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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 건설산업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을 뿐 아니라, 전

용성, 내구성 및 작업편의성 등이 우수한 알루미늄 거푸집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 거푸집은 재

료의 물성으로 인해 설치·해체작업 시 거푸집 타격 및 거푸

집의 자유낙하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이 필연적이며,  도심지 

공사가 많은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주요 민원발생 요인이 되

고 있다. 이러한 민원발생은 공사의 중단 및 주민단체와의 소

송 등을 야기하며, 이에 따른 공기 지연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추가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원중 2015). 

상기와 같은 알루미늄 거푸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선진 외국에서는 S-system Form, F-system Form 등

의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

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H-system Form, A-system Form 

등의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개발이 수행된 

바 있다. 특히, 국내 도심지 인근 공동주택 현장과 같이 소음

에 민감한 현장에서는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을 

적용하여 소음저감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은 설치·해체작업 시 접합부(핀)와 거푸집을 망치로 

타격하는 작업 방식을 취하고 있어 여전히 거푸집 타격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큰 소음발생 원인 중 하나

인 부재의 자유낙하를 방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소

음저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존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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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현장 적용성 및 범용성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

의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개념디자인을 도출

하고, 국내 공동주택 현장 관계자 및 골조 업체 전문가 인터

뷰,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공동주택 골조공사에 적합한 최적 

개념디자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

집의 최적 개념디자인이 추후 실용화되어 국내 건설현장에 

적용될 경우, 높은 소음저감 효과로 인해 민원 감소, 공기 및 

공사비 절감 등 건설공사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효율적

인 작업 프로세스로 인해 높은 작업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장 적용성 및 범용성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소음

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개념디자인 도출 및 최적 

개념디자인 선정을 위한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관련 예비적 고찰국

내외 개발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및 유사 기

술을 보유한 국·내외 거푸집 개발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을 수행한다.

2) 국내외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주요 구성

요소별 강점 및 개선요구사항 분석국내 공동주택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주요 

구성요소별 Trade-off Analysis를 통해 각 업체의 시스템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주요 구성요소별 강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3)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개념디자인 제안기

존의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주요 구성요소별 강점 및 개선사항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기존 문제점이 개선된 다수의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

미늄 거푸집 개념디자인을 제안한다.

4)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최적 개념디자인 및 

Working Mock-up 제작을 통한 타당성 분석제안된 다수의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개념디자인에 대한 장·

단점 분석을 수행하고, 공동주택 알루미늄 거푸집 공사의 특

성을 고려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최적 개념디자인을 선정한

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 개념 디자인

으로 선정된 안의 Working Mock-up을 제작하고 구동실험

을 통해 선정 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다.

2.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 관련 예비적 
고찰

2.1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앞서 언급된바와 같이 공동주택 거푸집 공사에 주로 사

용되는 알루미늄 거푸집은 재료의 물성으로 인해 거푸집 설

치·해체작업 시 큰 소음을 발생시켜 공사장 민원발생의 주

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 소송 및 

합의 등은 공기지연 및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

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은 

이와 같은 알루미늄 거푸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

사 수행 중 가장 큰 소음을 유발하는 슬래브 거푸집 해체작업

에 드롭다운 시스템을 적용하고, 거푸집 패널이 슬래브 접촉

면으로부터 약 150㎜∼700㎜ 선 하강되도록 설계된 시스템 

거푸집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원중 2015).

2.2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 개발현황 및 

기존 연구의 한계성 분석

2.2.1 국내외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 및 드롭

다운 시스템 개발현황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

푸집 및 드롭다운 시스템의 개발현황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

의 한계성 및 개선요구사항을 도출하자 한다. 먼저 국내외 주

요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가운데 드롭다운 시스템이 적용

된 H-system Form(국내 A사)과 A-system Form(국내 B사), 

F-system Form(해외 C사), S-system Form(해외 D사)의 

제품별 특징 및 장단점을 다음 Table 1과 같이 분석하였다.

Table 1. Conventional noise-reduced aluminum forms: domestic 

and international

Form Type

Feature

Domestic Overseas

H-system Form A-system Form F-system Form S-system Form

Descent 150㎜(1st)
150㎜(1st), 

550㎜(2nd)
150㎜(1st) 60㎜(1st)

