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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다양한 합부간의 조립으로 구조를 이루게 되는 모듈러공법에서 장설치단계의 모듈조립은 구조물의 

구조 인 안정성  품질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요한 공정이다. 그러나 일반 으로 사용

되는 수공구 는 동공구는 장시간 사용 시 생산성과 조립품질이 하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에어공구의 장 을 활용한 모듈러주택 용 조립공구가 개발되었으나, 공구별 성능을 비교하여 성능을 비

교  평가하는 실험 인 분석은 미흡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듈러주택 조립에 사용되는 기존 조립용 공

구와 모듈조립용 에어공구를 장에 용하여 구조물의 조립품질과 생산성을 공구별로 측정하여 비교·분석

하 다. 그 결과, 기존 조립용 공구와 비교하여 모듈조립용 에어공구가 생산성  품질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모듈러주택∣조립공구∣조립품질∣생산성∣

Abstract

Modular house is built by assembling various joints. Module assembly in the stage of on-site 

installation is very important process, because assembly process directly affects the structural 

stability and the quality. However, manual tools and electric-powered tools have a problem in 

that assembly productivity and quality are reduced during long-time usage. Although pneumatic 

assembly tools for modular house have been developed, but empirical analysi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ools has not been sufficien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assembly quality and productivity by applying existing assembly tools and new pneumatic tools 

to the fiel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pneumatic assembly tools are more excellent in terms 

of assembly productivity an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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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모듈러공법은 특징인 구조 인 가변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유닛모듈의 조합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주

거 특성을 반 할 수 있어 새로운 주택시장이 기 되는 

공법이다[1]. 이러한 모듈러공법은 기존 습식공법과 달

리 장이 아닌 공장에서 제작된 유닛모듈을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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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고, 장에서는 모듈간의 조립만으로 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공기단축  원가 감, 내진성 등 

많은 장 이 부각되며 다양한 건축물에 용되고 있다

[2]. 일반 으로 모듈러공법은 공장제작, 운반, 장조

립의 3단계 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특히 기 -모듈, 

기둥-모듈, 모듈-모듈 등 다양한 합부간의 조립으로 

구조를 이루게 되는 모듈러공법에서 장설치단계의 

모듈조립은 구조물의 구조 인 안정성  품질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요한 공정이지만, 

재 일반 으로 사용되는 수공구 는 동공구는 장시

간 사용 시 생산성과 조립품질이 하되는 문제 을 가

지고 있다[3]. 이에 장시간 사용에도 일정성능이 유지되

는 에어공구의 장 을 활용한 모듈러주택 조립용 공구

가 개발되기도 하 다. 그러나 수공구 는 동공구, 

에어공구의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 인 분석은 미흡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듈러주택 조립에 사용되는 

조립용 공구를 장에 용하여 구조물의 조립품질과 

생산성을 공구별로 측정하여 비교·분석하 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기존의 공구와 련된 생산성분석 연구는 공구자체

의 구조  안 성을 검토하는 공구 자체의 품질을 분석

하거나, 개발 공구의 용을 한 로세스 효율화 방

안을 제시하거나, 개발 공구 용시 상되는 문제 을 

해결하는 등의 연구가 일반 이었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모듈러주택 조립용공구

의 성능분석을 해 [그림 1]과 같은 로세스로 수행

하 다. 먼  모듈러공법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국

내외 기술동향  사례를 조사하 으며, 모듈러공법에 

사용되는 조립용공구의 황과 특성분석을 고찰하

다. 이 후 용 상과 장비, 용방법을 결정하 다. 

용 상은 실험환경  장여건을 고려하여 기 -모듈 

합부 6곳으로 제한하 으며, 규격 차이로 용이 불

가한 동공구를 제외한 수공구와 에어공구로 용 장

비를 한정하 다. 실험은 수공구와 에어공구를 동일한 

작업환경을 가정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용하 고, 각 

합부마다 볼트를 체결하는 소요시간과 토크를 측정

하여 공구별 생산성  조립품질을 비교·분석하 다. 

단, 소요시간 측정은 볼트를 조립하는 시간만을 측정하

으며 합부 간 이동시간, 조립 비에 소요되는 시

간은 제외하 다. 

