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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ion projects are being the skyscraper and the large size by limited site condition and developing 

construction technology. Therefore, Steel structure work is steadily increasing caused by easy to work and 

structural safety. However, steel-frame work has the large incidence of heavy accident potentially. Recently a 

research group has recently developed newly designed self-supported steel joint for enhancing safety of steel 

erection work. Before applying the steel joint in a construction site, economic evaluation should be performed. 

Thus, we proposed the method for measuring economic efficiency of the new steel joint and verifie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steel joint method through a case study. As a result, Steel erection method using by 

self-supported steel joint showed economic rather than the one using by H-beams.

키 워 드 :  자립형 철골 합부, 철골설치 작업,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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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  목

건설기술의 발달 및 제한된 부지 여건으로 인해 건설 공사는 점

차 초고층화, 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이 용이하고 큰 

인성을 지닌 철골 구조 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홍현석 외, 2004). 철골 공사는 부재 자체가 중량재이고 고소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안전시설 설치가 난이함으로써 중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며, 임현호(2008)에 따르면 철골 공사 전체 

발생 중 재해 중 약 37%가 철골 보 조립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국내에서는 철골 보 설치 작업의 안전성 향상을 목적

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립형 철골 접합부 부재가 개발되었다. 하지

만 현장 적용에 앞서 전반적인 부재 성능에 한 분석이 요구되며, 

특히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경제적 타당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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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건설교통부가 출연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위

탁 시행한 2006년도 건설기술혁신사업[과제번호:06첨단융합D01]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립형 철골 접합부 부재를 이용한 철골 

설치 방식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사례 

적용을 통해 개발 부재의 경제성 평가 및 향후 적용 가능성에 해 

고찰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는 철골 구조체 공사 중 철골 보 설치 작업에 있어 새로 

개발된 부재를 이용한 방식(이하 자립형부재 방식이라 함)과 기존

의 H형강을 이용한 방식(이하 기존 방식이라 함)과의 비교를 통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보 설치 작업은 두 가지 방식에서 동

일한 본조임을 제외한 가조임까지를 분석의 범위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철골 보는 큰 보(girder)와 작은 보(beam)을 포함

하며, 기둥과 큰 보, 큰 보와 작은 보의 접합부는 브라켓을 지닌 

볼트 접합 형태만을 그 상으로 한다. 

자립형부재 방식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우선 현장 조사 및 Moc

k-up test를 통해 보 설치 과정에서의 단위작업시간과 투입 인력

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립형부재 방식 적용에 따른 발

생 편익 및 비용 산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형부재 방식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철골 공사 현장 1곳을 선정하여 투입 부재 규모를 조사하였으며, 

자립형부재 방식에 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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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립형부재 방식 고찰

기존 부재의 설치는 타워크레인으로 보를 양중한 뒤 브라켓 위

로 이동한 작업자가 양중 된 보의 위치를 조절한다. 이후 접합할 

구멍위치를 정렬하고 볼트와 너트를 가 체결한 후 타워크레인이 

보를 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트와 너트를 본 체결한다. 반면 자

립형부재는 기존과 달리 브라켓 부위에 Y자형 플레이트가 달린 기

둥과 사면형태의 접합면을 가진 보, 쐐기 및 쐐기 접합부로 구성되

어있다. 자립형부재의 설치는 Y자형 플레이트가 달린 ‘기둥+브

라켓’을 양측에 설치하고 쐐기 접합부에 유도 로프를 연결한다. 

그 후 타워크레인에 연결된 보를 지면으로 이동시킨 후 유도 로프

를 쐐기에 연결하고 연결된 보를 재 상승시켜 유도 로프를 통해 브

라켓 접합부로 이동시킨다. 이동된 보를 로프의 방향을 조절하여 

보의 쐐기를 Y자형 플레이트의 접합부로 유도하고 기존부재의 설

치 방식과는 달리 보를 양중 한 타워크레인은 다음 설치할 보를 양

중하기 위해 원 위치된 상태에서 볼트와 너트의 체결이 이루어진

다(그림 1).  

