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세부] OSC 기반 PC구조 공동주택 확산 인프라 구축

기관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책임자 : 강태경 소장

2021. 02. 04 

OSC연구단 2차년도 1차 킥오프 미팅



Ⅰ. 1차년도 주요 실적

Ⅱ. 2차년도 연구 추진계획

Ⅲ. 2차년도 연구 예상실적

Ⅳ. 예상 성과 실적 목록

V . 기타 (제안, 건의 등)



Value Shift

Value Chain 확장

성과목표 : PC 시장 Supply Chain/Value Chain 분석 및 협업모델 개발

• 건축PC의고객과PC 제조사/시공사, PC 설계사등Supply Chain/Value Chain을분석하고대표적인협업모델의유형을제시



기존 PC 건축물 내역 및 공정 분석목적

• 사업내용과 최적화 여건에 따라 공사비/공기는 천차만별로 유불리를 일반화하기 어려움
• PC공법 공사비 절감/공기단축을 위해서는 설계 및 시공 최적화 필수
• PC공법의 공기 및 공사비 영향요인 : 물량, 몰드/부재 수/사이즈, 사이클 타임 등

연구내용

성과목표 : 기존 PC 건축물 내역 및 공정 분석

• PC 구조물의내역및공정의특징과시사점제시



• RC 설계가 기본이고 주거동/지하주차장 등 시설의
일부를 PC로 전환시행 하는 형태로 발주

• 계약상대자에게 설계/시공 전반에 관한 Single Point 
Respon- sibility 를 부가할 수 있는
설계/시공일괄방식과 기술제안 등을 포함하는
기술형입찰이 PC에 적합

• CM at Risk 방식에서 1개동 지하/지상 PC 전환설계
시범사업 추진

성과목표 : 기존 공업화주택 발주체계 사례 및 시사점 분석

• 공동주택에서 PC의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림

• 기존공공건설공사의발주체계특징과PC 발주체계관련시사점과함께정책지원수요를분석하여제시



성과목표 : PC 부재 공장제작/현장설치 작업 절차, 투입요소 등 예비조사

몰드제작 철근조립 콘크리트타설 양생 몰드탈형

기초(앵커설치) 현장반입 부재설치(기둥/보) 부재설치 후속공종



핵심성과 주요 연구내용

월별 진행계획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OSC 기반 PC 공동주택의
발전로드맵 및 확산 정책

• OSC 기반 PC 공동주택 기술로드맵과 연계한 지원 정책 개발

- 과거 PC확산 정책 분석

- PC관계자 대상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PC지원정

책 개발

2
OSC 기반 PC 구조

공동주택의 Cost-Benefit 
Analysis 모델

• RC 구조와 PC 구조 공사비 분석

- RC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사비와 PC 제작/운송/현장조립 비

용의 구조를 비교/분석

• OSC 기반 PC 공동주택의 경제성 분석 모델 개발

- LCC 관점 또는 환경/안전 편익 등 PC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경제성 분석 모델 제시

3
OSC 기반 PC 구조

공동주택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OSC 기반 PC 공장 생산 기간 상세 분석

- 공장에서 PC 부재를 생산하는 세부 Activity의 순서와

Activity별 작업시간 등 분석

4
OSC 기반 PC 구조 공동주택

발주 시나리오 및 가이드

• OSC 기반 PC 구조 공동주택 발주가이드(턴키방식)

- Full PC공동주택을 발주하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Prototype 개발

계획



6
OSC 기반 PC구조 공동주택

공사비 산정기준

• PC 부재 공장생산 표준품셈(안) 작성

- PC 부재 공장생산 투입구조 및 프로세스 정립

- PC 부재 공장생산 단위작업당 투입자원(자재,인력,장비) 및

생산성 분석

• PC 부재 운반-현장시공 표준품셈(안) 작성

- PC 부재 운반-현장설치 투입구조 및 프로세스 정립

- PC 부재 운반-현장설치 단위작업당 투입자원(자재, 인력, 장

비) 및 생산성 분석

5
OSC 기반 PC 생산공장

인증시스템 개발

• PC 공장 품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 해외인증기관 인증규정 적용 범위

- PC 공장 제품생산 프로세스 체계 분석

- PC 제품 인증 대상 선정 및 기준 분석

• PC 시공 현장 품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 PC 시공 프로세스 체계 분석

- PC 시공품질관리 대상 선정 및 기준 분석

계획

핵심성과 주요 연구내용

월별 진행계획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PC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컨텐츠 구체화

