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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er high-rise mixed use buildings require a longer period for construction. Especially finishing work takes up about

40% of the whole construction period. Thus, finishing work is becoming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construction period along with earth work and frame work. As the expected returns added by the reduction of the

period and cost in constructing super high-rise mixed use buildings are huge, the expectations are now increasing for

the possible gains. In this respect, as the period of finishing work is easier to be shortened than that of frame work,

the efforts to acquire the technical knowledge to reduce the finishing work period are now being required.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aimed at suggesting the basic data for designing an economic plan for finishing-work procedure by

analyzing the productivity of each work type of finishing work procedure on the basis of the execution and results of

a construction method as a time-flexible finishing work plan. For this, we categorized the work types of finishing work

procedure into each work unit and provided a work-system for each of them. Also, with case studies, we calculated the

detailed amounts of the work-loads, required materials, productivity, and productivity index of the main work types of

finishing work procedure and each of their separate work units as well a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

results to suggest a better way to improve its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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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센터 육성사업인 한양대학교 친환경

건축 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R11-2005-056-03001)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신도시 및 도심지

등의 주택용지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도심지 토지의 효

율적 이용을 위해 저층부에는 상업시설, 고층부에는 주거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주상복합 건물의 건설이 급

격히 증가되었다.

기존 아파트들은 300%이하의 용적률로 지어지는 반면,

주상복합건물은 한정된 건폐율에서 용적률이 약 700%에

서 많게는 1000% 이상까지 적용할 수 있어 고층화가 충

분히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건물도 외관의 입면과 전망,

옥외 조경의 고급화 등 주거문화의 선호도 변화에 따라

고층화되고 있다.(서현주, 2002)

초고층 건축물공사는 건물의 높이로 인하여 긴 공사기

간이 요구되며 그 중에서 마감공사는 공사기간에서 40%

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와 함께 전체

공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포스코,

2006) 초고층 건축물공사에서 마감공사는 투입되는 자원

이 많고 시공이 복잡하여 효율적 관리 여부에 따라서 건

축공사의 전체적인 공기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공사에서 마감공사는 공

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력 확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황준영, 2008)

본 연구는 공사기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마감공사

공법의 실행 및 결과를 통하여 마감공사의 공종별 생산

성 측면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상대적으로 긴 공사기간

을 요구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공사에서 공사계획

수립 시에 현장의 마감공사 계획을 경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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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작업분류

마

감

공

사

작

업

분

류

가구공사 가구설치공사, 가구보양공사

금속공사
아연도강판공사, 간접등박스설치공사,

커텐박스설치공사

도장공사
에폭시라이닝 도장공사,

다채무니도료공사, 퍼티공사

목공사

우드플로링공사, 합판보강공사,

목조틀설치공사, 목조프레임공사,

걸레받이공사, 코너비드설치공사,

MDF패널공사

방수공사

도막방수공사, 침투성방수공사,

탈에폭시라이팅 방수공사, 액체방수공사,

에폭시코팅공사, 우레탄방수공사,

보호몰탈공사, 코킹, 방습지부착공사

석공사

세대내벽마감석공사,

세대내바닥마감석공사, 창대석공사,

화강석공사, 대리석공사

수장공사

경량철골천장틀공사, 벽지공사,

경량칸막이벽체공사, 골판지공사

내부경량벽체틀공사, 점검구설치공사,

방음재공사, 단열재설치공사

유리공사 복층유리공사

조적공사
시멘트벽돌공사, 시멘트블록공사,

경량콘크리트패널공사

창호공사 목창호프래임공사, 목창호설치공사

타일공사

바닥타일공사, 벽타일공사,

욕실타일공사, 대리석집성타일공사,

화강석집성타일공사, 테라죠타일공사

기 타 빨래건조대공사, 욕조공사, 스팀부스공사

표 2.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마감공사 세부 공종별 작업분류

사업명
공사기간 (단위: 개월)

전체 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자이 39 10 15 14

트럼프월드 39.5 5.5 22 9

센텀파크 36.5 5 21.5 10

대림 아크로빌 37 8 17 13

타워팰리스1 38 6 18 14

타워팰리스2 40 8 15 18

타워팰리스3 38 8 16 14

하이페리온 43 9 25 10

I-Park 38 5 19 14

공기평균 38.78 7.17 18.72 12.89

표 1.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사기간

본 연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세대를 대상

으로 내부마감공사의 공종별 노동생산성을 비교하였다.