그림 1. 기존방식과 자립형부재방식의 로세스 비교

3. 자립형부재 방식의 경제성 평가

3.1 단  작업시간  소요 인력 도출

Lee, H.J. 외(2009)의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Mock-up 

test를 통해 기존 및 자립형부재 방식에서의 단위 작업 시간을 

도출하였으며(표 1), 자립형부재를 이용하는 경우 볼트 체결이 

타워크레인과 부재를 연결하는 와이어로프의 해체 이후에도 가능

해짐으로써 부재 1개당 약 5분의 설치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다.

단위 : 분

기존 방식 자립형부재 방식

프로세스

소요시간 

프로세스

소요시간

최소 최대
기대

시간
최소 최대

기대

시간

와이어 로프 

체결
0.5 1.5 1

와이어 로프 

체결
0.5 1.5 1

양중 2.5 4.5 3.5 양중 2.5 4.5 3.5

포지셔닝 및 

유도로프 

해체

3 5 4
유도로프 

체결
0.5 1.2 1

볼트 체결 2 5 3.5
재상승 및 

거치
1 1.8 1.5

와이어 로프 

해체
0.5 1.8 1.4

와이어 로프 

해체
0.5 1.8 1.4

T/C 원위치 1 2.3 1.9 T/C 원위치 1 2.3 1.9

계 9 19.6 15.3 계 6 13.1 10.3

표 1. 기존  자립형부재 방식의 부재 1개소당 설치시간 비교

각 방식에 따른 소요 인력은 철골 공사 전문가와의 면담 및 

Mock-up test를 통해 산정하였다. 그 결과 부재 설치시 기존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 6인의 작업자가 투입되는 반면, 자립

형부재방식은 작업층 하부에서 간단한 로프 유도만으로 보의 거

치가 가능하며 와이어로프 해체 후에 단순히 볼트 가조임만을 수

행하게 된다. 이에 별도의 특별인부1)가 필요없으며, 1명의 철골

공2)만으로 작업이 가능함으로써 총 4인의 작업자가 투입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2). 

 단위 : 명

구분 기존 방식 자립형부재 방식

특별인부 1 -

철골공 2 1

보통인부 2 2

건설기계 운전기사 1 1

계 6 4

표 2. 기존  자립형부재 방식의 보 부재 설치시 소요 인력

1) 특별인부란,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

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철골공이란, H빔, Box빔 등 철골의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

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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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립형부재 방식의 경제성 평가를 한 가정  평

가방법 제시

앞에서 도출되었듯이 자립형부재 방식은 기존 방식에 비해 부

재 1개당 설치 시간과 투입 인력이 감소됨으로써 부재 설치 노

무비의 절감이 가능하며, 다음 식 (1)에 의해 자립형부재 방식에 

따른 부재 설치 노무비 절감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각 방식의 일

당 소요 노무비는 표 2에서 도출된 투입 인력수에 직종별 노임

단가를 곱하여 산출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의 노무 단가는 2009

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한건설협회, 2009)를 기준으로 설정하

였다. 자립형부재 방식 사용에 따른 총 설치 단축일수는 앞에서 

산정된 부재 1개당 설치단축시간과 투입되는 총 부재수의 곱으

로 산출한다. 또한 기존 방식의 부재 1개당 설치시간 단위를 일

(day)로 환산하기 위하여 하루 작업시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조회 및 체조, 이동, 휴식, 정리정돈시간 등을 고려

하여 작업자의 하루 순수 작업시간을 6시간으로 적용하였다.  