• OSC 기반PC 공동주택의발전로드맵및확산정책을위해PC 공동주택기술로드맵과연계한지원정책개발









구분
공장생산 현장설치

몰드제작 몰드탈형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앵커설치 부재설치

예시

단위기준 강재사용량(Ton) 강재사용량(Ton) 철근사용량(Ton) 타설물량(㎥) 개소당 부재 개소당

구성

자재 사용횟수(손료) 제작에 포함 별산 별산 별도계산 접합재료 반영

인력 주 인력 : 형틀목공 주 인력 : 형틀목공 주 인력 : 철근공 주 인력 : 콘크리트공 주 인력 : 형틀목공 주 인력 : 형틀목공

장비 크레인(내부장비) 크레인(내부장비) 크레인(내부장비) 크레인(내부장비) - 크레인(조건별)

규격구분 부재유형별(복잡도) 부재유형별(복잡도) 부재유형별(복잡도) 콘크리트 타설량 볼트 규격별 부재유형별(기본품)

할증
• 최초제작/몰드개조

등 부재별 난이도
• 최초제작/몰드개조

등 부재별 난이도
• 보통/복잡 등 난이도 • 현장내 생산규모

• 철재틀 사용시
별도반영

• 개소별 중량/면적
• 시공위치(높이)

• 공장생산: 시공빈도가높은수동식현장제작의품기준제시/ 시공단계별기본품+할증(작업난이도)

• 현장설치: 부재유형별현장시공기준제시/ 인력+크레인조합



핵심성과
(level1)

단위성과
(level2)

2차년도 성과점검기준

양적 성과목표
(연차실적계획서 상)

양적 성과계획
(실제 계획)

예상달성일

질적 성과지표 목표치 검증방법

1
OSC 기반 PC 공동주택의 발전로드맵

및 확산 정책
1-1

OSC 기반 PC 공동주택
기술로드맵과 연계한 지원 정책개발

초안

보고서 작성
여부

1 보고서 보고서 1건 보고서 1건 ‘21. 11

2
OSC 기반 PC 구조 공동주택의 Cost-

Benefit Analysis 모델

2-1 RC 구조와 PC 구조 공사비 분석 분석 적정성 1 보고서 보고서 1건 보고서 1건 ‘21. 11

2-1
OSC 기반 PC 공동주택의 경제성

분석 모델 초안
보고서 작성

여부
1 보고서 보고서 1건 보고서 1건 ‘21. 11

3
OSC 기반 PC 구조 공동주택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3-1

OSC 기반 PC 공장 생산 기간 상세
분석

분석 적정성 1 보고서 보고서 1건 보고서 1건 ‘21. 11

4
OSC 기반 PC 구조 공동주택 발주

시나리오 및 가이드
4-1

OSC 기반 PC 구조 공동주택
발주가이드(턴키방식)

보고서 작성
여부

1 보고서
논문 1건

보고서 1건
논문 1건 보고서

1건
‘21. 11

5 OSC 기반 PC 공동주택 인증시스템

5-1 PC 공장 품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프로세스
적정성

1건
(70%)

보고서 보고서 1건 보고서 1건 ‘21. 11

5-2
PC 시공 현장 품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프로세스
적정성

1건
(30%)

보고서 보고서 1건 보고서 1건 ‘21. 11

6
OSC 기반 PC 공동주택 공사비

산정기준
6-3 표준품셈(안) 작성

표준품셈(안) 
작성 여부

1 보고서 보고서 1건 보고서 1건 ‘21. 11



2021. 02. 04 

OSC연구단 2차년도 킥오프 미팅

[1세부, WG 1D] 공동주택 바닥용 PC 슬래브 기술 개발

기관명:  ㈜까뮤이앤씨

연구책임자 : 이창재 팀장



Ⅰ. 1차년도 주요 실적

Ⅱ. 2차년도 연구 추진 내용

Ⅲ. 2차년도 주요 연구 예상 실적

Ⅳ. 예상 성과 실적 목록



하향 리브형 계열

MTSWAS

JRS

파이형 계열

n Slab

πSlab

• 장점 : 장스팬에 유리, 높은 단면 효율
• 단점 : 연속슬래브 구현 불리, 연결부 하자 발생 소지 큼

• 장점 : PC 콘크리트 투입량 최소화, 합성효과 우수
• 단점 : 측면과 마구리의 안전성 확보 필요, 시공사례 적음

중공형(HCS) 계열

• 장점 : 스팬 대비 자중 감소, 높이별 대량 생산 가능
• 단점 : 고가의 설비 투자, 국내 시장 규모 한계

MRS 2.4m
HCS

1.2m
HCS

UPC

일본
이중π

MTS

Spancrete

유럽
사례

상향 리브형 계열

• 장점 : 중공층 형성 및 연속슬래브 구현 용이
• 단점 : 장스팬·고하중에 대한 수직전단 보강 필요

MIR RibPlus



[PSC부재 하중-변위 곡선 정의]

