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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공사의 공정관리는 주어진 공기와 예상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품

질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공사를 완료

하는 것이 목적이다(Baek, 2017). 이로 인해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마감공사는 기초 및 구조체 공사 작업 후에 

수행되는 후속 공사를 의미하며 창호공사, 조적공사, 방수공

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등이 해당된다(Lee et al., 2011). 이

처럼 마감공사는 종류가 다양하고 공정이 세분화되어 다수

의 협력업체에 의해 반복하여 시공되는 특성을 가진다. 또

한, 토공 및 골조공사와 함께 전체 공기를 결정하는 요소이

고, 각 공종들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공사관리 방법

에 따라 전체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 작업 간의 선ㆍ후행 

관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Joo et al., 2015). 선행 작업의 지

연은 단위 시간당 작업량의 변화에 따라 후속작업의 대기나 

작업 간의 간섭을 발생시켜 비용증가나 공기지연과 같은 비

생산적인 행위를 초래한다(Shin et al., 2010). 따라서 반복작

업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면 공기

단축 및 비용절감이 이루어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마감공사

의 작업 연속성에 대한 계획 및 공사관리가 중요하다.

이로 인해 공정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린 건설과 LOB 

(Line Of Balance) 개념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Tact공정관리 

기법이 대두되고 있다(Kim et al., 2007). Tact공정관리는 작

업구역을 일정하게 통일시킴으로써 선·후행 작업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만드는 기법이다. 또한, 공정 간의 보유시간을 

“0”으로 함으로써 공종간의 간섭을 제거할수있다는 장점으

로 인해 마감공사 시에 Tact공정관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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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a construction project, process planning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a projec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stablish a process plan in the early stage because the finishing work of an 
apartment house involves more interference than the foundation work or the frame work. First,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act process management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data from the case project, conventional Tact proc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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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compositive Tact process management were verified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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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t기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 공정관리기법의 한계

점과 Tact공정관리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Kim (2012)은 공동주택 마감공사에 Tact기법 적용 시 공기

단축, 안전관리, 품질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Sim (2017)은 사례현장에 Tact기법 적용 시 여전

히 불필요한 작업 대기시간이 존재함을 언급하며 마감공사

의 세부공종 특성에 대해 복합병행이 가능한 효율적인 Tact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그러나 Sim (2017)의 연구 한계

점으로는 Tact적용 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설, 자재 설

치성 공사에서 Tact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는 복합병행이 가능한 특정 공종들의 원가를 

분석하여 적정 공기 범위 내에서의 적정 노무 투입 인원수, 

적정 시공세대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 데이터를 기반하여 원가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둔다. 기존 Tact

기법과 복합병행 Tact기법의 바닥미장공사의 공기차이 및 

원가 상승비용을 비교분석하여 기존 Tact기법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바닥미장공사의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공기 

범위내에서 바닥미장공사의 작업 효율성이 최대가 되는 인

원 적정성을 도출하여 세부공종을 고려한 복합병행 Tact기

법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공동주택 사례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활용

한다. 사례 프로젝트의 마감공사 중 간섭현상의 발생빈도가 

높으며 작업 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바닥미장 공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한 연구 수행 방법은 다

음과 같다. 먼저 국내 공동주택 마감공사 공정관리의 중요성

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 공정관리기법과 Tact 공정관리

기법에 대한 고찰 및 선행 연구의 한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현장에 적용한 기존 Tact기법과 복합병행 Tact기법의 Tact 

단위작업계획 및 공정표를 바탕으로 각 기법의 공기차이를 

비교분석하고 바닥미장공사의 노무비로 한정하여 원가 상

승비용분석을 통해 복합병행 Tact기법의 효과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복합병행이 가능한 바닥미장공사의 원가 분석

을 통해 바닥 미장공사의 작업 효율성이 최대가 되는 적정 

노무 투입 인원 및 시공세대수를 도출하여 복합병행 Tact기

법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

2. 예비적고찰

2.1 공동주택 마감공사 공정관리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공정관리는 인력, 자재, 장비, 원가 