그림 1. 연구프로세스

Ⅱ. 이론적 고찰

1. 모듈러공법의 개념 및 특성
모듈러공법이란 장에서 시공되는 기존 공법과 달

리,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생산된 유닛 단 의 구조체

에 기, 기계설비  내장재 등을 갖춘 상태로 장으

로 운반되고 장에서는 각 유닛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완성된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법이다[2]. 공업화주택, 조

립식주택, 유닛모듈러주택, 모듈러건축 등 그 개념과 용

어가 다양하게 발 해 왔으나, 통상 으로 공장에서 생

산되어 장에서 조립된 건축물로 그 의미가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러공법은 기존 공법 비 다양한 특성과 

많은 장 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듈러공법의 특성은 

[표 1] 과 같이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표 인 모듈러 공법의 특성은 공기단축[4-8], 품질향상

[4][5][8], 경량화[4][5][8] 등으로 구분되고, 연구자에 따

라서는 인력부족문제해결[5], 표 화  부품화[6],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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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특성[7][8] 등을 모듈러공법의 특성으로 구분하기도 

하 다.

연구자
(연도)

모듈러공법의 특성

조봉호 외
(2007)

공기단축, 고품질, 경제성, 경량화, 친환경성, 이동성, 
현장인력감소, 유지관리성, 안전성 등

김균태 외
(2011)

공기단축, 품질우수, 경량화, 대량생산, 안전성, 인력부
족문제해결, 설계비절감, 재사용성 등

이가경 외
(2011)

친환경성, 표준화, 부품화, 폐기물감소, 설치 및 해체의 
용이성, 재사용성, 공기단축, 인건비 절감 등

이광복 외
(2011)

이동의 용이성, 융통성, 확장성, 단열성능, 내진특성, 
공기단축 등

장활제 외
(2015)

공기단축, 균일한 고품질, 비용절감, 대량생산, 진환경 
건축공법, 가변성, 경량화, 이동의 용이성, 구조적안전
성(내진특성), 현장안전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표 1. 모듈러공법의 특성

특히, 모듈러공법은 유닛들의 조립만으로 구조체를 

완성하기 때문에, 조립공정은 구조체의 구조  안정성

을 결정하는 매우 요한 공정이다. 따라서 조립품질과 

조립생산성을 향상이 가능하며, 조립공정 로세스 개

선에 기여할 수 있는 조립공구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

에 본 연구는 조립 품질과 생산성 측면에서 공구별 특

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하 다.

2. 모듈러공법의 기술동향 및 사례
2.1 국내 기술동향 및 사례
국내에서 모듈러공법은 포화상태에 이른 주택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 도입 기단

계로 수요자의 인식부족, 소업체 주의 시장형성에 

따른 설비투자 미흡 등의 어려움은 있으나, 국가연구개

발사업을 통해 [그림 2(a)]와 같은 사회 년생, 신혼부

부를 한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지속 인 연구와 투자를 진행 에 있다. 

2003년 학교증축공사를 시작으로 용된 국내의 모듈

러공법은 과거 교육, 군사시설 등 공공부문에 집 으

로 용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을 기 으로 민간부문

에도 확 되며 [그림 2(b)]와 같은 다양한 상업시설은 

물론 소형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등에도 

용되며 시장이 확 되고 있다[8]. 

(a) 수서행복주택(예정) (b) 커먼그라운드

그림 2. 국내 모듈러 건축 사례

2.2 국외 기술동향 및 사례
국외에서 모듈러공법은 주택, 학교, 상업시설에 이르

기까지 국가별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 오고 있다. 유럽

의 경우, 국과 독일, 핀란드 등에서 연립주택, 오피스, 

호텔, 기숙사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되며 가장 큰 시장

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발달된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1950년 부터 모듈러공법이 발 되어 온 국은 2000

년  부터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 3(a)]와 같이 25층 규모의 고층건물에도 

용되고 있다[9]. 미국의 경우, 속한 인구증가에 따

라 주택 부족문제가 두됨에 따라 이에 한 해결책으

로 량생산(mass production)개념을 주택에 목하면

서 2011년 기 으로 체 주택수의 7%에 해당하는 약 

680만채에 모듈러공법이 용되었다[8]. 뿐만 아니라, 

[그림 3(b)]와 같은 32층 규모의 고층 건축물에도 모

듈러공법을 용하고 있다.

(a) 영국 Student Village(2009) (b) 미국 B2 Project(2016예정)

그림 3. 국외 모듈러 건축 사례

일본의 경우, 여러 차례 지진을 겪으며 내진성이 

뛰어난 모듈러 공법이 많은 각 을 받고 있다. 특히 세

키스이 하임(sekisui heim)과 도요타 홈(toyota home)

과 같은 형 제조사들을 심으로 다양한 모듈조합으

로 수요자가 원하는 주거특성을 반 하여 산층 이상

의 고객을 타겟으로 한 고  단독주택을 주로 생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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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자동화된 생산설비로 량생산체계를 갖추고 

매년 1만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공 하고 있다. 