마감공사의 범위를 기초 및 구조공사 작업 후에 수행

되는 후속공사로 정하였고, 일반공동주택의 세부공종별

분류를 바탕으로 실제 공사데이터와 이론적 고찰을 통하

여 12개의 세부공종으로 재분류하였다.

재분류된 세부공종별 작업을 기준으로 단위작업을 선

정하고 작업 단위별 작업량을 수치화하고 그 소요품 및

노동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노동생산성을 동등하게 비교하

기 위하여 노동생산성을 보정하여 비교 분석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마감공사 현황 및 특징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마감공사는 표 1과 같이 총

공사기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공사에서 마감공사의 공기가 긴

이유는 동일한 공정일지라도 다양한 프로세스가 적용되고,

투입인원의 증감에 따른 과업달성의 차이가 크며 상대적으

로 자재의 종류와 수량이 많기 때문이다.(포스코, 2006)

원경석(2004)은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마감공사의 특

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1) 타공종에 비해 기계화, 자동화가 어려운 노동의존적

인 공종이다.

2) 다양한 공종의 혼재로 정밀한 생산관리가 어렵다.

3) 발주체계에 따른 유동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4) Column Shortening 등의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재

시공 발생 가능성이 크다.

5) 다수의 인력투입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 및 수급의

불안정, 원·하도급 노동력의 혼합에 따른 통제의 어려움

이 있다.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공사에서 마감공사는 타 공종

에 비하여 노동 의존적이고, 투입 노동의 생산성에 따라

서 공사기간의 변화가 크다. 또한 공기지연으로 인한 원

가상승 초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마감공사에서의 노동생산성의 평가 및 관리는 공기

지연을 막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2.2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마감공사의 공종 분류

마감공사는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의 최종성과물을 완성

하기 위해 기초 및 구조공사 작업 후에 수행되는 일련의

후속공사를 의미하며 조적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방수

공사, 타일공사, 수장공사 등 다양한 공종이 이에 해당된

다.(김영재, 2003) 건축표준시방서, 대한주택공사의 시공

관리지침서, 공동주택의 마감공사의 공종별 세부 작업 분

류(이재동, 2001),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사례를 통하

여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마감공사를 표 2와 같이 정

리 하였다.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마감공사 공종을 분류해 본

결과 경량 공사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량 공사

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사례에 따라서 분류체계에서

분리되어 있거나 수장공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수장

공사에 모두 포함시켜 분류했다.

2.3 생산성 분석 모델

생산성의 측정 및 비교평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과

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대상 선정에

있다. 생산성 측정 대상은 국가나 산업차원의 대상과 기

업, 단일 프로젝트, 그리고 작업단위의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측정 대상에 따른 대표적인 생산성 측정 모델

은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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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논문 제목 주요 내용

홍성욱

(2008)

FPWS 적용 공동주

택의 생산성 분석에

관한 연구

벽식구조와 FPWS구조의 구조체

공사의 작업량 비교 분석, FPWS구

조의 실용화와 적극적 공사관리 활

용방안 제시

김주환

(2008)

초고층 골조 공사의

거푸집 공법 생산성

분석에 관한 연구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된 대표적 거

푸집 공법 3개를 선정하여 실질적

데이터로 생산성 분석

구자민

(2004)

생산성을 고려한 건

설공사 공기지연 분

석 방법

동시 발생 공기지연 분석을 포함하

여 생산성을 고려한 공기지연 분석

방법 제시

주진규

(2003)

철근공사 생산성 향

상을 위한 작업모델

연구

철근공사 수행에서 불필요한 작업

의 프로세스를 줄이고 효과적인 공

사관리를 위한 작업 모델 제시

손정욱

(2003)

