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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스틸하우스 프리패브 건축 Total Solution 전문기업



IT’S TIME TO CHANGE

Easy  Solution for 
DFMA

(Design for Manufacturing &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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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개요

01 회사소개

02 회사연혁

03 인증현황



회 사 명 스틸라이트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283

대표이사 천 상 현 직 원 수 8명

설 립 일 2014년 6월 5일 자 본 금 6억원

01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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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C 스터드성형기(FRAMECAD) 140 1대
- CNC 스터드성형기 (FRAMECAD) 90 1대
- 조이스트성형기 240 1대
- 반전기 1대, 언코일러 3대
- 만능 인장시험기 1대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 CFS(냉간성형강) 스틸하우스 스터드 생산

- 자동화 구조체 패널라이징 제조 및 시공

- 프리패브 건축 TOTAL SOLUTION 

주요생산시설



02 대표이사 소개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

이 시대는 점점 더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계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부분 개별 인력의 숙련도에 의존해 온 건설업은 여러 분야에서 제조업의 정밀성과 균질한 품질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인구감소,

기능인력감소,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 공급방식은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스틸라이트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부응하고자 공장제 생산방식(Pre-Fab)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균질하고 예측 가능한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는 포괄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건축구조용 경량프레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FrameCAD 사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최고의 성형기를 도입, 

정밀 하고도 견고한 경량철골구조물용 부재인 Stud, Track, Joist 등을 자체 생산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구조체 생산공장을 넘어 프리패브

토탈 솔루션 방식을 통하여 건설산업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졸

• 영국 AA SCHOOL 석사

• 한양대학교 건축학 박사과정 수료

• 전)KBS 초청건축가

• 전)한양대건축과 겸임교수

• 전)한국건축가학교 SAKIA 초빙교수

•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한국 철강협회 KOSFA운영위원

• 건설기술연구원 패밀리기업 회원

학 력 경 력

인삿말



03 회사연혁

I 2014     I      2015    I     2016      I 2017      I  2018     I      2019     I     2020~  

크루즈빌딩시스템 도입
산청 예술인마을

화성공장개설
MBC건축박람회

제주 공동주택 개시
제주 공장개설

S/H 연합체설립
세키스이 구조체납품

경향하우징페어
MBC 건축박람회
사랑의집짓기 협찬
말레지아 자재수출

KS 3854 인증
KICT 패밀리기업지정
ISO9001 인증
제주협동조합주택
의성농어촌공사 납품
산업부장관상 수상

7CNC 스틸하우스 패널라이징 시스템 도입

국내최초
중저층공동주택
CFS 공법적용

국내최초 CFS +
컴포지트판넬 적용

국내최초
중저층숙박시설
CFS 공법적용

CNC 공법 국내 용도 확산

CNC 하이브리드 프리패브공법 적용

크루즈 빌딩시스템 적용

프리패브 영역 확장

생산시설 확충
시스템 인증
프리패브 상용화



04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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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소개

01 산업시장현황

02 사업내용소개

03 핵심경쟁력



01 산업시장현황

건설인력감소
노동시간단축

고 령 화 숙련공 감소

건설산업 환경의 변화

$
총체적 비용 상승

수익률 저하



01 산업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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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설산업구조

향후 건설산업구조

건설산업 구조의 변화예측

X XXX



01 산업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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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1조를 투자한 카테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설계, 자재, 공장제 프리패브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01 산업시장현황

생산품

-자동화 구조시스템(목조,스틸,기타)
-창호시스템
-마감재
-에너지 시스템
-기타

주요 서비스

-END-TO END SYSTEM
-자재판매(WORLDWIDE)
-엔지니어링 서비스지원



02 사업내용소개

CFS (Cold Formed Steel) 스틸하우스 프리패브공법

: POSCO 에서 생산하는 고내식강 PosMAC 을 CNC 자동화 설비를 이

용하여 성형/  패널을 제작하여 현장에서는 바로 세우기(Erection)만으

로 구조체를 형성하는 방법.

국내유일의 CNC 패널라이징 TOTAL SYSTEM

2019년 현재 스틸라이트에서 하는 일은

농어촌공사 의성 지역재생사업

제주 월정리 CFS+COMPOSITE 프리패브 시스템

제주 성산호텔

제주 성산호텔



02 사업내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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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대체재로서 CFS(Cold-Formed Steel Framing) 스틸하우스 특장점

가장 경제적인 내진구조
현재 개발된 방식중 건설비
용 대비 지진에 가장 유리한
내진설계 시스템

내구성
콘크리트 수명을 능가하는 고내
식강 재료 사용(POSCO 

POSMAC)

불연구조
목구조와 달리 불에
타지 않은 구조

초경량
목재보다도 가벼워 향후
층축이나 도시재생에
가장 유리한 구조시스템

재활용
100% 자원재활용이 가능
한 친환경재료

간편시공
타공법에 비해 현장의
고도 숙련공이 필요 없는
공장제 생산방식.  