3. 모듈조립용 공구의 현황 및 특성
3.1 수공구
모듈러공법은 운송  재사용을 해 모듈의 해체와 

조립이 가능한 볼트 합방식이 주로 사용된다[10]. 볼

트 합에는 일반 으로 [그림 4(a)]와 같은 수공구인 

라쳇 치가 사용되고 있다. 수공구는 작고 가벼워 휴  

 이동이 편리해 작업편의성은 높으나, 작업효율이 낮

고, 작업자 개인의 숙련도  습 에 의해 일정한 조립

품질이 유지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한, [그림 4(b)]

와 같이 소공간 등의 작업을 해 장비를 인 으로 

변형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a) 라쳇렌치 (b) 변형된 라쳇렌치(예)

그림 4. 수공구

3.2 전동공구
수공구와 더불어 볼트조립에는 일반 으로 [그림 5]

와 같은 동 임팩 치가 사용된다. 수공구에 비해 작

업자의 체력 인 부담을 덜어주고 충 식의 경우 휴

가 편리한 장 이 있으나, 모듈에 용되는 자재과의 

규격 차이로 사용이 불가한 부 가 많고 장시간 사용 

시 토크성능이 하되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

운 단 을 지니고 있다. 

(a) 전동 임팩렌치 (b) 임팩트렌치 적용(예)

그림 5. 전동공구

3.3 에어공구
에어 치는 기존 수공구, 동공구에 비해 모듈러 조

립공정에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존 

장비의 단 인 생산성  품질 하를 보완하고자 [그

림 6(a)]와 같은 에어 라쳇 치를 활용하여 모듈러 주택 

조립용 에어공구가 장시간 토크성능을 유지시켜 품질

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같은 조립용 공구가 선행연구

를 통해 개발되었다[12]. 이 공구는 [그림 6(b)]와 같이 

에어 치에 기어드 오 셋(Geared Offset)과 회 블럭

을 장착하여 소공간에서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하 으며, 반력블럭을 설치하여 높은 토크에서 발생되

는 반력을 지지하여 작업자의 안 성도 확보하 다.

(a) 에어 라쳇렌치 (b) 모듈조립용 에어렌치

그림 6. 에어공구

Ⅲ. 조립용 공구의 현장적용

1. 적용대상 및 장비 
본 연구는 충분한 작업 공간  시간 확보 등 원활한 

실험진행을 해 [그림 7]과 같이 모듈러공법을 용하

여 목업(mock-up)으로 제작되어 있는 2층 규모의 모듈

러주택을 용 상으로 하 다. 

(a) 목업(Mock-up) 전면부 (b) 목업(Mock-up) 후면부

그림 7. 적용대상 목업(Mock-up)전경

용 상 모듈러주택은 총 6개의 유닛모듈로 구성되

어 총 4세 를 이루며 기 -모듈, 모듈-모듈, 모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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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등 다양한 합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외부 마감이 되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기둥-모

듈, 모듈-모듈 합부를 제외하고 [그림 8]과 같이 외부

에 노출되어 있는 6개의 기 -모듈 합부에 용하 다.

(a) 접합부상세-1 (b) 접합부상세-2

그림 8. 목업(Mock-up) 접합부

장 용 장비는 [그림 9]와 같이 수공구와 모듈조립

용 에어공구를 사용하 다. 사용된 수공구는 [표 2]와 

같이 무게 1.35kg, 장 577mm에 200N.m의 최 토크 

성능을 발휘한다. 반면 에어공구는 무게 10.81kg, 장 

855mm로 수공구보다 크고 무거우나, 최  325N.m까지 

토크성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동공구는 기 -모듈 

합부와의 규격 차이로 용이 불가하여 제외하 다.

(a) 수공구 (b) 모듈조립용 에어공구

그림 9. 현장적용 장비

구분 수공구 에어공구

무게 1.35kg 10.81 kg
전장 577mm 855mm

최대토크 200N.m 325N.m

표 2. 현장적용 장비의 제원

추가 으로, 장 용에 사용된 볼트와 트는 [그림 

10(a)]와 같이 목업 모듈에 동일하게 용된 M16 볼트

와 트를 사용하 다. 그리고 에어공구의 구동을 해 

사용된 [그림 10(b)]와 같은 컴 서(compressor)는 

장제약에 의해 3.5HP의 규격을 사용하 으나, 필요

에 의해 규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0(c)]

와 같은 귤러이터(regulator)는 에어공구로 볼트 체

결 시 에어공구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 해 주는 역할을 

한다.