Descent 

Mechanisms

Drop Head+

End drop

Tun Bar Bracket+ 

Slide Rail
Drop Head Drop Head

Installation 

Difficulty
Extremely Difficult Average Difficult Average

Advantages

•�high load 

capacity(60kN) and 

wide work space can 

be provided due to 

installation of floor post 

in wide gaps

•�Safety can be 

assured by the 

application of 

self Drop-down 

system

•�Forms can be 

dismantled on the 

floor by the 700㎜ 

of decent height

•�Minimizing striking noise and 

decreased pin joint by the application 

of clamp

•�Preventing reversed accident by the 

installation of tripod in the lower part 

of floor post

•�Safety can be assured by the 

installation of protection caps at the 

edge of each beam

Disadvantages

•�Loud striking noise due 

to the use of pin joint

•�Required horse scaffold 

during the dismantle 

work of 150㎜ and 

also is highly exposed 

to components free 

falling  issues

•�Loud striking noise 

due to the use of 

pin joint

•�Complicated 

process of the 

dismantling work

•�Existence of components free falling 

danger

•�Low load capacity by the application 

of wooden beams

•�Required horse scaffold during the 

dismantle work of 150㎜, 60㎜ and 

also is highly exposed to components 

free fall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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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존 국내외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의 

한계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 개발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거푸집의 안전성 확보, 소음저감, 

작업편의성 및 현장적용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 연구개발 된 

국내외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 및 드롭다운 시스템의 

한계성을 분석하였다.

1) H-System 거푸집

H-System 거푸집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는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으로서 앤드드

롭, 미들빔, 드롭헤드로 구성된다. 드롭헤드와 앤드드롭의 1

단계 하강 메커니즘을 통해 150㎜의 시스템 하강이 가능하

며, 2명의 작업자만으로 설치·해체작업이 가능하나, 설치·

해체 작업 시 핀 접합 개소가 많고 말비계 사용으로 인해 작

업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작업자의 편의에 

따라 슬래브 패널과 구성요소들의 자유낙하가 가능하도록 설

계되어 현장적용 시 여전히 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Fig. 1).

Fig. 1. H-System Form 

2) A-System 거푸집

A-System 거푸집은 현재까지 개발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가운데 2차 하강 기술이 적용된 유일한 시

스템 거푸집으로서 턴바 브라켓, 슬라이드 레일, 드롭형 빔으

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하강은 턴바 브라켓을 통해 150㎜ 1차 

하강되며, 드롭형 빔 속에 내장된 슬라이드 레일에 의해 450

∼550㎜ 2차 하강되어 지면에서 작업자가 손쉽게 슬래브 패

널을 탈형 할 수 있다. 그러나 설치·해체 작업 시 핀 접합 개

소가 많고 작업 프로세스가 복잡하여 작업생산성이 떨어지

고, 시스템 거푸집의 제작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낮다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Fig. 2).

Fig. 2. A-System Form 

3) F-System 거푸집

F-System 거푸집은 세계건설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드

롭다운 시스템 거푸집의 하나로 돌기가 있는 드롭헤드와, 드

롭헤드가 삽입될 수 있는 미들빔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하

강은 드롭헤드의 1단계 하강 메커니즘을 통해 150㎜ 하강되

고, 빔 양단 끝에 보호캡이 적용되어 노무자의 안전성이 높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단순거치방식의 시스템으로 부재

간 결속력이 약하고, 슬래브 거푸집의 자유낙하를 유발하며, 

작업자가 말비계를 사용하여 해체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3).

Fig. 3. F-System Form 

4) S-System 거푸집

S-System 거푸집은 세계 건설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드롭다운 시스템 거푸집으로서 드롭헤드, 돌기가 

있는 미들빔으로 구성되며, H-System 거푸집과 구성부재

가 유사하다. 시스템의 하강은 드롭헤드의 1단계 하강 메커니

즘을 통해 약 60㎜ 하강되고, 설치·해체작업 시 핀 접합 개

소가 적어 작업편의성이 높으나 작업자가 말비계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Fig. 4).

Fig. 4. S-System Form

2.3 새로운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

집의 필요성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및 드롭다운 시스템 거푸집의 특징 및 장단점 분석 결

과, 현재까지의 시스템 거푸집은 설치·해체작업 시 많은 핀 

접합 개소, 작업자의 말비계 사용, 복잡한 작업 프로세스 등

으로 인해 작업편의성이 떨어지며, 작업자의 작업방식에 따

라 슬래브 패널 및 구성요소의 자유낙하가 가능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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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일반적인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문제점인 자

유낙하에 의한 소음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시스템 거푸집에서 공통적으

로 문제되고 있는 다수의 핀접합, 작업자의 말비계 사용, 슬

래브 패널 및 구성요소의 자유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개념디자인을 

도출하고, 현장의 요구 반영을 통해 최적의 소음저감형 시스

템 알루미늄 거푸집 디자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한편,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기법은 불

확실한 상황이나 다양한 평가기준이 있을 경우 활용되는 의

사결정 기법으로(김용연 2012), 이러한 AHP 분석 기법은 의

사결정자의 판단에 대한 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포

함하고 있다(조근태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저감

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최적 개념디자인 선정을 위한 

주요 방법론으로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3.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개념
디자인 제안

3.1 국내외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주요 구성요소별 강점 및 개선요구사항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의 주요구성요소별 강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도출하기에 앞서 

현장 관계자 및 골조 업체 전문가 면담을 통해 시스템 알루미

늄 거푸집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성능평가항목을 1)안전

성, 2)소음저감성, 3)작업편의성, 4)전용성, 5)현장적용성의 

5가지로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성능평가항목을 바탕으로 

AHP분석 및 Trade-off Analysis를 실시하여 국내에서 사용

되고 있는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구성요소별 강점과 개선요구

사항을 도출하였다.

