모듈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상부 모듈에는 적

재하중 3kN/㎡에 대해 계산된 계수하중(1.6L)인 74kN

이 넘도록 재하되어 실험이 진행되었다. 가력에 이용된 

중량물은 크기 3,280☓800☓350㎜, 무게 22kN인 콘크

리트 블록이었다. 먼저 하부 모듈 실험에는 크기 10,000

☓1,200☓300mm, 무게 86.4kN인 콘크리트 평판을 모

듈에 적치하고 7개의 블록을 쌓아 총 240kN이 재하되

었고, 변위계(DT1, DT2)를 이용하여 양쪽 경사 부분에

서 수평변위가 측정되었다. 또한 상부 모듈 실험에는 4개

의 블록이 적재되어 88kN이 가력되었고, 슬래브 중앙에

서 수직처짐(DT3)과 경사 부분의 수평변위(DT1, DT2)

가 측정되었다.

DT1

DT2

(DT3)

(a) Lower PC module

DT3

DT2

DT1

(b) Upper PC module

<Fig. 11> Test-setup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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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료시험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7MPa

으로 25-27-120(굵은 골재 최대직경-설계기준강도-슬

럼프)인 레미콘이 사용되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체는 φ100☓200㎜ 크기의 공시체로 3개가 제작되었다. 

28일이 경과한 후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압축강도는

31.3MPa, 30.1MPa, 31.5MPa로 평균 31MPa이었다. 또

한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철근은 SD400 D16, D13, D10 

3가지로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검사증명서를 통해 확

인되었고, D16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각각 487MPa

와 601MPa이었다. D13은 각각 463MPa와 582MPa이

었으며, D10은 각각 456MPa와 565MPa으로 나타나 모

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4 실험 결과

하부 및 상부 모듈에 대한 실험 상황은 <Fig. 12>에 

나타내었고, 각 실험에서 측정된 하중-변위 관계는 

<Fig. 13>에 나타내었다.

하부 모듈 실험에서 마지막 블록이 적재되었을 때 양

쪽 경사 부분에서 발생된 수평변위는 7.61㎜과 9.93㎜으

로 측정되었으며, 수평변위 제한 값인 9.84㎜를 0.09㎜ 

초과하였으나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은 수평변위와도 

유사하였다. 제작 결함에 따른 보수 흔적 외 균열은 육

안으로 관찰되지 않아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부 모듈 실험은 하부 모듈을 천장 크레인으로 뒤집

는 과정에서 모서리 부분 등에 작은 손상을 입었지만 실

험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4개의 블록이 적재

되었을 때 슬래브 중앙에서 발생한 수직처짐은 8.44㎜로 

처짐제한인 29.17㎜와 유한요소해석에서 얻은 수직처짐

인 27.8㎜에 비해 약 30% 수준으로 작았다. 이러한 차

이는 해석 상 철근 기하 모델의 단순화에서 발생한 것으

로 추정되며, 실제 배근은 코너부에서 기둥의 수직철근

과 추가 보강근이 겹쳐져 있어 슬래브의 양단부 구속이 

해석 모델보다 컸기 때문일 것이다.

계수하중보다 약 19% 큰 하중이 가력되어 상부 모듈 

슬래브에서 휨 균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휨 균열의 폭

은 0.3㎜ 미만으로 크지 않았고, 블록을 제거한 후 균열

은 다시 닫히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공장 바닥에 직접 

(a) Lower PC module

(b) Upper PC module

<Fig. 12> Load test of PC module

(a) Lateral deflection of lower PC module

(b) Vertical deflection of upper PC module

<Fig. 13>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from load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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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아 수평방향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부 모듈 경사 부분에

서 측정된 수평변위는 좌우측에서 각각 0.94㎜와 1.24㎜

로 나타나 하부 모듈에서 측정된 수평변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하부 모듈에 상부 모듈이 얹히는 순

간의 상대적인 수평변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판매 또는 안내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스나 

폭 방향으로 연결하여 사무 또는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

될 수 있는 PC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 구조설계, 유한요

소해석, 재하실험 등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평부재와 경사부재로 구성되는 PC 모듈은 경사

부재로 인해 구조안전성이 내력보다는 사용성으로 결정

되며, 특히 경사부재의 수평변위가 구조설계를 지배하고 

있다.

2) 개발된 PC 모듈의 최종 크기는 최대 길이 8,500㎜

(지붕 7,000㎜), 높이 2,450㎜, 폭 2,200㎜, 두께 250㎜

이며, 경사부재의 각도가 17°, 무게가 약 130kN으로 최

초 설계안에 비해 길이가 약 7% 줄었지만, 무게는 약 

29% 경량화되었다.

3) PC 모듈은 압축강도 27MPa의 콘크리트와 항복강

도 400MPa의 철근으로 제작되었으며, 유한요소해석 및 

재하실험을 통해 사용성 및 내하력이 확보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4) PC 모듈의 구조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사 부분 

주변의 배근은 벽체가 아닌 기둥 및 보와 같이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5) 유한요소해석과 재하실험에서 수평변위는 매우 유

사하게 나타났지만, 수직처짐은 약 3배의 차이를 보였

다. 이는 철근이 노드를 공유하도록 한 기하 모델링과 

매립에 따른 조기 항복을 가정한 재료 모델링에서 기인

한 것으로 추정된다.

6) 재하실험을 통해 파악된 것과 같이 경사부재의 수

평변위는 하부 모듈에 상부 모듈을 적재하는 시점에 상

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립 시공에 유의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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