건설공사 생산성 측

정 방법에 관한 연구

생산성 조사방법인 Work

Sampling 기법을 이용한 사례를 바

탕으로 생산성 측정하고 분석, 개선

방안 제시

김태완

(2003)

생산성 달성율을 이

용한 생산성 관리 방

안

주요관리공종 선택을 위한 생산성

평가 지표 개발, 중점적 관리 공정

제시

손창백

(2002)

건축공사 생산성 저

하요인 분석

건축공사의 생산성 저하요인에 대

한 분류체계의 확립 및 주요요인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의 발생빈도 및

생산성 저하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무대책 제시

박찬식

(2001)

건설경기 변화에 따

른 생산직 근로자의

가동률 및 생산성 비

교 분석-아파트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IMF 이후의 가동률 및 생산성을

조사하고 이를 IMF 이전과 비교하

여건설경기변화가건설근로자의가

동률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태희

(2000)

데크플레이트 바닥

판 공법의 생산성 향

상방안 제시

워크샘플링 기법과 시뮬레이션 기

법을 활용하여 데크플레이트의 생

산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표 3. 생산성 분석 관련 선행 연구

(1) 국가 및 산업차원의 측정 모델(Economic Models)

국가 및 산업차원에서의 정책결정, 경제 상황 평가 등

에 유용하며,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가 모두 통화로 측정되

는 경제학적인 모델(Economic model)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및 산업차원의 생산성 측정방법은 총요소 생산성을

이용한다.

총요소생산성 노동자재장비에너지자본

총산출

투입의통화가치
산출의통화가치

………………식(1)

이 모델은 건설 사업이나 공사의 작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측정에 있어서 다양한 투입요소를 고려하기 어렵

다는 단점이 있다.

(2) 프로젝트 차원의 측정 모델 (Project-Specific Models)

프로젝트 계획의 수립이나 설계자의 개산견적 등에 유

용한 모델이다. 산출요소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도로의

총길이, 시설물의 용량 등으로 나타내며 투입요소는 노무

비, 장비비, 자재비로 나타낸다.

생산성노동장비자재

산출
투입요소의통화가치

건물의바닥면적등
…식(2)

(3) 공종차원의 측정모델 (Activity-Oriented Models)

공종이나 작업단위에서의 생산성 측정에 유용한 모델

로서 노무비나 노동시간당 산출량으로 정의 된다. 산출량은

단위 공종이나 작업의 무게, 무개, 부피 등으로 나타낸다.

노동생산성노무비
산출량

노무량

산출량
………… 식(3)

생산성 측정 대상에 따른 대표적 측정 모델에 관한 이

론적 고찰 결과, 거시적 관점인 국가나 기업차원의 생산

성 측정은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경제상황평가, 그리고

사업간 비교의 근거로 사용되어 관련 세부 문제점에 대

한 분석과 개선방향 제시에 불충분했다. 반면에 미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나 공종단위를 대상으로 한 생

산성 측정은 성과측정의 비교를 통한 개선점 파악이 용

이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교통부, 2004)

따라서 공종차원의 측정모델은 작업의 효율성과 생산

성 영향요인의 발굴 용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방법에

따른 영향 정도 분석, 시공능력의 비교 평가가 가능하여 다

른 모델보다 건설 생산성 분석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국내 건설사업의 공사기간, 공사비, 생산성 분야 국제경제력 연구"

(건설교통부, 2004)에서 H.Randolph Thomas(1990)의 연구를 정리한

측정모델은 3가지로 나타난다. 국가 및 산업차원의 측정모델, 프로젝

트 차원의 측정모델, 공종차원의 측정모델이다.