3.1.1 시스템 거푸집의 각 주요 구성요소의 성능평가

항목 선정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

푸집 및 드롭다운 시스템은 그 구성요소를 1)거푸집패널, 2)

동바리, 3)하강시스템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앞서 선정된 5가지의 평가항목 중 각 구성요소에서 평

가되어야 하는 성능평가 항목을 아래 Table 2와 같이 선정하

였다. 거푸집 패널의 평가항목은 설치·해체 시의 소음저감 

및 작업편의성, 반복적인 사용에 따른 전용성으로 선정하였

고, 동바리의 평가항목은 설치 및 해체 작업 시의 안전성 및 

소음저감, 작업편의성, 지지하중에 따른 현장적용성으로 선

정하였다. 또한, 하강시스템의 평가항목은 설치·해체작업 

시의 안전성 및 소음저감, 작업편의성, 적용 가능 구조형식에 

따른 현장적용성으로 선정하였다.

Table 2. Evaluation criteria for Each Component

Eval. Criteria

Component

Safety
Noise 

Reduction

Work 

Convenience

Adaptive  

Reuse

Filed 

Adaptability

Panel ◎ ◎ ◎

Floor Post ◎ ◎ ◎ ◎

Drop-down 

System
◎ ◎ ◎ ◎

3.1.2 성능평가항목별 쌍대비교를 통한 가중치 산정

본 연구에서는 현장 관계자 및 골조 업체 전문가 36인의 설

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구성요소별 성능평가항목에 대한 

쌍대비교를 수행하고,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각 성능평

가항목 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Table 3, 4, 5).

Table 3. Weights derived by pairwise comparison-Panel

Evaluation 

Criteria

Noise 

Reduction

Work 

Convenience

Adaptive 

Reuse
Total Weight

Adaptive Reuse 2.5 1.2 1 1.374 0.458

Noise 

Reduction
1 0.8 1/2.5 0.656 0.219

Work 

Convenience
1/0.8 1 1/1.2 0.970 0.323

Total 4.750 3 2.233 3 1

※ Consistency Rate (CR) = 0.025 (< 0.1)

Table 4. Weights derived by pairwise comparison-Floor Post 

Evaluation Criteria Safety
Noise 

Reduction

Work 

Convenience

Filed 

Adaptability
Total Weight

Safety 1 2 1.5 2 1.453 0.363

Noise Reduction 1/2 1 0.5 2 0.798 0.199

Work Convenience 1/1.5 1/0.5 1 2 1.185 0.296

Filed Adaptability 1/2 1/2 1/2 1 0.564 0.141

Total 2.667 5.500 3.500 7.000 4 1

※ Consistency Rate (CR) = 0.035 (< 0.1)

Table 5. Weights derived by pairwise comparison-Drop-down System

Evaluation Criteria Safety
Noise 

Reduction

Work 

Convenience

Filed 

Adaptability
Total Weight

Safety 1 1.5 1.5 2 1.336 0.334

Noise Reduction 1/1.5 1 2 3 1.282 0.321

Work Convenience 1/1.5 1/2 1 3 0.926 0.231

Filed Adaptability 1/2 1/3 1/3 1 0.457 0.114

Total 2.833 3.333 4.833 9.000 4 1

※ Consistency Rate (CR) = 0.054 (< 0.1)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한 가중치 산정 결과, 거푸집 패널

의 경우는 성능평가항목 중 전용성(0.458)의 가중치가 가장 

홍종현·염동준·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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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자유낙하 시 알루미늄 거푸집의 재료 

특성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가능하므로 현장에서는 그 전

용성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바리의 경우는 안전성(0.363)이 가장 중요한 성능평가항목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의 경우 동바리에 의한 거푸집의 승·하강 프로세스가 일반 

동바리의 프로세스와 상이하므로 현장에서는 그 신뢰성 및 

안전성에 보다 중점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강시스템의 경우는 안전성(0.334)과 소음저감성(0.321)이 

중요한 성능평가항목으로 분석되었다.

3.1.3 Trade-off Analysis를 통한 주요 구성요소별 

평가점수 산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된 주요 구성요소별 성능평가 항

목의 가중치를 바탕으로 기존 국내외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

루미늄 거푸집 및 드롭다운 시스템 중 국내 현장에서 활용되

지 않는 F-System 거푸집을 제외한 3개 시스템(H-System, 

A-System, S-System) 거푸집의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을 수행하였다. 평가점수 산정은 현장 관계자 및 골조 업

체 전문가 36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설문의 결과

를 반영하였으며, 평가 시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

였다.

