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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ed to Concrete-type houses, lightweight modular houses are assembled with members 

of various materials, sizes, and shapes, so many joints occur. Accordingly, the modular house 

has a structure vulnerable to airtight performance. Therefore, securing airtightness performance 

in a modular hous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the physical quality. The 

airtight performance of the modular house with infill type completed in May was analyzed 

through the blow door test KS L ISO 9972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 Determination 

of air permeability of buildings - Fan pressurization method). Based on the results,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deterioration of the airtight performance of the constructed modular were 

analyzed. As a follow-up, a new alternative for the airtightness improvement will be proposed 

based on the German passive house standard.

주요어 : PC 모듈러 주택, 기밀성능, 블로우도어, 패시브하우스

Keywords: PC Modular Housing, Airtightness Performance, Blower Door Test, Passiv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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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목적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 내 중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

족한 공급량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4

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공업화 주택의 제도적 합법화)으로 모듈러가 공동주

택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재 기반의 모듈러 주택 2개 단지(서울 가양, 천안 두정)가 국책연구과제 수행의 결과물로 

주택법 기준에 맞게 준공되어 거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후 평가결과 기밀성능 만족

도가 5점 만점에 4.0점(인필박스유닛 세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다양한 부재의 

접합을 통해 조립되는 강재 기반의 모듈러 주택은 기밀성능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기밀성능 

확보는 향후 모듈러 주택의 물리적 품질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난 5월 준공된 충북 괴산 PC 모듈러 주택의 기밀성능을 분석하

였다. 이 PC 모듈러 주택은 각기 다른 생산공장(Infill박스유닛 : 부산 강서구, U자형 PC유닛: 

공주)에서 제작되어 충북 괴산 현장에 반입되었고 조립 및 양중 과정을 거쳐 2층 규모의 기숙

사 용도로 건설되었다.

Figure 1. PC+ Infill Modular Construction (KICT, 1992)

PC 모듈러 주택은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유닛(이하 PC유닛), Infill 박스유닛과 전면

창이 포함된 클래딩(Cladding) 등이 결합된 형태이다(Figure 1 참조). 통상 현장에서는 다양

하게 발생하는 접합부를 우레탄 또는 실리콘 마감 처리한다. 하지만, 이음새 마감 길이가 길

어질수록 모듈러의 기밀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듈러의 기밀성능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음새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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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최근 준공된 PC 모듈러 주택을 대상으로 Blower Door 방식으로 

기밀성능을 테스트하여 기밀성능을 확인하며,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문헌 고찰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통합검색을 통해 ‘기밀’을 키워드로 494건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이중 본 논문과의 연계성이 있는 주요 문헌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본 논문의 위치를 확인하였

다. 공업화주택 외벽체의 기밀 및 결로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를 KICT (1992)에서 처음 시작

하였으며, Leigh and Lee (1994)은 자신의 논문에서 Blower Door를 이용한 건물의 기밀성능 

측정 및 평가기법을 언급하였고, 이듬해 공동주택의 기밀성능 평가와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을 다루었다. Lee et al. (1998)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누기 경로의 하나인 개구

부(창호, 출입문 등 )의 기밀성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내용을 논문에 발표하

였다. 이후 논문들은 건물대상, 제품, 재료 특성을 달리한 기밀성능 현장측정 및 평가 내용을 

다루고 있다. 

Lee and Shin (2013)는 각국의 기밀성능 측정방법 및 관련기준을 소개하고 기밀성능 현장

측정을 통해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누기특성 및 기밀성능을 분석하였는데, 국내 신축 공동주택 

기밀성능 결과값을 2.8회/h로 언급하였다. Yee (2014)는 모듈러 건축에서의 기밀계획을 다루

면서 패널 단위 모듈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내부 구조부재 및 모서리 접합부위에 열교가 발생하

기 쉽다는 단점을 다루었다. 특히 접합부 열교 해결방안으로서 공사진행 과정 중 기둥을 사이에 

두고 모듈이 교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모듈과 모듈이 교차되는 부위에는 반드시 보온테