정확성
CNC 설계및 제조가 가능
하며 BIM 설계 의무화와
함께 미래 공급방식 주도

예측가능
제조업 기반의 정확한
비용산출과 공사기간
예측이 가능

경제성
위 모든 내용이 복합적
으로 상호작용하여 총
체적인 원가절감 가능



02 사업내용소개

향후 콘크리트 구조 비용상승 요인

ㆍ 견고함

ㆍ 내화구조에 유리

ㆍ 공사기간이 길고 공정이 복잡

ㆍ 상대적으로 경제적

ㆍ 벽식구조의 경우 가변성 없음(장수명주택 어려움)

ㆍ 견고하나 자중이 커서 내진에 불리

ㆍ 내화구조 대체소재 개발

ㆍ PC 공법으로 전환요망

ㆍ 사회/환경요인에 따라 자재비 상승우려

ㆍ 기둥보 방식으로 전환 → 공사비 상승

ㆍ 산업폐기물 사용제한(특히 일본산 폐기물)

ㆍ 콘크리트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방사능, 중금속,유해유기화합물 등)

ㆍ 기능공 부족 및 인건비 상승

ㆍ 내진구조기준 강화

현재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 향후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의 변화

지진으로 인한 지표면 액상화
→ 이제 건물은 가벼워야 한다. 지진하중은 건물의 자중에 비례

사회적 인식변화



02 사업내용소개

한국 공동주택 골조방식의 변화 향후 시장확대

벽식구조 기둥보 구조

구 분
벽식구조
(콘크리트)

기둥보구조
(콘크리트)

기둥보구조
(철골+CFS)

공사기간 일반 다소 길다 가장 짧다

공사비 저렴 증가 다소 증가

층고 유리 매우 불리 다소 불리

층간소음 매우 불리 유리 유리

장수명주택 매우 불리 유리 가장 유리

내진설계 불리 다소 유리 가장 유리

사회 환경적으로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대안과 향후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구조방식의 변화

기둥보방식으로 공급되는 장수명주택

철골 기둥보+CFS 로 시공된 제주 주상복합(스틸라이트)

철골 기둥보+CFS 로 시공된 해외 공동주택



해외 CFS 스틸하우스 공법 적용사례

02 사업내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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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단독주택에서 중고층 아파트까지

콘크리트 구조를 대체해 가고 있는

CFS 공법

주거시설에서 상업용 복합시설까지

더 빠르고 경제적이며 지진으로 부터

가장 안전한 구조



02 사업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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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스틸라이트 포지셔닝

ㆍ콘크리트 대체재로서

ㆍ스틸하우스 패널라이징 구조 공급업체

ㆍ부분적 프리패브 시스템 적용

ㆍCFS 스틸하우스 공법 확대적용 시장선점

ㆍ총체적 공장제 프리패브 방식을 통한 공급방식 선점

ㆍOFF-SITE Construction 기술우위 선점

ㆍDFMA(Design for Manufacturing and Assembly)

현재까지 스틸라이트 포지셔닝



IT’S TIME TO CHANGE 보다 간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빠른 솔루션

$

LESS LABOR

BIM 과 DFMA를 통하여 현장에서 도면을 이해하고 자재를 절단하고 폐기물을 정리하는 불필요한 인력과 과정을 제거

02 사업내용 소개



21

기존 적층식 모듈러 시스템 스틸라이트 SUB ASSEMBLY SYSTEM

-현장설치기간 단축

-품질관리 용이

-이축이 용이

…………………………..

-공사비절감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국내 이송 환경 열악

-이송 및 패킹비용 과다

-총체적 원가상승

03 핵심경쟁력

-현장설치기간 단축

-품질관리 용이

-이축이 필요 없는 경우

-단순한 현장조립 방식

-해외 및 국내 이송 환경 양호

-이송 및 패킹비용 최소화

-총체적 원가절감

-해외프로젝트에 적용 용이

-IKEA  D.I.Y 개념 적용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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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핵심경쟁력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 국제건축기준

AISI(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미국철강협회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협회가 정하는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CFS 공법에

컴포지트 패널과 크루즈 빌딩시스템 등을 접목하여 현장 ASSEMBLY 방식으로 향후 변화하는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법 적용 및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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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구조+

Composite Panel

- 제주 월정리

CFS 구조+

Cruise Building System

- Malysia Johobaru

03 핵심경쟁력

UNIT TOILET SYSTEM

크루즈 빌딩시스템

컴포지트 패널 프리컷

국내외 다양한 적용을 통한 KNOW-HOW

CFS 구조+

Cruise Building System

- 경남 산청 예술인마을

KNOCK-DOWN SYSTEM

UNIT TOILET SYSTEM컴포지트 패널 프리컷



III. 사업화 계획

01 구체적 사업영역

02 성장계획 및 비젼



00 주요실적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규모 : 1452㎡ (약440평, 확장형 발코니 포함)
-용도: 다세대주택 (660m² 2개동)
-구조: 스틸하우스조
-외부마감: 알미늄 복합판넬, 리얼징크, 적삼목 사이딩, 세라믹사이딩