(1) 거푸집 패널

시스템 거푸집의 구성요소 중 거푸집 패널에 대한 Trade-

off Analysis 수행 결과, 전용성 항목의 경우 플라스틱이 

코팅된 합판 패널에 스틸 또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부착하

는 S-system 거푸집에 비해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하는 

H-system과 A-system 거푸집이 재료의 특성상 우수한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소음저감 항목의 경우 거푸집 패널의 

충돌 및 타격으로 인한 소음이 상대적으로 큰 H-system과 

A-system 거푸집에 비해 합판 소재의 패널이 적용되고, 핀

접합 개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S-system 거푸집이 우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작업편의성 항목의 경우 경량 패널의 사용, 

슬래브 패널의 설치·해체 프로세스 간소화, 핀접합의 최소

화 등으로 인해 S-system 거푸집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내용이 반영된 종합적인 거푸집 패널 

평가 결과, 거푸집 패널에서는 S-system의 거푸집 패널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Table 6. Evaluation scores of the systems (Panels)

Evaluation 

Criteria

Adaptive 

Reuse

Noise 

Reduction

Work 

Convenience Total
Rank

Rank
Weight 0.458 0.219 0.323

H-system 5 2 2 3.374 2

A-system 5 2 2 3.374 2

S-system 3 3 5 3.646 1

(2) 동바리

시스템 거푸집의 구성요소 중 동바리에 대한 Trade- Off 

Analysis 수행 결과, 안전성 및 소음저감 항목의 경우 자체 

하강이 가능하고 자유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A-system 거푸

집의 동바리가 작업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핀 타격 소음 발생 

빈도가 감소하여 소음저감 효과에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작업편의성 항목의 경우 H-system 거푸집이 동바리 설

치 간격(1.8m)이 넓어, 작업공간 확보에 유리하므로 작업 편

의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system 거푸집의 경

우 H-system 거푸집과 동바리 설치 간격(1.7m)은 유사하나 

하강 작업이 번거롭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작업 편의성

이 가장 낮게 도출되었다. 현장적용성 항목은 H-system 거

푸집이 타 동바리에 비해 높은 허용하중으로 인해 다양한 층

고에 활용이 가능하여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

기 내용이 반영된 종합적인 동바리 평가 결과, 동바리에서는 

A-system 거푸집 동바리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Table 7). 

Table 7. Evaluation scores of the systems(Floor Posts)

Evaluation 

Criteria
Safety

Noise 

Reduction

Work 

Convenience

Filed 

Adaptability Total Rank

Weight 0.363 0.199 0.296 0.141

H-system 2 3 4 5 3.215 2

A-system 5 5 1 2 3.392 1

S-system 3 2 3 3 2.801 3

(3) 하강시스템

시스템 거푸집의 구성요소 중 하강시스템에 대한 Trade-

off Analysis 수행 결과, 안전성 및 소음저감 항목의 경우 

A-system 거푸집의 하강시스템이 700㎜(1차-150㎜, 2

차-550㎜) 하강하도록 설계되어 말비계의 사용 없이 작업자

가 바닥면에서 슬래브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으므로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소음저감에 우수한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일체화된 빔의 사용으로 접합 개소가 감

소하여 시스템의 안전성 및 소음저감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작업편의성 항목의 경우 작업자 1인이 말비계

의 사용 없이 바닥면에서의 해체 작업이 가능하고, 일체화된 

빔의 사용으로 인해 접합개소가 최소화된 A-system 거푸집

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A-system 거푸집

은 타 시스템 거푸집에 비해 복잡한 하강 프로세스를 지니기 

때문에 작업편의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장적용성 항목의 경우 벽식 및 라멘조에서 모

두 적용이 가능한 H-system 거푸집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내용이 반영된 종합적인 하강시스템 평가 

결과, 하강시스템에서는 A-system 거푸집의 하강시스템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8).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최적 개념디자인 선정



140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7권 제2호 2016년 3월

Table 8. Evaluation scores of the systems(Drop-down System)

Evaluation 

Criteria
Safety

Noise 

Reduction

Work 

Convenience

Filed 

Adaptability Total Rank

Weight 0.363 0.199 0.296 0.141

H-system 3 2 1 5 2.445 2

A-system 5 5 4 3 4.540 1

S-system 2 2 2 2 2.000 3

3.1.4 주요 구성요소별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강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현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3가지 시

스템(H-system, A-system, S-system) 거푸집에 대한 주요 

구성요소별 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 및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개념디

자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수행된 주요 구성요

소별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음저

감형 시스템 거푸집 중 각 평가항목별로 우수한 시스템의 강

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아래 Table 9와 같이 분석하였다.