SCl = Ctlc×Ttu×N-Cslc×(Ttt-Tts) ····················(1)

SCl : 설치 노무비 절감액 (원)

Ctlc : 기존 방식의 일당 소요 노무비 (원/일)

Cslc : 자립형부재 방식의 일당 소요 노무비 (원/일)

Ttu : 기존 방식의 부재 1개당 설치시간 (일) 

Ttt : 기존 방식에 의한 총 부재 설치일수 (일)

Tts : 자립형부재 방식에 따른 총 설치 단축일수 (일) 

N : 총 보 부재수 (개)

부재 설치 노무비 절감 외에 자립형부재 방식에 의한 공기 단

축은 경비와 간접비의 감소를 가져온다. 

경비는 기계임 비와 수송비의 합으로 산출되나, 두 가지 방

식의 수송비는 같으므로 경비 절감액 산출에 있어서 보 부재 설

치에 투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월 임 비만을 고려하면 된다. 따라

서 자립형부재 방식에 따른 경비 절감액은 아래 식 (2)와 같이 

철골 부재 양중에 투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월 임 비와 총 부재 

설치 단축일수의 곱으로 산출할 수 있다. 

간접비는 공사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비목별로 요율이 상이하

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SCe = Ctc×Tts÷30(일/월) ·································(2)

SCe : 경비 절감액 (원)

Ctc : 타워크레인 월 임 비 (원/월)

 

반면 자립형부재에 투입되는 추가적인 부속 자재(쐐기 및 쐐

기접합부)는 기존 방식에 비해 재료 및 부재 가공비의 상승을 초

래한다. 재료비는 Mock-up test를 위한 부재 제작을 수행한 철

골 제작 업체 면담 결과 부재 종류 및 물량에 상관없이 톤 당 

약 8,000원의 추가 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자

립형부재 방식에 의한 추가 재료비는 식 (3)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ACm = Cum×Q ·················································(3)

ACm : 추가 재료비 (원)

Cum : 톤 당 추가 재료비 (원/ton)

Q : 총 보 부재물량 (ton)

부재 가공비도 철골 제작업체와의 면담 결과 총 부재량이 100

톤 이상일 때 톤 당 약 15,000원의 추가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부재 물량에 영향을 받으므로 표 3과 같이 건설공사 표준

품셈( 한건설정보, 2009)의 강제총사용량에 따른 기본철골공수 

기준에 의거하여 추가 가공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표 4). 

작업난이도는 자립형부재 방식에서의 가공부재 종류가 많지 않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용접공수 및 소요 부자재량 역

시 두 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추가 부속 자재의 

중량이 크지 않으므로 두 방식의 부재 총 중량은 같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인 부재 가공비는 식 (4)와 같이 산출

될 수 있다.

ACp = Cup×Q ··················································(4)

ACp : 추가 부재 가공비 (원)

Cup : 총 보 부재물량에 따른 톤 당 추가 가공비 (원/ton)

Q : 총 보 부재물량 (ton)

강제총사용량 (t)
60

미만

60

이상

100

이상

300

이상

1000

이상

2000

이상

기본철골공수 

(인·일/t)
7.45 6.94 6.60 5.92 5.24 4.90

표 4. 철골 가공 조립시 강제사용량에 따른 기본철골공수

강제총사용량(t) 철골공수 감소율
추가 가공비

(원/톤)

100이상 1.00 15,000

300이상 0.90 13,455

1000이상 0.89 11,909

2000이상 0.94 11,136

표 5. 강제총사용량에 따른 톤 당 추가 가공비

따라서 자립형부재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절감되는 노무비와 경비의 합이 추가적인 재료 및 

부재 가공비보다 커야한다(식 5).

SCl+SCe > ACm+AC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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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립형부재 방식의 경제성 평가 방법 용

3.3.1 Case study 장 선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식에 비하여 자립형부재 방식의 경제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철골 공사 현장 중 S건설회사의 

현장 1곳을 case study 현장으로 선정하였다. 당 현장은 지하 7

층, 지상 36층 규모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본 연구에서

는 지하층과 지상 1층을 제외한 지상 2층부터 36층까지의 큰 보 

및 작은 보 설치에 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Case study 

현장의 절별 보 부재수 및 부재 중량은 다음 표 5와 같다.