입 등을 시공하여 기밀을 유지하는 해결방안까지 제안하였다. Chun (2016)은 모듈러 목업주택

의 기밀성능 및 실내공기질 측정연구를 통해 ACH50이 3.87회로 나와 소규모 신축 공동주택의 

기밀성능 2-3회/h (50 Pa)와 유사함을 밝혔다. Bae et al. (2022)은 PC모듈러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사례연구를 통해 4면 PC 유닛 주택의 기밀성능이 일반 주택과 동등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량 Infill 박스유닛과 자중을 줄이기 위해 윗면을 제거한 U자형 3면 PC유

닛이 융합된 PC 모듈러주택(기숙사 용도)을 대상으로 현장 기밀실험을 통해 기밀 취약부분

을 파악하고, 기존 공법과 다른 공법 적용 시 원천적인 해결책을 패시브 하우스 표준에서 찾

고자 하였고, 이것이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PC 모듈러 주택의 건설

공장 제작 과정

6개의 Infill 박스유닛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공장에서 제작되었다. 1-9단계까지 Infill 박

스유닛 제작공장에서 이루어졌다(Figur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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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Rinforce the 

floor frame

Step 2. Floor insulation and 

foundation layer work

Step 3. Floor insulation and 

foundation layer work

Step 4. Window installation
Step 5. Ceiling work 

(plumbing wiring installation)

Step 6. Installation of water 

supply and drainage pipes

Step 7. Equipped with 

internal items

Step 8. Interior finishes of 

porches and floors

Step 9. Exterior insulation 

finish

Figure 2. On-site Construction Process of Infill Box Unit (KICT, 2022)

현장 시공 과정

각각의 제작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 반입된 PC유닛과 Infill 박스유닛이 현장에서 결합

(10-12단계)된 다음 양중을 통해(13단계) 적층이 이루어졌다. 결합된 유닛 6개가 적층되어 2

층 규모의 건물이 형상화되는데 하루가 소요되었다. 

현장 상황에 맞추어 창호부 외단열 공정과 외장 Cladding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기

숙사용 PC 모듈러 주택이 완성되었다(Figure 3 참조).

 

Step 10. Mounting the 

Infill Box

Step 11. Fix PC Unit 

+ Infill Box Unit

Step 12. Perforation for 

water supply pipe

Figure 3. On-site Construction Process (KIC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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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3. Modular PC Lamination 

Completed

Step 14. Exterior insulation of 

windows and doors finished

Step 15. Cladding 

Installation

Step 16. ConstructionCompleted

Figure 3. On-site Construction Process (KICT, 2022) (Continue)

기밀성능 실험 

기밀성능 실험 구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남부지방 단열기준이 반영된 괴산 기숙

사용 모듈러주택의 6개 세대 중 2개 세대(101호 및 201호)를 대상으로 실험을 구축하였다

(Table 1, Table 2 참조).

Table 1. Overview of air permeability

Outline Comparison of airtight performance of 1st and 2nd floor standard household

Measurement 

household
Total 2 households (Rooms 101 and 201)

Measurement date 2022.05.02. 17:00 ~ 19:00

Measurement 

standard

- ISO 9972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 Determination of air permeability 

of buildings - Fan pressurization method”

Measuring 

equipment

- Fan : Retrotec 3000SR

- Gauge : Retrotec DM2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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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sulation thickness (southern region)

Grade of insulation

Part of the building

Permissible thickness by insulation 

grade (measure : ㎜)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Living room 

exterior wall

When facing the outside air 

directly

apartment house 145 170 200 220

etc 100 115 130 145

In case of indirect exposure 

to outside air

apartment house 100 115 135 150

etc 65 75 90 95

Roof in the 

living room on 

the top floor

When facing the outside air directly 180 215 245 270

In case of indirect exposure to outside air 120 145 165 180

Living room 

floor on the 

lowest floo

When facing the 

outside air directly

In case of underfloor 

heating system
140 165 190 210

etc 130 155 175 195

In case of indirect 

exposure to outside 

air

In case of underfloor 

heating system
95 110 125 140

etc 90 105 120 130

Interlayer floor of underfloor heating system 30 35 45 50

Source: MOLIT (2022)

Infill 박스유닛의 바닥판(base panel)은 구조용 강재가 메인 프레임으로, 수평 주부재는 

S.Q. Pipe 50㎜×50㎜, 부부재는 S.Q. Pipe 30㎜×30㎜이 적용되었다. 주 부재와 부 부재가 이

루는 간격은 압출법 단열재를 간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끼워 넣었고, 부재와 단열재의 접합부

는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단열재와 프레임이 접하는 접합부의 길이는 극단

적으로 증가하였다(Figure 4.참조).