등의 자원을 투입하여 건축물을 생산하는 활동들을 시간 

단위로 계획· 조직· 통제하는 통합적 관리 방법이다(Baek, 

2017). 마감공사의 작업흐름은 다양한 공종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며 공정계획에 맞추어 수행한다. 이에 마감공사는 기

초공사나 골조공사에 비해 관리업무의 체계가 복잡하며 공

종별 간섭, 재작업의 발생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공기지연

을 일으킨다(Jeon et al., 2015). 이로 인해 계획공기의 증가, 

비용의 추가투입이 협력업체에게 리스크로 전가된다(Lee, 

2001). 또한, 국내의 공동주택 마감공사는 기후 특성(한겨울 

및 장마의 혼재)에 의해 필요한 공종 및 추가작업이 많다. 온

돌 난방으로 인한 기포 콘크리트와 바닥 미장 등 습식 공종

이 수반되기 때문에 HVAC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미국 등의 

마감공사에 비해 공종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진다(Joo et al., 

2015). 그렇기에 반복작업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작업 흐름을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Kim et al., 2007). 

마감공사의 공종은 석타일, 미장, 방수, 수장, 내장, 도배, 

도장, 금속, 바닥, 창호로 크게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미장공사, 방수공사, 수장공사, 내장공사는 후속 작업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Jeon et al., 2016). 후속 

작업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경우 대기나 작업 간

의 간섭을 발생시켜 공기증가나 비용증가로 이어진다. 따라

서 선·후행 공정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와 

협력업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마감공사의 각 공종마다 

특성을 파악하여 공종 간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Lee (2010)은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공종 별 비용 및 공기 

지연 요인 중요도 분석을 통해 마감공사 중 미장공사가 공

통적으로 높은 가중치와 작업 지연 문제의 중요한 공정으로 

나타냈다. Park (2019)는 시공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공사

변동 요인에 따라 각 프로젝트 작업들의 평균 연결 정도 중

심성 분석을 통해 마감공사 중 미장공사는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할 작업으로 나타냈다. 이처럼 미장공사는 마감공사의 계

획,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한 중요공정이다. 

2.2 기존 공정관리 기법 고찰

공정관리는 단순하게 일정 자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일

정과 관련된 품질, 원가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한다(Hwang, 2009). 이에 건축공사

에서 활용하는 기존 공정관리기법 개념 및 한계점을 분석하

였다. 

횡선식 바차트(Bar Chart)는 작업계획과 실제 작업량을 

작업일정과 작업시간으로 도식화하는 기초적인 관리기법이

다. 계획과 통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막대 도

표로 ‘막대그래프 차트’를 말한다. 횡선식 바차트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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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계획과 관리는 작성과 이해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

으로 인해 많은 건설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다(Lee, 2001). 그

러나 작업의 선 ·후행을 표현하기 어려우며 공기에 영향을 

주는 작업의 발견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Kim, 2012).

LOB (Line Of Balance)는 반복작업에서 각 작업조의 생

산성을 유지시키면서 생산성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으로 나

타내어 전체공사를 도식화하는 공정계획 기법이다(Kim, 

2014). LOB기법은 Bar Chart에 비해 각 작업 간의 상호관계

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작업의 진도율로 전체공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주로 반복작업이 많은 공사

관리에 효율적이다. 그러나 공사의 예정과 실적을 비교할 수 

없고 주 공정선과 각 작업의 여유시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다른 기법에 비해 비효율적이다(Byun, 2015).

CPM (Critical Path Method)은 네트워크 식 공정표로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 중심의 관리기법이다. 

CPM기법은 일정계산을 통해 여유시간을 도출하며 주 공선

을 찾아 집중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경

험이 있는 사업이나 반복사업에 이용된다. 그러나 Hwang 

(2009)은 공정관리를 위한 작업의 위치 및 생산성 정보를 표

현할 수 없으며 요소작업의 수가 많을 경우 파악이 어렵고 

공정관리의 주요 요소인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CPM의 한계점을 밝혔다. 