[PSC 공칭 휨강도 산정 프로세스] [PSC 슬래브 설계 시트 개발(엑셀기반)]

 구조 기준 분석 및 설계 시트 개발  내화 기준 분석 및 기준 변경 현황





연구내용 세부 연구내용

월별 진행계획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 이론/해석적 평가

- 1차년도 도출한 슬래브 개선 상세 제시

- 건설단계에 따른 슬래브 구조 이론적 검토

- 4단계(생산-야적-시공-사용)에 따른 슬래브 구조해석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 실험적 평가

- 개발 PC 슬래브의 휨 성능 실험적 평가

- 개발 PC 슬래브의 수직/수평 전단 실험적 평가

계획



연구 내용 상세 계획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

이론/해석적 평가

- 목표：다양한 변수 해석으로 PC 슬래브 구조 검토

- 범위：건설단계에 따른 하중조건으로 총 4단계(생산-야적

-시공-완공)로 구분하여 해석적 평가 수행

- 방법：해석결과와 이론 결과를 비교 검증함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

실험적 평가

- 목표：PC 슬래브의 휨 및 전단 성능 평가

- 범위：PC 부재의 구조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수행

- 실험체 개수：5개 (휨 2개, 수직전단 1개, 수평전단 2개)

- 방법：실험결과와 이론/해석 결과를 비교 검증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해석적 평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실험적 평가>



핵심성과
(level1)

단위성과
(level2)

2차년도 성과점검기준
양적 성과목표

(연차실적계획서 상)
양적 성과계획

(실제 계획)
예상 달성일

질적 성과지표 목표치 검증방법

공동주택 바닥용 PC 슬래브 기술 개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성능 평가

학술논문 21. 06

시작품 21. 09

산업재산권 확보 21. 10



[3세부,�WG�3]�OSC�기반 PC�생산공장인증시스템개발

기관명:��㈜ 까뮤이앤씨

연구책임자 : 이창재팀장

2021.�02.�04�

OSC연구단 2차년도킥오프미팅



Ⅰ.�1차년도주요실적

Ⅱ.�2차년도연구추진내용

Ⅲ.�2차년도주요연구예상실적

Ⅳ.�예상성과실적목록



.

국내 〮외 PC 건설현황

사회〮문화변화및기술향상등으로 PC�건설확대예상

국내 〮외 PC�공장인증시스템분석

.

PC�공장생산시스템분석 PC�공장인증제도사례분석

.

국내 PC�건설현황

.

국외 PC�건설현황

국내 PC�공장인증제도는수립이필요한상황임

<국내 PC 제조사생산시스템분석><국외 PC건설통계분석><국내 PC건설매출량분석>

<미국 NPCA�공장인증배점표><국내철강구조물공장인증제도관련법><국내 PC�제조사분포> <해외국가별 PC기술비교>



PC�산업공동발전포럼발표 (화상회의)

공동주택탈현장공법(OSC)�활성화를위한 LH�추진현황
-이범식연구위원-

PC�건축설계현황
-최석동대표이사-

BIM�기반 PC�설계/시공DT�솔루션개발사례
-이형교Master�PEM-



연구내용 세부연구내용

월별진행계획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1
PC공장 품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 해외인증기관 인증규정 적용 범위

- PC 공장 제품생산 프로세스 체계 분석

- PC 제품 인증 대상 선정 및 기준 분석

2
PC 시공 현장 품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 PC 시공 프로세스 체계 분석

- PC 시공품질관리 대상 선정 및 기준 분석

계획



AS-IS TO-BE

• PC 공장 인증 기준 부재

- PC 공장/현장 체계적인 프로세스 부재

- 공장/현장 중점 품질관리 대상 미비

- 공장/시공 품질관리 기준 미비

• PC 공장 인증 기준 수립

- PC 공장/현장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

- 공장/현장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 공장/시공 품질관리 기준 선정

Manufacturing Process Installation Process



핵심성과
(level1)

단위성과
(level2)

2차년도성과점검기준 양적성과목표
(연차실적계획서상)

양적성과계획
(실제 계획)

예상달성일
질적성과지표 목표치 검증방법

OSC�기반 PC생산공장인증시스템

PC�공장품질관리 프로세스구축 수행결과보고서 21.12

PC 시공 현장품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수행결과보고서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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