국내외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구성요소별 강

점 및 개선요구사항 분석 결과, 1)거푸집 패널의 설치·해체 

시 발생하는 타격소음 저감, 2)간소화된 동바리 설치·해체 

프로세스 및 동바리 안전성 향상, 3)연결철물 사용의 최소화, 

4)슬래브거푸집의 자유낙하 방지의 4가지 항목이 본 연구에

서 개발하고자 하는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개

념디자인의 주요 설계 고려사항으로 반영되었다.

3.2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개념

디자인 제안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주요 구성요소별 강점 및 개선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소음저감은 물론 작업 편의성 및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개념디자인(ALT1, ALT2, ALT3)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3.2.1 드롭다운 동바리와 가변빔이 적용된 소음저

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드롭다운 동바리와 가변빔이 적용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

루미늄 거푸집은 드롭다운 동바리, 미들빔, 가변빔이 상호 결

합되어 하강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미들빔과 

가변빔 하부 중앙에 있는 천공부를 통해 드롭다운 동바리를 

삽입시키고 미들빔과 가변빔 연결부위에 힌지결합 함으로써 

연결된다. 승·하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드롭다운 동바리는 

300mm씩 총 3단계의 승·하강이 가능하며, 드롭다운 동바

리 하부에 높이조절 잠금장치가 적용되어 잠금장치를 통한 하

강 및 고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가변빔은 내부와 외부

로 구분되어 신장 및 축소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드롭

다운 동바리가 하강함에 따라 가변빔의 길이가 자동으로 변화

하며 하강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다(Fig. 5).

Fig. 5. Noise-reduced System Aluminum Form with a Drop-down 

Floor Post and Adaptive Beam (ALT1, Patent Application No : 10-

2015-0045145)

Table 9. Advantages and Requirements for Improvement on the Each System Aluminum Form

Component System Advantages Requirements for Improvement 

Panel
S-system 

Form

•�Decreasing striking noise and increasing workability by 

minimizing number of pin joint
•�Increased workability by the weight lightening of the forms
•�The upper part of the slab is available for simple work during the 

installation of slab panels. 

•�Adaptive reuse of the form must be obtained in projects such 

as apartment houses that consists of repetitive works
•�The use of other panels than standardized panel such as the 

non-standardized panel must be simple
•�The degree of the incorner component must be controlled to 

lower the striking noise of the dismantle work

Floor Post
A-system 

Form

•�Decreased striking noise and safety is assured by the self Drop-

down function based on the rotating ring

•�Preventing reversed accident by the installation of additional 

steel material such as a tripod in the lower part of the floor post 
•�Work space must be assured by expanding the gap between 

each floor post
•�Productivity must be assured based on a application of a simple 

work process
•�High load capacity is required to be able to be applied in various 

Drop-down 

System

A-system 

Form

•�Labor safety and decrease of component free falling noise is 

assured by the two steps of decent process that labors are not 

required to use a horse scaffold
•�Installation and dismantle work can be performed by one person 
•�Safety is assured by the use of integration beams and also 

minimized the number of pin joint to reduce noise and obtain 

workability

•�The system must be available for box frame construction and 

Rhamen construction
•�Productivity must be obtained by simplifying the decent and 

dismantle process
•�Components free falling must be prevented during the 

dismantle of slab corners

홍종현·염동준·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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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격자빔과 도르래가 적용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격자빔과 도르래가 적용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

푸집은 격자빔, 격자빔 연결재, 원터치 도르래가 상호 결합되

어 하강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격자빔 

연결재에 격자빔을 연결시키고 도르래에 연결되어있는 와이

어와의 결속을 통해 승·하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

한 격자빔 연결재와 도르래는 사용성이 높은 원터치형 도르

래를 사용하였으며, 바닥면에 설치된 패달 조작을 통해 거푸

집이 승·하강 되도록 설계되었다(Fig. 6).

Fig. 6. Noise-reduced System Aluminum Form with Lattice Beam 

and Pulley(ALT2, Patent Application No : 10-2015-0045146)

3.2.3 베벨기어 동바리와 X빔이 적용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Fig. 7. Noise-reduced System Aluminum Form with a Bevel Gear 

Floor Post and X-Beam (ALT3) 

베벨기어 동바리와 X빔이 적용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

미늄 거푸집은 베벨기어 동바리, 미들빔, X빔이 상호 결합되

어 하강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미들빔과 X

빔 하부 중앙에 있는 천공부를 통해 베벨기어 동바리가 삽입

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또한, 동바리 중앙부의 베벨기어를 

통해 동바리의 승·하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베벨기

어 동바리 개소당 1개의 X빔과 2개의 미들빔이 설치되며, 드

롭다운 동바리의 하강에 따라 2개의 무핀 슬래브 거푸집이 

승·하강되도록 설계되었다(Fig. 7).

