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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nstruction 

철근 콘크리트 모듈러 건축의 우수성 

미래로 가는 건설기술의 핵심은 모듈러 건축 입니다. 

Precast  Concrete 
H(Beam) Steel 



“Modular Construction to the Future(MCF)” 

미래로 가는 건설기술의 핵심은 모듈러 건축 입니다. 

세계 건설시장은 현장 건설방식(On Site Construction)에서 탈피하여 공장 제작 

건설방식(Off Site)으로 변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모듈러 건축 공법

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공기 단축 ▲저렴한 건축비 ▲친환경적인 순환 구조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 국내 주택 시장에

서 떠오르는 건축 공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Modular Precast  Concrete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문건설업발전을 위한 공업화 건축 활성화 방

안에 따르면 모듈러 건축시장은 2020년에 최소 9,400억 원에서 최대

3.4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프리패브(Prefabric)공장에서 미리 지어 조립하는 방식) 주택은 젂체 주택 

시장의 34% (32조5000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모듈러 건축 성장성 



모듈러 건축 성장성 

2020년 9,400억 원에서 최대 3.4조원 시장 성장  



http://www.kumkangkind.com http://www.yoochang.com 

국내 모듈러 건축 업체로는 포스코A&C, 금강공업, 유창 이 대표적인  

모듈러 건축 업체로써 현재 초기 시장 짂입 업체로써 철강 구조물을 바탕으로  

단열재 벽체를 구성하여 초기의 모듈러 건축을 짂행 하고 있습니다. 

http://www.poscoanc.com 

국내 모듈러 건축 업체는 철강 구조물을 바탕으로 단열재 벽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당사의  철근 콘크리트  

(PC : Precast  Concrete) 구조물 공법으로는  현재까지 모듈러 건축을  짂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모듈러 건축 업체 현황 



The GS Co, Ltd. ㈜더지에스  

당사 모듈러 주택은 한국건축기준(KBC : Korean Building Codes) 보다 더 높은 품질

(내구성) 기준을 적용하는 베이징 건축기준(BBC : Beijing Building Codes)을 통과

한 제품으로 한국 기준을 상회한 제품입니다. 

모듈러 건축 대한민국 독점 총 판매권  

(세계 최초 모듈러  건축기술을 개발하고 모듈러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기술을 융합 하였습니다.)  



◈ 골조 부분 : 국내는 콘크리트 안에 단열재를 넣지 않습니다.  

    (▶본 제품은 콘크리트 안에 단열재를 넣어 열 효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콘크리트 내부에 단열재 삽입 되여도 벽체 골조 강도는 한국 벽체보다 강합니다.) 

◈ 골재의 강도가 뛰어남.  

    (국내에서 골재는 보통 25m/m를 사용하며, 고급품은 9~20m/m를 사용합니다.)    

    (▶본 제품은 7~8m/m 골재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강하고 뛰어 납니다.) 

◈ 단열 성능 : 일반 혼합 벽돌 주택보다 35(%) 이상의 에너지 절약형 주택입니다. 

◈ 내화 성능 : 벽 및 바닥의 내와 시갂은 3시갂 30분 이상 입니다. 

◈ 풍압 성능 : 붉은 벽돌집의 2배 110kg/m2 의 풍압을 견딥니다. 

◈ 지짂 성능 : 짂도 8(도) 충족 합니다. 

◈ 환경 성능 : 탄소배출량 감소 및 친환경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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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모듈러 건축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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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모듈러 건축의 우수성  



당사 모듈러 건축의 우수성  

 Heating System™  

“건축 공법의 싞기술 4D 히팅 시스템 개발” 

건축 벽면에 히팅 시스템 부설 

열효율 상승으로 난방비 절감 및 쾌적한 난방 효과 



당사 모듈러 건축의 우수성  



ADVENTAGE OF MODULAR HOUSING SYSTEM 

『Excellence』 



ADVENTAGE OF MODULAR HOU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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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NTAGE OF MODULAR HOUSING SYSTEM 



ADVENTAGE OF MODULAR HOUSING SYSTEM 



ADVENTAGE OF MODULAR HOUSING SYSTEM 



ADVENTAGE OF MODULAR HOUSING SYSTEM 



ADVENTAGE OF MODULAR HOUSING SYSTEM 



모듈러 건축 제조 프로세스   





모듈러 건축 제조 플렛폼   

우리는 고품질의 GS-PC 제품을 제공합니다. 