3.3.2 자립형부재 방식의 경제성 분석

표 5에서 보여지듯이 당 현장의 총 부재수는 4,576개, 부재 

총 중량은 3,944톤으로 나타났으며, 철골 부재 양중을 위해 20

톤 크레인 1 가 투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개 (ton)

절 층수
girder 개수 

(중량)

beam 개수 

(중량)

총부재수

(총중량)

5 2,3F 64 (175) 208 (79) 272 (254)

6 4,5,6F 97 (247) 312 (126) 409 (373)

7 7,8,9F 97 (219) 297 (116) 394 (335)

8 10,11,12F 96 (211) 297 (116) 393 (327)

9 13,14,15F 96 (207) 297 (114) 393 (321)

10 16,17,18F 96 (201) 297 (114) 393 (315)

11 19,20,21F 96 (207) 297 (115) 393 (322)

12 22,23,24F 96 (211) 300 (124) 396 (335)

13 25,26,27F 96 (203) 277 (110) 373 (313)

14 28,29,30F 96 (203) 267 (110) 363 (313)

15 31,32,33F 96 (203) 255 (110) 351 (313)

16 34,35,36F 92 (284) 354 (139) 446 (423)

계 4,576 (3,944)

표 6. Case study 장의 별 보 부재수  부재 량

따라서 기존 방식에 따른 총 부재 설치 소요일수는 약 194일

이며, 자립형부재 방식을 사용할 때 총 설치 단축 일수는 약 64

일이 된다. 또한 기존 및 자립형부재 방식의 하루당 소요 인력의 

노무비는 앞에서 언급한 2009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

로 하였을 때 각각 522,188원, 333,092원이며, 타워크레인의 

월 임 비는 약 11,000,000원 정도로 파악되었다. 

앞에서 도출된 식 (1)에서 식 (4)에 따라 당 현장에 자립형부

재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발생되는 절감 노무비 및 경비, 추가 

재료 및 부재 가공비를 산출할 수 있으며(표 6), 투입 부재의 총 

중량이 2,000톤 이상이므로 자립형부재 방식 적용에 따른 톤 당 

추가 부재 가공비는 11,136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구분 산출식 산출결과

설치 노무비 

절감액 (원)

522,188(원/일)×15.3(분)÷360

(분/일)×4,576(개)-333,092(원/일)

×{194(일)-64(일)}

58,253,162

경비 절감액 

(원)

11,000,000(원/월)×64(일)

÷30(일/월)
23,466,667

추가 재료비 

(원)
3,944(ton)×8,000(원/ton) 31,552,000

추가 부재 

가공비 (원)
3,944(ton)×11,136(원/ton) 43,920,384

표 7. 자립형부재 방식 용에 따른 발생 편익  비용

표 6의 결과에 따라 당 현장에 자립형부재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발생되는 편익은 절감 노무비와 경비의 합으로 약 

81,719,829원이며, 추가적인 발생 비용은 추가 재료 및 부재 가

공비의 합인 약 75,472,384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본 현장에 기

존 부재 신 자립형부재를 적용하여 보 부재를 설치할 경우 약 

6,247,445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골 설치 작업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최근 개발

된 자립형 철골 접합부재를 이용한 철골 설치 방식에 한 경제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방법에 따라 case study를 통

해 자립형부재 방식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증가되

는 재료비 및 부재 가공비에 비해 공기단축에 따른 설치 노무비 및 

경비 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기존 방식에 비해 보다 경제적으

로 부재 설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기

단축에 따른 간접비 절감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할 시 

자립형부재 방식을 통한 비용 절감은 더 클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

성 향상 측면까지 고려하면 자립형부재 방식의 효용성 및 향후 현

장 적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1개 사례 현장만을 상으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향후 다양한 규모의 사례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실제 부재 제작 및 현장 적용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비용 기준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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