3.3 소결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에 대한 주요 구성요소별 강점 및 개선요구사항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저감성 및 작업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새

로운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3가지 개념디자

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념디자인은 설치·해체작업 시 

핀 접합 개소의 최소화를 통해 타격소음을 저감하였고, 슬래

브패널의 자유낙하를 방지하여 거푸집의 낙하소음을 제거하

였으며, 말비계의 사용 없이 설치·해체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작업편의성을 향상시켰다.  

4.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최적 
개념디자인 선정

4.1 제안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개념디자인의 장·단점 분석 

본 연구에서는 3가지 형태의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

늄 거푸집의 개념디자인(ALT1, ALT2, ALT3) 중 최적의 개

념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관리자 및 전문골

조업체 관리자 등 전문가 면담을 수행하여 앞서 선정된 4

가지 평가항목(안전성, 소음저감성, 작업편의성, 경제성)에 

대한 각 개념디자인 대안 별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0).

개념디자인 대안 별 장·단점 분석 결과, 안전성 측면에

서는 ALT1, 2, 3 모두 슬래브 패널의 자유낙하에 의한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ALT2

의 경우 빔을 지지하는 와이어 강성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

여,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

였다. 소음저감성 측면에서는 ALT1, 2, 3 모두 핀 접합 최소

화를 통해 타격소음을 저감하였으며, 슬래브 패널의 자유낙

하를 방지할 수 있어 우수한 소음저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편의성에서는 ALT1, 2, 3 모두 말비계 사

용 없이 지면에서 거푸집의 설치·해체작업이 가능하고, 설

치·해체 프로세스가 간단하여 작업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나, ALT2의 경우 설치·해체작업 시 거푸집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최적 개념디자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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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들이 와이어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전도의 위험을 지

니고 있어 원터치 도르래를 한 번에 인양할 수 없다는 단점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성에서는 ALT1, 2, 3 모두 

잠금장치, 원터치 도르래, 베벨기어 등 특수 장치의 사용으

로 인한 제작단가 상승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ALT3의 경우 설치·해체작업 시 노무자 1

인 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ALT1, 2에 비해 노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경제성에서 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4.2 Trade-off Analysis를 활용한 최적 개념디

자인 선정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개념 디자인의 장단점 분석 결과를 

토대로 Trade-off Analysis를 활용하여 소음저감형 시스

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최적 개념디자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평가항목(안전성, 소음저감성, 경제

성, 작업 편의성)의 신뢰성 있는 가중치 산정을 위해 종합건

설업체 관리자(27명) 및 전문골조업체 관리자(9명)를 대상

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아

래 Table 11, 12와 같이 산정하였다. 아래 Table 11은 쌍대비

교를 통한 평가항목의 가중치 산정방법의 예시이며, Table 

12는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1. Weights derived by pairwise comparison of the evaluation 

criteria(survey example)

Evaluation Criteria Safety
Noise 

Reduction

Economic 

Feasibility

Work 

Convenience
Total Weight

Safety 1 3.00 2.00 2.00 1.70 0.426 

Noise Reduction 0.33 1 1.00 2.00 0.83 0.208 

Economic Feasibility 0.50 1.00 1 2.00 0.90 0.226 

Work Convenience 0.50 0.50 0.50 1 0.56 0.140 

Total 2.33 5.50 4.50 7.00 4.00 1 

※ Consistency Rate (CR) = 0.044 (< 0.1)

Table 12. Evaluation criteria weights derived by applying AHP 

Safety
Noise 

Reduction

Economic 

Feasibility

Work 

Convenience
Total

Weight 0.318 0.185 0.197 0.296 1

Rank 1 4 3 2 -

AHP 분석 결과, 안전성이 31.8%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작업편의성(29.6%), 경제성

(19.7%), 소음저감성(18.5%) 순으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

미늄 거푸집 개념디자인 선정을 위해 중요한 평가항목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토대

로 제시된 개념디자인 대안별 쌍대비교를 수행하여 그 평가

점수를 산정하였다. 평가 시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

홍종현·염동준·김영석

Table 10.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n the Proposed Conceptual Designs

Alts. Eval. Criteria Advantages Disadvantag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LT1

Safety 0

•�Prevent the free falling of the slab panels when dismantling the forms
•�Work on the floor without using scaffold  by increasing the height of the Drop-down when installing and 

dismantling

Noise 

Reduction
0

•�Minimize the free falling noise because the installing and dismantling processes can be performed on the 

floor
•�Minimize the striking noise when installing and dismantling because the pin joints can be reduced

Work 

Convenience
0

•�Minimize the use of horse scaffold on the floor when installing and dismantling
•�Enhance construction speed by applying the mortise and tenon-joint system when assembling the beams