모듈러 건축 제조 플렛폼   

모듈러 제품 품질 우수성 + 건강한 집 만들기 + 황토, 참숯 

밀리미터(mm) 정밀도, 균열방지, 내화 성능, 누설(방수) 방지, 단열성능, 방음 효과 



모듈러 건축 제조 플렛폼   

석고보드 사용 없음, 깨끗한! 



모듈러 건축 제조 플렛폼   

고밀도 우레탄 단열(폼) 
High Density  
Urethane Insulation Foam 

조립식 콘크리트 패널 
Pre Fabricated Concrete  
Panel 

방수 고무(5mm x 10mm) 
Water Proofing Rubber 
Strip 5mm x 10mm thick 

고밀도 우레탄 단열(폼) 
High Density  
Urethane Insulation Foam 

조립식 콘크리트 패널 
Pre Fabricated Concrete Panel 

방수 고무(5mm x 10mm) 
Water Proofing Rubber 
Strip 5mm x 10mm thick 

당사(GSPC)벽 패널은 절연 층이 열을 차단하고 소리를 흡수 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단열 및 방음 성능을 제공합니다. 



모듈러 건축 제조 플렛폼   

밀리미터(mm) 정밀도, 균열방지, 내화 성능, 누설(방수) 방지, 단열성능, 방음 효과 



모듈러 건축 제조 플렛폼   

Millimeter (mm) precision 

EPS Concrete Polyethylene 



모듈러 건축 제조 플렛폼   

Perfect assembly Millimeter (mm) precision, crack-resistant, fire resistance, 
leakage (water) protection, thermal insulation, sound insulation 



모듈러 건축 제조 플렛폼   

후난 성 창사 30층 호텔 모듈러 시공 15(일) 완공 



비용 절감 

고 효율성 및 품질향상 

환경 보호 

건축 디자인 변경 30% 

밀리미터(mm) 정밀도, 균열방지, 내화 성능, 누설(방수) 방지, 단열성능, 방음 효과 

모듈러 건축 제조 플렛폼   

당사 GSPC 모듈러 건축의 원칙 



   S-T-O-W                                Summary 



ADVENTAGE OF MODULAR HOUSING SYSTEM 



감각적인 인테리어 – 친환경 마감재 



MgO Board 
AL Board 
Calcium Silicate Board 

3D Panel 

MgO Board 
AL Board 
Calcium Silicate Board 

3D Panel 







외부 마감 재 패널, 건축, 가구, 욕실, 주방, 내벽 패널, 마루재  및 천장, 옥외 바닥재, 벽, 울타리, 전망대(데크) 

1,220 x 2,440 x 2.7~3mm 





인테리어 차별화 

Human Centered, Eco-friendly, Passive House 





미래로 가는 건설기술의 핵심은 모듈러 건축 입니다. 

최근 건설산업의 동향은 “인건비의 수직 상승” 과 “업무 효율성” 등 

건설방식이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후, 계젃, 시공자의 역량 등에 따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집약적 현장중심의 습식공법에서 일정한 품질 및 각종 변수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장 중심의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주택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건강한 삶에 대한 갈망과 가볍게 살기 위해 생활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꿔 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3F, One B/D, 212, Tojeong-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04091) 
TEL: +82-2-711-1617~8 / FAX: +82-2-711-1619 

E-mail : koreafry@naver.com 

Modular Construction to the Future 



We Create A Better World 
Engineering & Construction 
Startup 

주식회사 더지에스(The GS) 

#3F, One B/D, 212, Tojeong-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04091) 
TEL: +82-2-711-1617~8 / FAX: +82-2-711-1619 

E-mail : koreafr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