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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Formwork Crew Team Formation Based on Work Z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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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large scale projects, it is difficult to manage every blocks because of the apartment housing project have 

repetitive shapes and struct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ide construction site into work zones and blocks 

considering site plan, the number of units per each floor, arrangement of blocks, etc. In this study, 20 

influencing factors on the grouping of work zones and formwork crew team formation are identified through case 

study and literature review. Factors are analyzed to determine the degree of influence through experts interviews. 

A systematic process of crew formation based on work zoning and the considerations by each step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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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공동주택은 다수의 동으로 구성되며 동별 층수, 층당 세대 수 

등이 각기 다른 동들이 혼재한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이런 여러 동을 한꺼번에 관리·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공동주

택 공사는 동일한 공사가 반복되는 특성상 여러 작업에 소요되는 

자원의 활용이 공사기간과 공사비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1). 따라서 경제적인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각 동별 특성 및 배

치를 고려한 공구분할과 각 공구별로 효율적인 인력과 장비의 운

영이 필요하다
2)
.

본 연구는 공동주택 공사의 공구분할 및 거푸집공사의 작업조 

구성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체계적인 공구분할 및 거푸집 작업조 

구성 프로세스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공구란 단위그룹, 단위 작업조가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구간을 의미한다.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아파트의 거푸집

공사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공사비는 배제하였다. 연구

의 진행 순서는 첫째, 문헌분석 및 해당 현장 실무자 면담을 통한 

사례분석을 통해 공구분할과 거푸집 작업조 구성 영향요인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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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둘째, 도출된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공구분할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조 구성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셋째, 전문가 면담을 통

해 제시한 프로세스의 현장 적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한다. 

2. 예비적 고찰

2.1 골조공사의 공구분할

공구란 단위 그룹, 단위 작업조가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구간을 

의미하며 공사기간, 공사비용, 품질, 장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

려하여 공사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계획으로 구

분, 운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구역을 2∼3개 블록으

로 구분한 것을 대 공구로, 일반적으로 한 작업조가 수행 가능한 

2∼4개 동을 소 공구로 구분하였다. 각각 공구장과 담당이 배치

되어 공사에 대한 인력수급, 자재조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2 거푸집 작업조 구성

요소 작업들의 작업기간이나 생산성은 작업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경우 작업조의 구성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조

합을 택하여 이에 따른 작업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공동주택 거푸

집공사는 내벽/슬래브, 계단/코어, 외벽(갱폼)으로 구분하여 인력

이 투입된다. 내벽/슬래브 거푸집공사는 작업특성상 반복작업과 

대량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투입인력이 발생하며, 계단/코

어의 거푸집공사는 내벽/슬래브 공사에 비해 다소 다양하고 복잡

하긴 하나 2층 이상 기준층 공사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반복 작업

으로 이루어진다. 갱폼 작업조는 3∼4명으로 구성되어  인양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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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측벽공사 인양작업을 수행하며 T/C사용, 레벨보기 

등 작업의 난이도로 인하여 숙련공으로 구성된다. 

3. 공구분할기반 거푸집 작업조 구성 프로세스

3.1 공구분할 및 거푸집 작업조 구성 영향요인

공구분할 및 거푸집 작업조 구성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3개 사례현장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정적 공구분할 

요인으로 A현장은 기초공법, B현장은 지하주차장의 형태, C현장

은 사이트 내 지하층 규모가 도출되었다.

구분 A 현장 B 현장 C 현장
대지면적 43,224㎡ 109,585㎡ 59,814㎡

동 수/세대 수 11/466 15/2134 14/720
大공구/小공구 2/4 2/10 2/4
작업조 구성 9∼10명 8∼14명 12∼20명

표 1. 사례현장 공사개요

각 현장의 시공경력 평균 약 11년 이상의 공사책임자 및 관계

자 9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설계 및 시공관련 영향요인과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

된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요인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영향요

인으로 설계관련 요인(공사규모, 동의 형태 등) 14개 및 시공관련 

요인(시공난이도, 작업자 숙련도 등) 6개 등 총 20개 요인을 제시

하여 대ㆍ소 공구분할 및 영향정도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구분 영향의 정도가 큼 영향의 정도가 작음
大공구
분할

공사규모, 기초공법, 
지하주차장 형태, 공사기간 

동 형태, 건물높이, 부속건물 
위치 및 공사량, 지반형태

小공구
분할

동의 위치, Type, 싸이클, 
층당 세대수, 동 수

사용재료 및 공법, 거푸집물량, 
기초공법

거푸집
작업조
구성

거푸집 물량에 따른 생산성, 
작업조 적정이윤, 공사기간

작업자 숙련도, 시공난이도, 동 
수, 건물의 형태, 건물높이

표 2. 대ㆍ소 공구분할 및 작업조 구성 시 우선 영향요인

3.2 프로세스 제안

도출된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골조공사의 대ㆍ소 공구

분할 및 거푸집 작업조 구성 순서와 주요 단계별 고려사항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공사규모 및 공사기간을 검토하고 기초공법, 지하

주차장 형태 등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여 대 공구를 분할

한다. 둘째, 동의배치와 반경을 고려하여 크레인 양중계

획 등 장비 동선 계획, 공종별 선ㆍ후 작업진행 계획, 대 

공구분할 규모에 따른 작업자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셋

째, 분할된 대 공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동의 위

치, 층당 세대 수 등을 고려한 소 공구를 분할한다. 넷

째, 소 공구별 거푸집 물량을 파악하여 작업조를 구성한

다. 각 단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1. 2단계 공구분할 및 작업조 구성 프로세스

공구분할 및 거푸집 작업조 구성 프로세스에 대한 적정성 검증

을 위해 시공사 공사관리자 5명 및 감리자 5명 등 총 10명을 대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현장소장 또는 공정계획책

임자의 경험과 협력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던 기존 공구분

할 및 거푸집 작업조 계획에 대한 고려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

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

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공사의 공정관리자의 경험과 직관, 협

력업체와의 협의에 의존하지 않는 체계적인 공구분할 및 거푸집 

작업조 구성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 및 사례현

장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도출한 후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여 요

인별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골조공사

의 대ㆍ소 공구분할 및 거푸집 작업조 구성 프로세스와 주요 단계

별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향후 타 공종별 작업조 구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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