Figure 4. Base Panel Constru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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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ll 박스유닛의 벽체 및 천정의 주 재료로 사용된 패널(Laminated Steel Panel)은 하나의 

패널이 아닌 다수 패널의 면과 면의 접합으로 하나의 벽체 및 천정을 구성하는 형태로 다수의 

접합부위가 발생하지만 패널과 패널이 만나 접합되는 부분이 ‘ㄱ’로 형태로 2중 면접합되는 

구조로서 다른 구조부재에 고정되지 않고 패널들이 서로를 지지하여 버티는 구조이다. 주로 

해상에서 사용되는 패널 시공법으로 Weathertight 등급은 물론 Gastight 등급까지도 유지할 

수 있다(Figure 5 참조).

Figure 5. Construction of external panel joint

또한 적층 후 상층 PC유닛과 하층 PC유닛의 고정작업을 Infill 박스유닛 내부에서 작업하

기 위한 용도의 점검구 부분과 PS 구역(Service Area)의 천정 및 바닥의 배관 관통 부위 등은 

비닐계 테이프로 접합부를 테이핑하여 기밀 조치를 취한 후 기밀실험을 하였다. 

기밀성능 실험

KS L ISO 9977 (2006)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 Determination of air permeability 

of buildings - Fan pressurization method, 단열-건물 기밀성 측정-팬 가압법의 측정절차)으

로 기밀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해당 실험기준은 블로어도어(Blower Door) 장비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건물의 기밀성을 팬 가압 방식을 통해 측정한다. 

측정당일 외기온도는 오후 5시~7시를 기준으로 16~17℃ 수준이었고, 모듈러 내 실내 난방

온도는 22℃로 세팅하여 101호 및 201호의 기밀성능 실험을 진행하였다. 

블로어도어(Blower door) 실험장비는 Fan Retrotec 3000 SR 그리고 Gauge Retrotec 

DM2를 사용하였다. 블로어도어 테스트는 각 세대문에 장치를 설치하고(Figure 6 참조), 가

감압법 기준에 따라 최저 10 Pa~최대 60 Pa까지 10 Pa 간격으로 가압하여 실내에 유입 또는 

유출되는 공기량(㎥/h)을 측정하였다. 본 현장에서의 기밀성능 측정을 위해 측정세대 내 환기

구, 급/배기구, 화장실 배수구 및 기타 기밀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콘센트 및 점검구 등을 

기밀처리 후 측정하였다(Figure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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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ntrance equipment setting status

   

   

Figure 7. Status of Air tightness treatment by part 

PC 모듈러 주택의 기밀성능 실험 결과 및 유사 사례와의 비교

건물의 기밀성능 측정결과는 실내외 압력차를 50 Pa를 기준으로 측정 후 환산하여 

ACH50(회/h)로 표현된다. KS L ISO 9972 (2006)로 ACH50을 측정한 국내 신축 공동주택

의 기밀성능은 2.8회/h이다(Lee and Shin, 2013). 

PC 모듈러 주택(기숙사 용도)의 기밀성능 측정한 결과값은 101호 13.88 ACH50(회/h), 

201호 11.57 ACH50(회/h)로, 강재 기반 모듈러인 천안두정 행복주택의 기밀성능 결과값

(ACH50 7.56~7.99(회/h) (KICT, 2019))1)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Table 3 참조). 

1) PC 모듈러주택과 유사한 세대평면을 가진 강재 기반 모듈러인 천안두정 행복주택에서 동일한 기밀성능 시험법

인 ISO 9972 기준으로 측정한 4개 세대의 기밀성능 결과값을 선행연구 보고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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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irtight Performance Test Results of PC Modular (KICT, 2022)

Results Unit 101 Unit 201

Building volume [m³] 32.4 32.4

Envelope Area [m²] 14.8 14.8

Floor Area [m²] 14.8 14.8

Building Height (from ground to top) [m] 0.5 0.5

Air flow at 50 Pa, [m³/h] 450.15 375.20

Air changes at 50 Pa, n50 [/h] 13.88 11.57

Flow per Envelope Area at 50 Pa, [m³/h/m²] 30.498 25.419

Table 4. Airtight Performance Test Results Comparison (Cheonan Dujeong Happy House vs. 

