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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cess management of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that many labor quantity and cost is put at a construction 

site is very important and gives a lot of influence on the subsequent process. Thus, there will be only used as a useful 

tool for process control by medical facilities and trend analysis of the flow of the process by the amount of labor input 

and productivity in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productivity by type and quantity, and comparative analysi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standard of estimate and real commitment to labor productivity by type and 

quantity, and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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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건설공사에서 주요 공종인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에 대하여 일반 업무시설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 공공 의료시설에 대하여  실제 

노무 생산성을 파악하고 이 노무량이 표준품셈과 비교하여 그 생산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생산성 흐름을 분석하여 노무 

생산성에 의하여 투입의 흐름을 도출하고 공종별 노무량에 의한 생산성을 파악하여 공정관리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범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료시설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노무 생산성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 도출을 연구 범위로 하였으며, 실제 작업량과 노무 

투입량의 측정은 공사내역서 및 현장 작업에 관련된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현장 실사의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현장에서 해당 공종의 

준비 작업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소요된 시간, 투입 인력,일일 작업 물량을 기반으로 단위당 소요품을 산출하였으며, 해당 현장에서 직접적인 

실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가(현장소장)의 인터뷰 또는 해당 공종의 작업일보를 기반으로 하여 실사자료를 확보하여 데이터베

이스화 하였으며,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공종의 노동 생산성을 ‘단위물량/인’으로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2. 사례분석

2.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노무생산성 분석을 위한 사례 대상은 제주도 ○○시 소재의 공공의료시설로 지하 3층, 지상 4층 1개동으로 

300병상수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신축공사이였다. 사례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장 조사는 시공회사로부터 받은 총괄 계약내역서, 실기성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를 바탕으로 하고,현장에서 직접 기록한 작업일보를 통하여 해당 일자 및 공사 부위별 투입된 물량과 노무량 및 장비투입 현황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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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종별 생산성 분석

각 공종별 표준품 대비 실투입노무량을 비교해 보면 형틀목공 0.72, 철근공 0.36, 콘크리트공 0.79 평균 0.58로 철근공 < 형틀목공 < 콘크리

트공 으로 철근공이 표준품 대비 가장 적은 비율로 투입되었다. 실투입 노무량에 따른 생산성을 보면 형틀목공 181,938원/인, 철근공 792,280

원/인, 콘크리트공 1,198,036원/인 평균 425,107원/인 으로써 콘크리트공 > 철근공 > 형틀목공의 순으로 콘크리트공의 생산성이 가장 높게 

나왔다.

표 1. 00의료원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생산성 분석표

(단위: 천원)

구분 표준품셈
(a)

실투입
(b)

비율
b/a

공사비
(c) 공사비비율 실투입

생산성(c/b)
표준품셈
생산성(c/a)

형틀목공 10,596 7,658 0.72 1,393,280 28.42% 181,938 131.49

철근공 7,799 2,794 0.36 2,213,631 45.15% 792,280 283.84

콘크리트공 1,366 1,082 0.79 1,296,275 26.44% 1,198,036 948.96

계 19,761 11,534 0.58 4,903,186 100% 425,107 248.12

   

2.3 공종별 노무량및 공사비 분석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착공 후 3개월 째부터 착수하였으며 철근콘크리트의 공사기간은 14월이고 착공 후 17개월째에 완료되었다.  투입 노무

량은 14개월중 착공후 11월(공기 진행율 45.8%)에 월 노무량이 1627인/월로 가장 많이 투입되었고 총 노무량은 11534인이 투입되었다. 이때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69.17%에 도달하고 전체공정은 36.62%이었다. 투입노무량을 보면 형틀목공 > 철근공 > 콘크리트공 이고 공사비로 보면 

철근공 > 형틀공 > 콘크리트공 으로 나타났다.

                공종별 투입노무량                                               공종별 투입공사비

   

그림 1. 00의료원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종별 월별 투입 노무량 및 공사비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공공의료시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의 표준품셈대비 실투입 노무량은 평균 58%이고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착공후 3월~ 

16월(공기 진행율 12.5~66.7%)사이에 14개월동안 이루어졌고 착공후 11월(공기 진행율 45.8%)에 월 투입노무량이 1,627인으로 가장 많이 

투입되었고 형틀목공, 철근콘크리트의 자재비와 시공의 기계화가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므로 형틀목공 인력

과 철근, 콘크리트의  자재 그리고 시공장비의 관리가 중요하며 월별 인력과 자재, 장비의 투입량을 예측 가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할수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표준품셈과 실투입 노무량 및 생산성의 차이를 최소화하기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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