(a) 볼트/너트(m16) (b) 콤프레샤(3.5HP) (c) 레귤레이터

그림 10. 기타 적용장비

2. 적용방법
장 용은 [그림 11]과 같이 동일한 작업자가 동일

한 합부에 동일한 순서로 수공구와 에어공구를 각각 

용하는 등 작업환경을 동일하게 제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수공구와 에어공구를 이용하 으며, 먼

 수공구의 품질  생산성 측면의 성능을 측정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에어공구의 성능을 측정하 다. 

그림 11. 현장적용 진행

세부 으로는 [표 3]과 같이 6개의 합부마다 각 6

회씩 총 36회에 걸쳐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며, 조립 시 

기 치 이상의 토크에 도달하는 소요시간과 해체 시 발

생하는 토크를 측정하 다. 모듈러공법은 다양하고 많

은 합부가 존재하나, 이미 목업(mock-up)으로 제작

되어 있는 2층 규모의 모듈러주택을 용 상으로 한 

실험 여건으로 공구의 용이 가능한 기 -모듈 합

부인 6개 합부만을 용부 로 정하 다. 모표 편차

를 모르는 경우, 표본의 수가 30개 이상이면 정규분포

를 따른다[11]. 따라서 각 합부 별 6회씩 반복하여 

총 36개의 표본을 취득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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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작업 평가항목 평가도구 평가 상 기타

1 볼트
해체

품질
(토크측정) - 디지털 토크 측정기

수공구 동시
진행2 볼트

조립
생산성

(시간측정)
- 수공구 토크 렌치
- 스탑워치

3 볼트해체

4 볼트
조립

생산성
(시간측정)

- 에어토크렌치(조립)
- 컴프레셔
- 스탑워치 에어

토크렌치
동시
진행

5 볼트
해체

품질
(토크측정) - 디지털 토크 측정기

6 볼트조립(실험종료)

표 3. 현장적용순서

Ⅳ. 현장적용 결과 및 분석

1. 생산성측정 결과 및 분석
1.1 수공구
수공구를 용하여 조립에 소요된 시간은 [표 4]와 

[그림 12]와 같이 측정되었다. 측정결과, 평균 조립시간

은 8.85 로 측정되었고 앙값은 8.54 , 최빈값은 9.1

, 표 편차는 2.48로 측정되었다. 최소값은 3번 볼트

에 2회 조립 시 측정된 5.08 로 측정된 반면 1번 볼트

에 3회 조립시 측정된 18.9 가 최 값으로 측정되었다. 

구분
Volt No.

1 2 3 4 5 6
1 12.14 10.80 5.86 9.39 8.67 11.01
2 8.94 9.10 5.08 9.60 10.20 9.10
3 18.92 12.21 7.78 9.20 7.35 7.53
4 8.85 8.52 8.56 9.08 7.56 11.95
5 6.81 8.52 5.90 8.09 6.43 6.84
6 7.32 7.53 11.40 7.70 7.81 7.00

표 4. 수공구 소요시간 측정
(단위 : sec)

그림 12. 수공구 소요시간 측정결과 분석

1.2 에어공구
에어공구를 용하여 조립에 소요된 시간은 [표 5]와 

[그림 13]과 같이 측정되었다. 측정결과, 평균 조립시간

은 0.86 로 측정되었고 앙값은 0.82 , 최빈값은 0.69

, 표 편차는 0.20으로 측정되었다. 최소값은 3번 볼

트에 4회 조립 시 측정된 0.52 로 측정된 반면 2번 볼

트에 1회 조립시 측정된 1.38 가 최 값으로 측정되었다. 

구분
Volt No.

1 2 3 4 5 6
1 0.78 1.38 0.69 0.73 0.74 0.96
2 1.17 1.04 1.26 0.69 0.82 1.05
3 0.95 1.01 0.94 0.69 0.65 0.60
4 0.64 1.17 0.52 0.65 0.60 0.92
5 0.93 0.96 0.70 0.83 0.65 0.73
6 0.82 0.97 1.08 1.00 0.74 0.74

표 5. 에어공구 소요시간 측정
(단위 : sec)

그림 13. 에어공구 소요시간 측정결과 분석

1.3 결과분석
생산성 측정결과 볼트 조립 시 수공구는 5.08 에서 

18.98 의 범 에서 평균 8.85 가 소요되는 것으로 측

정되었다. 이는 볼트를 조립하는데 평균 0.86 가량 소

요되는 에어공구보다 수공구 사용 시 약 8 가량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편차도 에어공구는 0.21

로 나타나 2.48 로 측정된 수공구에 비해 일정한 작업

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단된다. 에어공구를 사용하

여 볼트를 조립하는 것이 수공구를 사용할 때 보다 

1/10가량 은 작업시간을 투입함에 따라, 다량의 볼트

체결이 요구되는 작업이나 장시간 작업자세를 유지하

기 어려운 체결작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장 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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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측정 결과 및 분석
2.1 수공구
수공구의 토크는 [표 6]와 [그림 14]와 같이 측정되었

다. 측정결과, 평균 토크는 188.44N.m로 측정되었고 

앙값은 193.9N.m, 최빈값은 216.8N.m, 표 편차는 

50.55N.m로 측정되었다. 최소값은 2번 볼트에 1회 조립 

시 측정된 85.5N.m로 측정된 반면 4번 볼트에 5회 조립

시 측정된 225.3N.m가 최 값으로 측정되었다. 