Economic 

Feasibility
0 •�Additional manufacture cost of the floor post(support) and beam

ALT2

Safety
0 •�Prevent the free falling of the slab panels when dismantling the forms

0 •�Poor durability of the wire for supporting beams

Noise 

Reduction
0

•�Completely remove the striking noise by eliminating pin joint process when installing and dismantling the 

forms

Work 

Convenience

0
•�Completely eliminate the time-consuming pin joint process when installing and dismantling the slab panels
•�Work on the floor when installing and dismantling the forms

0 •�Time-consuming operating process of one-touch pulley  when installing and dismantling the forms

Economic 

Feasibility
0 •�Manufacture cost due to the complicated  structure of one-touch pulley device

ALT3

Safety 0
•�Prevent the free falling of the slab panels when dismantling the forms
•�Stably support the slab panels when dismantling the forms using X-shaped floor post (beam-support)

Noise 

Reduction
0

•�Prevent free falling sound due to the drop-down system which is possible to work on the floor.
•�Minimize the striking noise when installing and dismantling because the pin joints can be reduced

Work 

Convenience
0

•�Perform the processes installing and dismantling the forms by one person.
•�Simplify the assembly of the beam-support, beam and panel

Economic 

Feasibility

0 •�Reduce  labor cost

0 •�Additional manufacture cost of bevel-ge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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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개념디자인 대안별 가중치 산정결과, 안전성, 작업

편의성 평가항목에서는 ALT1, 소음저감성 평가항목에서는 

ALT2, 경제성 항목에서는 ALT3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3).

Table 13. Weights estimation results 

Safety

ALT1 ALT.2 ALT3 Total Weight

ALT1 1 3 2 1.57 0.52

ALT2 1/3 1 1/3 0.42 0.14

ALT3 1/2 2 1 1.00 0.33

Total 1.83 7 3.33 3.00 1

Noise Reduction

ALT1 ALT2 ALT3 Total Weight

ALT1 1 1/3 1/2 0.49 0.16

ALT2 3 1 2 1.62 0.54

ALT3 2 1/2 1 0.89 0.30

Total 6 1.83 3.5 3.00 1

Economic Feasibility

ALT1 ALT2 ALT3 Total Weight

ALT1 1 3 1/2 0.96 0.32

ALT2 1/3 1 1/4 0.37 0.12

ALT3 2 4 1 1.67 0.56

Total 1.83 6 3.5 3.00 1

Work Convenience

ALT1 ALT2 ALT3 Total Weight

ALT1 1 3 2 1.57 0.54

ALT2 1/3 1 1/2 0.42 0.16

ALT3 1/2 2 1 1.00 0.30

Total 1.83 7 3.33 3.00 1

또한 Table 10의 개념디자인 대안별 장·단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서 도출된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념디자인 대안별 

가중치가 고려된 Trade-off Analysis를 수행한 결과는 아래 

Table 14와 같다. 

Table 14. Calculation results for the selection of the optimal 

conceptual design

Alternative Formula
Total 

Score

ALT1 0.52*(0.318) + 0.16*(0.165) + 0.32*(0.197) + 0.54*(0.296) 0.42

ALT2 0.14*(0.318) + 0.54*(0.165) + 0.12*(0.197) + 0.16*(0.296) 0.22

ALT3 0.33*(0.318) + 0.30*(0.165) + 0.56*(0.197) + 0.30*(0.296) 0.36

본 연구에서는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최적 

개념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설문을 통해 도출된 4가지 평가

항목(안전성, 소음 저감성, 경제성, 작업 편의성) 별 가중치와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개념디자인(ALT1, ALT2, ALT3) 

별 쌍대비교를 통해 도출 된 대안별 가중치를 곱하여 최적 개

념디자인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성(0.52)과 작업편의

성(0.54)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이 도출된 ALT1이 최

적 개념디자인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최적 개념디자인 ALT1은 동바리의 잠금장치와 가

변빔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기존의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

루미늄 거푸집에 비해 제작단가가 다소 높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으나, 핀 접합을 최소화 시키고 말비계의 사용 없이 

900mm의 승·하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소음저감성 및 

작업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3 최적 개념디자인의 Working Mock-up 제작을 

통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최적 개념디자인으로 선정된 ALT1의 실

용화 가능성 향상 및 건설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

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 개념디자인의 Working 

Mock-up을 제작하고, 구동실험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 검토

를 수행하였다. 