2.4 생산성 분석 선행연구 고찰

건설 생산성 분석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류하면, 생

산성 영향 요인이나 생산성 향상 및 관리방안을 다루는

정책 지향적인 연구, 일정기간동안에 이루어진 건설업의

총 산출을 총 투입으로 나누어 생산성을 측정하거나 비

교하는 거시적 연구, 공종별 또는 공업별 미시적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마감공사의 공종별 생산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중에

서 특정 프로젝트 공사의 공종별 생산성을 비교하는 연

구(홍성욱, 2008)는 구체적인 투입-산출 간의 관계를 규

명하고 Man-Hour의 노동투입 단위를 사용하여 작업 간

생산성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Man-Hour의 투입 단위는 기업의 규모와 공사의 종류,

지리적 위치, 경기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

변적인 개념으로 분석기간이 단기적이고 상대적 비교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상대적

으로 비교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감공사의 공종별 세부 작업에

해당되는 투입 물량과 투입인원을 바탕으로 각 공종별

작업 생산성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가능한 수치로 보정

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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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분석 모델 제안

본 연구의 생산성 분석을 위해서 1개층 마감공사의 완

성을 l cycle 기준으로 정했다.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생

산성 모델은 공종차원의 측정모델(Activity-Oriented Mo

dels)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노동생산성은 마감

공사 세부공종의 작업단위에서의 노동시간당 산출량으로

정의된다. 노동시간은 1 cycle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이

작업한 작업시간이고, 산출량은 1 cycle에 투입된 단위

공종의 자재물량으로 나타낸다. 총 노동량은 투입된 작업

자가 작업한 시간을 양으로 하여 모든 작업자의 작업시

간 양을 합한 것이다. 분석과정은 세부공종에 대한 총노

동량을 산출하고, 총노동량에 대한 작업자재물량으로 단

위자재에 투입되는 작업량인 소요품을 구한다. 소요품에

대하여 1일 투입되는 작업량과 소요품을 통하여 1일 작

업자재물량을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을 구한다. 세부 공종

간 비교를 위해 노동생산성을 보정한 노동생산성 보정값

을 구한다. 노동생산성 보정값은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

재 물량을 바탕으로 1 cycle에 포함되는 비율을 통한 완

성도 개념으로 보정한 값이다.

(1) 마감공사 내의 세부 공종 1 cycle 완성에 투입되는

작업자수와 작업자별 작업시간(분)을 측정하여 노동량을

산출한다. 이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총노동량   ×
  투입작업자수
  작업자별작업시간

………………… 식(4)

(2) 공종별 총노동량을 1 cycle에 투입되는 작업자재물

량으로 나누어 1단위의 자재물량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노

동량인 소요품을 산출한다. 이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소요품    


…………………… 식(5)

  소요품인·분해당자재단위
  총작업시간인·분

  작업자재물량해당자재단위 예   개등

(3) 1인 1일 8시간 노동량에 대하여 하나의 물량을 완

성하는데 드는 시간인 각 공종별 소요품으로 나누어 1일

1인 투입에 대한 공사 산출 물량을 계산하여 공종별 노

동생산성을 구한다. 이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해당자재단위인·일
  소요품인·분해당자재단위
  일투입작업시간분일

… 식(6)

(4) 각 세부 공종에 따른 작업물량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며, 재료적인 특성과 공사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계산한 절대산출량으로 노동생산성을 판

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작업자재물량에 대

한 노동생산성을 1 cycle 완성에 기여하는 정도로 보정해

주어야 한다. 단위바닥면적당 각 세부 공종의 작업자재투

입량으로 노동생산성을 보정하여 노동생산성 보정값을

계산하였다. 이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노동생산성보정값    
 × 

…………… 식(7)

  노동생산성보정값인·일

  노동생산성해당자재단위인·일

  층당바닥면적 
  작업자재물량해당자재단위

4.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마감공사 노동생산성 분석

4.1 대상건축물의 선정

대상건축물은 2002년 준공된 B지역에 위치한 초고층 주

상복합 건축물의 D동으로 선정하였다. 철근철골콘크리트

구조로서 총 면적이 53,907.14㎡, 건물 개요는 표 4와 같다.