구분
Volt No.

1 2 3 4 5 6
1 162.8 85.5 206.8 216.8 179.8 195.3
2 187.4 190.5 192.3 221.9 192.5 214.1
3 171.7 101.8 189.5 205.1 166.6 186.1
4 150.2 199.4 206.4 215.9 168.1 209.5
5 157.8 200.6 214.8 225.3 170.3 203.7
6 174.9 215.0 216.8 200.9 175.6 212.1

표 6. 수공구 토크 측정
(단위 : N.m)

그림 14. 수공구 토크 측정결과 분석

2.2 에어공구
에어공구의 토크는 [표 7]과 [그림 15]와 같이 측정되

었다. 측정결과, 평균 토크는 166.23N.m로 측정되었고 

앙값은 164.1N.m, 표 편차는 13.60N.m로 측정되었

다. 최소값은 4번 볼트에 2회 조립 시 측정된 144.1N.m

로 측정된 반면 1번 볼트에 3회 조립시 측정된 196.7N.m

가 최 값으로 측정되었다.

구분
Volt No.

1 2 3 4 5 6
1 184.0 164.7 176.6 150.8 151.7 155.8
2 167.1 171.8 176.4 144.1 159.6 161.3
3 196.7 174.2 160.9 163.0 163.3 157.5
4 183.1 176.1 175.5 144.3 148.7 165.5
5 188.0 166.7 191.6 163.5 149.3 152.4
6 175.9 166.8 186.3 150.0 160.4 160.6

표 7. 에어공구 토크 측정 
(단위 : N.m)

그림 15. 에어공구 토크 측정결과 분석

2.3 결과분석
조립품질 측정결과 볼트 조립시 수공구는 최소 

85.5N.m에서 최  225.3N.m의 범 에서, 평균 188.44N.m의 

토크를 보 다. 그러나 표 편차가 30.55N.m로 나타나 

작업자의 숙련도  작업특성에 따라 조립 품질의 차이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에어공구는 최소 

114.1N.m에서 최  196.7N.m까지 범 에서 평균 166.23N.m

의 토크치를 보 고, 표 편차는 13.60N.m로 수공구에 

비해 일정한 조립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자의 숙련도나 작업특성에 향이 수공구에 비해 

어 합부마다 보다 균일한 조립품질을 유지시켜 

체 인 모듈의 안 성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한, 에어공구의 최 성능을 발휘하기 한 권

장규격보다 용량이 작은 3.5HP의 컴 서 사용으로 

수공구의 평균 토크보다 작게 나타났으나, 규격 조정 

시 토크치를 최  325N.m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모듈러주택 장시공단계에서 사용되는 

조립용 공구의 조립품질과 생산성을 비교·분석하기 

해 조립용 공구인 수공구와 에어공구 장에 직  용

하 으며, 본 연구의 범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생산성 측면에서 평균 8.85 가 소요된 수공구에 

비해 에어공구 사용 시 평균 0.86 가 소요되어 볼

트조립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90%이상 감소되고, 

작업속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품질측면에서 에어공구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립

했을 때, 수공구를 사용했을 때보다 토크 편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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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30.55N.m→13.60N.m) 일정하고 균일하게 조

립품질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모듈러주택의 구조 인 안정성과 품질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요한 공정인 조립단

계에서 수공구에 비해 모듈러주택 조립용으로 개발된 

에어 치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용된 에어 치는 재 개발단계

의 시작품으로 제작되어 있어, 실제 조립에 요구되는 

토크보다 높게 설계되어 크고 무거운 단 이 있다. 이

로 인해 수공구에 비해 이동성과 휴 성 등 작업편의성

에서 불리하고, 장시간 작업 시 작업자에서 부담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향후 실제 장에 직  용

하기에 앞서 조립품질, 생산성과 더불어 작업자 안정성 

등 추가 인 요소를 고려하여 수공구, 동공구, 에어공

구 등 조립공구의 성능을 비교하고 구체 인 사용방법

에 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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