숙박시설 - 호텔

-위치 : 제주특별자지도 제주시 정산읍
-규모 : 개별동 736㎡ (약220평) x 4개동
-구조 : 철골구조, 경량 철골구조(스틸하우스 하이브리드 구조)
-외부마감 : 알루미늄 복합판넬

다세대 주택 – Row Housing)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규모 : 1,320㎡ (약50평 8세대)
-용도: 다세대주택
-구조: 스틸하우스조
-외부마감: 알미늄 복합판넬, 리얼징크, 세라믹사이딩

다세대 주택 – 듀플렉스



00 주요실적

리조트-리솜포레스트(제천)

눈뫼가름 협동조합주택

위치: 제주도제주시조천읍
건축면적: 1,800m2 
연면적: 2,800m2 
규모: 지상 2층
구조: 스틸하우스조, 철근콘크리트조

농어촌공사 의성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위치: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용도: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1단지 - 967m2 / 2단지 - 1,278m2 
연면적: 1단지 - 1,401m2 / 2단지 - 1,275m2 
규모: 1단지 - 지상 2층 / 2단지 - 지상 1층
구조: 스틸하우스조



00 주요실적

컴포지트 프리패브 하이브리드 공법

서울도시기반공사 창동역 고가하부 문
화시설

서울 예술 대학교 증축공사



00 주요실적

말레시아 조바루 정부주택

샘플하우스 골조 납품

괌 주정부주택 샘플하우스

산청 예술인 마을 프로젝트(크루즈 공법)

위치: 경남 산청군 내수면
용도: 단독주택건축면적규모: 50m2 20세대
구조: 스틸하우스조



BIM 기반 플랫폼을 통한 생산성, 원가절감, 품질 경쟁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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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빌딩 시스템

UNIT TOILET 
시스템

PRE FAB. 마감재
가공시스템

CFS 구조시스템

BIM 플랫폼

스틸라이트

설계사무소

자재사

시공사

직접구매자

완제품
(SUB ASSEMBLY)

개별 판매
(SUB ASSEMBLY)

01 구체적 사업영역



BIM 기반 플랫폼을 통한 생산성, 원가절감, 품질 경쟁우위 확보

30

스마트빌딩 시스템

UNIT TOILET 
시스템

PRE FAB. 마감재
가공시스템

CFS 구조시스템

01 구체적 사업영역

단독주택

저층 공동주택

중고층 공동주택

상업시설

숙박시설

해외 재난주택

보급형주택

BIM  &
DFMA
(Design for Manufacturing and Assembly)
솔루션 구축 및 배포/상용화



신소재 고내식강을 활용한 기존 석고보드를 대체할 내부 마감 패널 EASY ASSEMBLY SYSTEM 

31

스마트빌딩 시스템

UNIT TOILET 
시스템

PRE FAB. 마감재
가공시스템

CFS 구조시스템

01 구체적 사업영역

WALL ASSEMBLY SYSTEM 

프린트 강판기술을 활용한

경량 외부마감 패널

고성능 내화 단열패널



유형별로 플랫폼에서 자동주문하는 기성 유닛 토일렛 시스템

32

스마트빌딩 시스템

UNIT TOILET 
시스템

PRE FAB. 마감재
가공시스템

CFS 구조시스템

01 구체적 사업영역

현대 크루즈 선박에 설치되는 시스템을

보다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단독주택 뿐 아니라

공동주택, 숙박시설에 이르기 까지

설계자가 코드화된 유형 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현장설치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스마트 빌딩 패키지 상품→ 부가가치가 높은 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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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빌딩 시스템

UNIT TOILET 
시스템

PRE FAB. 마감재
가공시스템

CFS 구조시스템

01 구체적 사업영역

대부분 소규모 기업에서 개별 솔루션으로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아직 주택시장에

접목되지 않고 있는 스카트 홈 패키지를

전문화/상품화하여 건축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이 비즈니스는 설계초기에 설계자에게

스펙을 명시하도록 라이브러리를 구축.

ENERGY+IoT



Vision

 건식 내외부 단열패널 개발

 내화, 층간소음 시스템 연구개발

 EASY ASSEMBLY 를 위한 디테일 개발

 BIM 라이브러리 구축 및 보급

 제3기 신도시등 중저층 공동주택에 적용

 기능공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안

 지진, 태풍 등 재난주택

 포스코 PosMAC 고내식강 사용, 

경쟁력 우위 확보

주요 사업

34

02 성장계획 및 비젼

 자율주택 정비사업등 도심재생하업에 적용

 중저층 행복주택/청년주택에 적용

 단지형 단독주택 시장 집중공략

 단지형 지역재생 프로젝트 적용

 표준모델 공급으로 경쟁력 있는

B2C 사업모델 적용
 향후 중고증 아파트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성능인증 및 시장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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