구분 내용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용도 아파트/업무시설

대지면적 33,696.1㎡

D동 연면적 53,907.14㎡

단지 용적률 919.65%

단지 건폐율 49.93%

구조형식 및 규모 SRC조, 지상층 42층

표 4. 대상건축물의 개요

4.2 분석 데이터의 구성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해당 건축물의 공사지와 공사

일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데이터의 구성 요소는 투입

작업자수, 작업자별작업시간, 작업자재물량, 층당바닥면적

이 있다.

5. 실증 데이터 분석

5.1 노동량

마감공사의 1 cycle의 주요 공종에 대한 단위 공정과

세부적인 작업내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부공종별로 다

음과 같이 단위작업을 분류하여 코드화시켰다. 노동량은

작업자 1인의 작업시간의 누계이며, 표 5와 같다.

5.2 소요품 및 노동생산성 분석

표 6에서 소요품은 각 작업의 노동량을 투입된 작업자

재물량으로 나눈 값이며, 노동생산성을 구했다.

생산성 분석에서 각각의 값들은 그 단위가 상이함으로

공종별 생산성 값의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

산성을 1 cycle 완성에 기여도로 생산성을 보정하여 동등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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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종 작업코드 작업명 노동량

가구공사
no.1 가구설치 9,600

계 9,600

금속공사

no.1 ST'L PIPE 제작 1,920

no.2 S ST'L FRAME 제작 1,920

no.3 CURTAIN BOX 설치 3,840

no.4 등 BOX 설치 3,840

no.5 단천정설치 7,680

no.6 트랜치설치 960

계 20,160

도장공사
no.1 도장공사 31,680

계 31,680

목공사

no.1 먹매김 5,760

no.2 구조틀설치(기둥,옹벽,가구) 23,040

no.3 합판취부 19,200

no.4 도아설치 7,200

no.5 걸레받이 1,920

계 11,424

방수공사

no.1 우레탄방수시공 4,800

no.2 보호몰탈 2,880

계 7,680

수장공사

no.1 우드플로어시공 3,840

no.2 벽지시공 5,760

no.3 골판지시공 2,880

no.4 석고보드 취부 29,760

no.5 STUD설치 11,520

no.6 M-BAR설치 11,520

no.7 단열재충진 2,880

no.8 A/L 몰딩류 4,320

no.9 코너비드설치 2,880

no.10 점검구 3,840

계 79,200

타일공사

no.1 대리석시공 7,200

no.2 대리석SILL 480

no.3 타일시공 18,240

계 25,920

기타공사

no.1 빨래건조대시공 1,920

no.2 욕조시공 1,920

no.3 스팀부스시공 5,760

no.4 방음재시공 2,880

no.5 유리시공 3,840

계 16,320

표 5. 작업단위별 노동량 조사
단위 : 인·분

마감공사 노동생산성 보정값(㎡/인·일)의 순서는 금속공

사 287.98, 타일공사 260.21, 기타공사 230.68, 방수공사 1

79.53, 수장공사 137.43, 목공사 117.39, 가구공사 65.82, 도

장공사 19.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공사와 도장공

사의 노동생산성 보정값은 세부 단위작업의 종류가 적어

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림 1은 마감 공사의 노동생산성 보정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금속공사, 타일공사, 기타공사의 경우 노동생산성

보정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마감 공사 노동생산성 보정값

목공사의 먹매김과 걸레받이 작업, 방수공사의 보호몰

탈 작업, 수장공사의 골판지 시공 작업 및 단열재충진 작

업의 경우에는 소요품이 적고, 노동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보정값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생산성

이 최적화 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수장공사의 석고보드 취부 작업과, STUD 설치 작업의

경우에는 소요품이 적은 반면, 물량이 많아 노동생산성

보정값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원투입량

을 통해서 공사기간 단축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작

업으로 공사기간 관리가 중요하다.