Chungbuk Goesan) 

Room Type
Installation 

method

ACH50 

result

Goesan, pilot project

Room 101

basic Type stacked

13.88

Room 201 11.57

Cheonan Dujeong Happy House Room 607

16A Type stacked

7.99

Room 608 7.74

Room 406 7.76

Room 408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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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비교하면, 본 현장의 기밀성능 평가 결과가 천안두정 행복주택 대비 매우 높게 나타

났다(Table 4 참조). 하지만 천안두정 행복주택은 실제 사용되는 건물로서 전체 외장의 완성

도가 높았던 반면, 본 현장의 PC 모듈러 주택은 기숙사로 사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인해 전체

적 완성도 측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고, 특히 거실부에 추가된 우물천장 구조는 기밀성능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였으므로, 성능비교 결과도 이를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

엇보다 기존 콘크리트 공동주택과의 기밀성능 비교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기밀

성능에 대한 보완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

PC 모듈러 주택 기밀 개선 방안

PC 모듈러 주택의 취약한 기밀성능

건물의 단열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더라도, 접합부 틈새의 기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물은 infiltration에 의해 에너지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일반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 통

상적으로 기밀에 가장 취약한 부위는 창호와 구조체의 접합부이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비

교하면 모듈러 주택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합부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모듈러 주택은 기밀

성이 가장 취약한 건축물로 이해된다. 접합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듈러 주택에서 건물에너

지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괴산 기숙사 PC 모듈러 주택의 기

밀성능 결과값이 취약하게 나온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인은 적용된 Base Panel 바닥판에서 수평 대응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강재 사이

를 채워야 하는 바닥 단열재의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단열 크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모양의 이음새를 마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모듈러의 기밀성능 확보라

는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원인은 모듈러 거실부 중앙에 새

롭게 시도된 우물천장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상부층 PC하부의 공간과 연결되어 불필

요한 누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 원인은 Infill 박스유닛의 

벽과 천장재의 시공방법이 재료의 특성상 폭의 치수가 한정된 패널의 조합으로 인해 패널 이

음부에 시공 상태에 따라 기밀 성능이 좌우된다. 네 번째 원인은 무엇보다 이번 PC 모듈러 주

Figure 8. Weak points on section of PC modular (KIC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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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 천안두정 행복주택에서처럼 실제 사용을 전제로 하는 주택법 적용 건물이 아닌, 시범사

업으로서 기숙사 용도를 목적으로 적용된 점이다. 이에 따라 PC 모듈러 주택의 최종 마감 품

질이 천안 두정 행복주택 대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마감품질도 모듈러 기밀성능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Figure 8 참조). 

PC 모듈러 주택의 기밀성능 개선방안

일반적으로 국내 건축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접합부 마감 처리 방식은 우레

탄 발포 후 실리콘 마감 처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에 실리콘 마감은 지

속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독일 Passive 주택에서는 구조의 내측에 기

밀 테이프 시공을 함으로써 자외선 노출 등의 외기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밀성능을 개선하

고 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유분이 빠지게 되어 경화되어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찢어질 

우려가 있는 실리콘보다 기밀성능을 개선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다. 

고단열, 고기밀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패시브 하우스는 통상 저층으로 시공되는 경우 경

량구조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국내 모듈러 주택의 기밀성능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의 접합부에 대한 처리 방안은 기밀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이

는 현장 시공환경의 이해 및 현장노무자의 숙련도에 깊이 연관된다. 특히 가능하다면 면적이 

큰 재료가 단순한 구조로 연결되어야 연결부위 기밀성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 Table 5(Zeller 

and Feist, 1995)는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축자재에 대한 기밀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Table 5. Comparison of airtightness by major building materials (Zeller and Feist, 1995)