3D 프린팅 기술은 연속적인 계층에 물질을 뿌리면서 3차

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부가제조 기술의 일종으로 3차원 데이

터를 입체물로 신속하게 제작하는 방식을 말하며, 소재를 자

르거나 깎는 절삭가공(Subtractive manufacturing) 방식이 

아닌 새로운 층을 가루 또는 액체를 첨가, 부가 가공하여 굳

게 하고 이를 켜켜이 쌓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러한 원리는 

첨삭가공(AM; Additive Manufacturing)기술로 일컬어지며, 

피규어, 의학 분야, 연구개발, 건축, 토목 분야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 개념 디자인의 프

로토타입을 플라스틱 재질(ABS)로 제작하고 후처리 가공을 

통해 금속 재질로 표현하였다. 또한 원활한 구동테스트가 가

능하도록 실제 사이즈대비 1/5 크기의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한 

워킹 목업(Working Mock-up)의 형태로 제작하고 기술적 타

당성 검토를 위한 실험실 실험(구동실험)을 수행하였다. 아래 

Fig. 8은 최적 개념디자인 Working Mock-up의 하강 프로

세스 및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Fig. 8. Working Processes and Components of System Aluminum 

Form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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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최적 개념디자인을 기반으로 Full-scale 프로토타

입의 제작 및 구동실험을 통한 현장적용성 분석 및 구조해석

을 통한 부재의 강성, 좌굴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시스템 거푸집에서 공통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다수의 핀접합, 작업자의 말비계 사용, 슬래브 패

널 및 구성요소의 자유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최적 개념디자인을 선

정하기 위해 1)국내외 소음저감형 시스템 거푸집 관련 선행연

구를 분석, 2)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개념디자

인의 고려요소 도출, 3)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개념디자인 설계, 4)최적 개념디자인 선정, 5)3D 프린팅 기술

을 활용한 최적 개념디자인의 Working Mock-up 제작 및 기

술적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

늄 거푸집의 개발현황 분석 결과, 현재까지 개발된 소음저감

형 알루미늄 거푸집은 실제 현장적용 시 소음저감 효과가 부

족하고, 복잡한 설치·해체 절차로 인해 작업편의성 또한 부

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새로운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개발

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새로운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개발을 

위해 기존 소음저감형 시스템 거푸집의 주요 구성요소별 강

점 및 개선요구사항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①거푸

집 패널의 설치·해체 시 발생하는 타격소음 저감, ②간소화

된 동바리 설치·해체 프로세스 및 동바리 안전성 향상, ③연

결철물 사용의 최소화, ④슬래브거푸집의 자유낙하 방지의 4

가지 항목이 새로운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개

념디자인의 주요 설계 고려사항으로 도출되었다.

3) 국내외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 주요 구성

요소별 강점 및 개선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고려

사항을 반영하여 소음저감은 물론 작업편의성 및 생산성 향

상이 가능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3가지 개

념디자인(ALT1, ALT2, ALT3)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념디

자인은 설치·해체작업 시 핀 접합 개소의 최소화를 통해 타

격소음을 저감하였고, 슬래브패널의 자유낙하를 방지하여 

거푸집의 낙하소음을 제거하였으며, 말비계의 사용 없이 설

치·해체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작업편의성을 향상시

켰다.

4) 제안된 3가지 개념 디자인의 평가를 위해 4가지 평가항

목(안전성, 소음저감성, 경제성, 작업편의성)을 선정하였으

며, 선정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 관리자(27명) 

및 전문골조업체 관리자(9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하고,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Trade-off Analysis를 수

행한 결과, 안전성(0.52)과 작업편의성(0.54)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이 도출된 ‘드롭다운 동바리와 가변빔이 적용

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이 최적 개념디자인

으로 선정되었다.

5) 최적 개념디자인의 실용화 가능성 향상 및 건설 현장

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Working Mock-up을 제작하고, 구동실험을 통해 기술적 타

당성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시스템 거푸

집의 최적 개념디자인은 기존 소음저감형 시스템 거푸집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소음저감은 물론 작업 편의성 

및 노무자의 안전성이 제고된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최적 개념디자인을 기반으로 Full-scale 프로토타

입의 제작 및 구동실험을 통한 현장적용성 분석 및 구조해석

을 통한 부재의 강성, 좌굴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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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최적 개념디자인 선정

요약 : 최근 국내 공동주택 골조공사에 있어서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소음
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은 복잡한 작업프로세스로 인해 작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특히 설치·해체 작업 시 알루미늄의 물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여전히 방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
푸집의 최적 개념디자인을 제안하고, 최적 개념디자인을 토대로 제작된 워킹목업(Working Mock-up)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알루미늄 거푸집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 개넘디자인 
3개 안을 도출하였으며, 현장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Trade-off Analysis
를 수행한 결과, 안전성(0.52)과 작업편의성(0.54)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이 도출된 ‘드롭다운 동바리와 가변빔이 적용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이 최적 개념디자인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시스템 거
푸집의 최적 개념디자인은 기존 소음저감형 시스템 거푸집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소음저감은 물론 작업 편의성 및 노무
자의 안전성이 제고된 실제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알루미늄 거푸집, 소음저감, 개념디자인, AHP 분석 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