세부공종 작업코드
소요품
(인·분/해당
자재단위)

노동생산성
(해당자재
단위/인·일)

노동생산성
보정값
(㎡/인·일)

가구공사

no.1 266.67 1.80 65.82

평균 - - 65.82

no.1 10.81 44.40 329.12

no.2 129.73 3.70 329.12

no.3 21.43 22.40 164.56

금속공사
no.4 960.00 0.50 164.56

no.5 82.76 5.80 82.28

no.6 65.75 7.30 658.24

평균 - - 287.98

도장공사

no.1 9.33 51.43 19.95

평균 - - 19.95

no.1 5.53 86.82 109.71

no.2 43.53 11.03 27.43

목공사

no.3 42.70 11.24 32.91

no.4 75.00 6.40 87.76

no.5 3.06 157.03 329.12

평균 - - 117.39

표 6. 세부공종별 소요품 및 노동생산성 분석

방수공사

no.1 10.42 46.06 131.65

no.2 6.25 76.77 219.41

평균 - - 179.53

수장공사

no.1 15.58 30.80 164.56

no.2 96.48 4.98 109.71

no.3 3.66 131.20 219.41

no.4 19.22 24.98 21.23

no.5 8.12 59.10 54.85

no.6 12.62 38.03 54.85

no.7 2.03 236.38 219.41

no.8 12.47 38.49 146.27

no.9 11.92 40.28 219.41

no.10 81.88 5.86 164.56

평균 - - 137.43

타일공사

no.1 136.88 3.51 87.76

no.2 40.34 11.90 658.24

no.3 52.05 9.22 34.64

평균 - - 260.21

기타공사

no.1 436.36 1.10 329.12

no.2 436.36 1.10 329.12

no.3 500.87 0.96 109.71

no.4 296.91 1.62 219.41

no.5 395.88 1.21 164.56

평균 - - 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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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에 포함되는 세부 단위작업과 금속공사의 세

부 단위작업 중 등 Box 설치의 경우 노동생산성 보정값

은 높으나 소요품이 큰 특성이 있다. 이는 노동력에 따른

절대 산출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사들의

경우 노동의 효율을 높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한다.

금속공사의 금속 파이프 제작, 커튼 박스 설치와 방수

공사의 우렌탄방수시공, 수장공사의 우드플로어시공, 알

루미늄 몰딩, 코너비드 설치는 소요품이 낮아 노동효율은

높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투입물량이 적게 투입되는 작업

이다. 이러한 작업의 경우는 자재투입량 관리와 공기지연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 언급된 작업들은 특정 요인을 관리하면 생산성

에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이었다. 이외에도 투입량이 적

고, 소요품이 많으며,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들

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관리 해야

지만 생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공기를 필요로 하는 초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기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마감공사의 공종별 작업단위를 분류하여 체

계를 제시하였다. 사례를 통하여 마감공사의 주요공종과

그 단위 공종에 대하여 작업자가 작업한 시간을 양으로

한 노동량과 단위자재시공을 위해 투입되는 작업량인 소

요품, 총 노동시간당 작업한 산출량으로 정의되는 노동생

산성, 단위면적당 투입자재량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반영

하여 나타낸 노동생산성 보정값을 구하고, 결과 값의 관

계를 분석하여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요품이 적고 노동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보정값

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경우의 단위작업은 생산성이 우수

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요품이 적은 반면, 물량이 많아서 노동생산성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 보정값이 낮은 경우의

단위작업은 인원의 투입량을 통하여 공사기간 단축의 효

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소요품이 크고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동생산성 보

정값이 높은 경우 노동효율향상이 생산성을 높일수 있다.

넷째, 소요품이 낮고 노동생산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 보정값이 높은 경우, 공사에 요구되는 물량이

적은 작업으로 자재투입량 관리와 공기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생상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동투입단위의 개념 자체가 다양

한 가변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마감공사 자체의 특

성상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재와 공종에 따라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수반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평면형태에 따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여 그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공된 통계가 아닌

실제 건설현장에 투입된 인력량, 노동시간, 작업물량을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분석하고 있다는데 의

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마감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력과 투입자

재 물량만을 생산성 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마

감공사 전체가 아닌 마감공사 중 특정 공사를 중심으로

생산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검증해 보고, 구체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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