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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형 PC 주택 설계 및 시공기술 확보에 있어 우리 연구단의 역할

 소·중·대 다양한 평형 PC 주택 설계 표준화에 있어 공공의 역할

공공 PC 주택 기술 내재화,
민간의 창의성 활용 2 track

주택 조달·발주• 물량
• 용적률
• 세제/자금
• 택지
• 가산비용

• 턴키
• 주계약자(Multiple trade)
• CM at Risk
• 기술제안
• 설계/시공분리(traditional) 
• IPD(ish)

• 기술기반 (15층/45m, 표준화, 자동화, Mgmt. …)
• 업역/업종
• 실무기준
• 인증 시스템
• 교육·훈련

산업·기술

단계적 접근(기술/시장의 성숙도)

다양한 Package/Option

균형(효율 vs. 공정)



2018년도기술형입찰방식의비중은6.5% ☞2021년발주목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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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적격심사제

최저가/종심제

턴키/대안/기술제안

일괄입찰,

9,928, 61%대안입

찰, 

1,192 , 

7%

기본설계기술제안, 

3,653, 22%

실시설계기술제안, 

1,626 , 10%

기술형입찰계약금액비중 (단위:억원, %)
※ 최근 4년(2015-2018) 계약금액 평균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의적용가능(공동계약운용요령, 2020.12.28)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적용대상 금액제한 폐지(종전 300억이상)
종합-전문건설업자 관계없이 주/부계약자 참여 가능



RC 골조공사 내역 PC 골조공사 내역

건축공사

아파트

(동)

상부공사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PC설계비,   PC운반비현장정리, 비계, 강관동바리

공동주택 공통 내역

합판거푸집, 레미콘치기 및 타설유로폼, 자재운반, CON‘C다지기

철근공장가공 및 조립. 이형봉강, 자재운반

갱폼, 갱폼설치해체비, 사다리

알루미늄폼(저소음공법)

PC제작, PC조립, PC공사(토핑콘크리트)

마감공사(조적, 미장, 타일 등)

재료비 노무비 경비
77.2% 20.1% 2.6%재료비 노무비 경비

52.4% 45.4% 2.2%

기초공사

PC설계 PC제작 PC조립(장비비제외) PC운반
16.9% 48.0% 29.3% 5.9%

재료비 노무비 경비
88.3% 8.8% 2.9%

(순공사비 기준)

‘하도급’ 기준

아파트 PC공사 세부내역별

철근콘크리트공사-2

철근콘크리트공사-4

철근콘크리트공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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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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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의

구조를 비교/분석

• OSC 기반 PC 공동주택의 경제성 분석 모델 개발

- LCC 관점 또는 환경/안전 편익 등 PC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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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하는 가이드라인 Prototype 개발

계획진행



6
OSC 기반 PC구조 공동주택

공사비 산정기준
㈜ 현인피씨엠

• PC 부재 공장생산 표준품셈(안) 작성

- PC 부재 공장생산 투입구조 및 프로세스 정립

- PC 부재 공장생산 단위작업당 투입자원(자재,인력,장비) 및 생산

성 분석

• PC 부재 운반-현장시공 표준품셈(안) 작성

- PC 부재 운반-현장설치 투입구조 및 프로세스 정립

- PC 부재 운반-현장설치 단위작업당 투입자원(자재, 인력, 장비) 및

생산성 분석

5
OSC 기반 PC 생산공장

인증시스템 개발
㈜ 까뮤이엔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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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성과 주요 연구내용

월별 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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