Material

Overview of 

Air permeability

(m3/m2h) at 50 Pa

Note

Lime cement finish 0.002~0.05 Ensuring sufficient Air permeability

Bricks 0.001~0.05
Unfinished bricks cause micro-tightness due to joints

Void concrete 0.06~0.35

Gypsum board 0.002~0.03 Difficulty handling Air permeability

Plywood 0.004~0.02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rocessing for 

permanent Air permeability

MDF 0.05~0.22 Unsuitable

Hard board 0.001~0.003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rocessing for 

permanent Air permeability

Wood fiber board 2~3.5 Unsuitable

Other wood ~0.0003 Difficulty handling Air permeability

Pedestal 1 Unsuitable

PE film 0.0015 Ensuring sufficient Air permeability

Bitman cardboard 0.008~0.02 Ensuring sufficient Air permeability

Cardboard 0.01~3 Permanent sealing possible for non-tear planks

Mineral wool 13~150 Uns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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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연결 처리는 설계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접합부의 기밀해결에 

있어서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접합부 처리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Figure 9. Example of joining passive house timber and concrete structures (Feist, 1999)

또한 Figure 9는 목재와 콘크리트벽과의 접합시 기밀성 확보를 위한 예를 보여 준다. 가스

켓 시공, 필름 시공 또는 피스 복합 시공 등 다양한 접합방식에 대해 패시브 하우스에서 보편

적으로 적용하는 이음새 부분 마감처리 방식이다. 패시브 하우스에서 무엇보다 기밀성 확보

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외피를 통한 외기의 침투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료와 디테

일의 선정은 신뢰도가 보장되는 기본적인 구조를 따르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히 패시브 하우

스에서 새롭거나 특이한 디테일의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 

결 론

대부분의 국내 현장에서는 접합부 마감을 실리콘 코킹으로 처리한다. 현장에서 가장 접근

성이 용이한 접합부 처리 방법으로서 실리콘 코킹은 선호된다. 하지만 실리콘은 일시적 기밀

성능 개선에는 빠른 대응이 가능하지만,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영구적 기밀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PC+Infill 방식의 모듈러 주택의 경우, 경량 조립형 구조로서 

다양한 두께와 모양의 접합부가 생길 수 밖에 없었고, Infill박스유닛이 외부와 접하게 되는 

바닥부 노출부위는 조립되는 부재수가 많아 기밀성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한다. 

만약 패시브 하우스 표준에서처럼 기밀성능의 지속성 유지와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

레탄 뿜칠 및 실리콘 코킹을 대체할 수 있는 테이핑 또는 가스켓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설계 및 시공시 가장 우선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모듈러를 둘러싸고 단

열재가 포함되어 제작된 대형 원샷 패널을 적용함으로 모듈러의 외벽체를 구성하는 패널 이

음부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식이 국내에서 가장 용이한 현실적 방법이다. 독일 패시브 하

우스의 단열 및 기밀성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설계 및 시공 원칙 중 하나는 신뢰도 높은 구

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능한 복잡하고 특이한 디테일의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

가된다(Feist, 1999).

이번 PC 모듈러 주택이 기존 모듈러 주택와 달리 새롭게 시도된 구조방식이 있다면 우물천

장 구조이다. 이는 기존의 평평한 천장에 우물형 천장을 추가하는 구조적 특징으로 기밀성이 

2) Feist, W. (1999). Luftdichte Projektierung von Passivhaeusern, CEPHEUS Projektinformation N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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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향후 우물천장의 지속적 반영이 필요하다면 이의 추가시 접

합부 설계에서 기밀성 확보를 위한 우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듈러 주택

에서 경량 구조인 Infill박스유닛과 콘크리트 구조인 PC유닛의 결합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PC 유닛과 Infill 박스 유닛 간의 접합부의 기밀처리라

고 판단된다. 

이번 PC 모듈러 주택은 커튼월 방식을 정면과 후면부에 적용하여 PC 유닛과 Infill 박스 유

닛 간의 접합부의 기밀성능 향상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PC+Infill 방식의 PC 모듈

러 주택의 PC 유닛과 Infill 박스 유닛 간의 접합부 기밀처리를 PC 외부로 확대함으로 마감 처

리되어야 하는 접합부의 길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밀 성능에 대한 근본적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PC 유닛과 Infill 박스 유닛 간의 접합부 기

밀처리는 모듈러가 가지는 실내의 협소함을 부분적으로 극복하는 공간적 자유로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서울시 공릉동 기숙사 및 구로동 미니하우스 등 협소한 부지 내에 시공된 소형 모듈러 주택

들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소규모 모듈러 현장에 대한 기밀성능 현장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유는 향후 모듈러 주택의 기밀성능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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