마감공사의 공정관리를 위해 Bar Chart, LOB, CPM 등의 

전통적인 공정관리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

정관리 기법은 고층화, 복잡화되는 건축물의 공정진행 파악, 

반복 작업 공정관리, 대기시간 단축, 공종 간의 간섭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Shin et al., 2010).

2.3 마감공사 Tact 공정관리 기법 고찰

Tact는 사전적 의미로 박자 또는 규칙적으로 분할된 시간 

구분을 뜻하는 의성어이며 제조업에서부터 Tact Time 개념

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공사의 공정관리를 위해 사

용되는 린건설과 가치흐름분석, LOB기법의 개념이 복합적

으로 고려된 공정관리 기법이다. LOB기법은 각 작업간의 활

동이 다른 시간에 층별로 나뉘어 작업량이 변하기 쉽고 작

업간의 대기시간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Tact기법은 각 작

업간의 활동이 동일한 시간범위 내에서 층별로 나뉘어 작업

량은 균일하고 작업간의 대기시간이 발생하지 않거나 LOB

기법보다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Kim et al., 2011). 

다음 <Fig. 1>은 일반 공정관리와 Tact 공정관리의 개념도

를 나타낸다. 마감공사 일반공정관리는 각 작업 간의 작업시

간이 다르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대기

시간은 인원 및 자재 투입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전체 공

기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Tact 공정관리는 작업구역 및 작업

시간을 일정하게 통일하여 공종 간의 대기시간이 없는 연속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Tact공정관리는 선·후행 작

업흐름을 연속시킴으로써 작업상의 낭비 및 대기시간을 줄

임으로써 전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Tact 공

정관리기법은 다공구, 동기화에 따른 작업 흐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공기단축, 품질향상, 원가절감의 효과를 나타내는 

관리방식이다(Hwang, 2009). 

Yoon and Suh (2003)은 공동주택 창호공사를 대상으로 

Tact 공정관리에서 자원 평준화 및 작업 연속성 확보를 통

한 공기 단축 효과를 파악하여 실무적용에 따른 효과를 분

석하였다. 그러나 작업자의 대기시간 및 이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작업 인원 조정에 따른 공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져야하며 작업 대기시간의 최소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연구의 한계점이다. 

Lee et al. (2007)은 초고층 마감공사의 공정계획을 수립함

에 있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TACT 공정계획 기법을 대상

으로 제한성을 분석하였다. TACT기법에서 한층 발전된 불

완전 TACT기법을 제안하였으나 각 액티비티들의 절대공기

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 현장 

적용을 통하여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연구의 한계이다.

Lee (2011)은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효율적 Tact기법 적용 

연구를 통해 마감공정 중 조적공사와 수장공사, 미장공사는 

습식공사로 인해 많은 자재와 인원이 투입되어 자원의 적재 

공간문제, 작업상 동선 겹침 등 행동반경의 제약 문제가 발

생하여 세부공종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Jeon and Kim (2016)은 건설회사의 규모에 따른 공동주

택 마감공사 작업저해 요인 분석으로 노무자 관점에서 작업

지연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관리자 관점에서 작업지연 

요인과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심층적인 분석결과를 얻기 위

해 분석과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같은 계량

적 분석 실시가 필요하다는 연구의 한계이다. 

Baek (2017)은 고층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마감공사를 위

한 공정계획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원 생산성과 

작업 공간 공급량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

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ig. 1. Tact Scheduling Method



50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3권 제4호 2022년 7월

황수현ㆍ심재형ㆍ함남혁ㆍ김재준

기존 연구들은 공동주택 마감공사를 대상으로 Tact기법

을 적용하여 공정 프로세스 개선 및 세부 업무 프로세스의 

모델구축이 이루어졌다. Tact 프로세스는 각 공종 간의 작업 

흐름과 자원투입이 일정하게 계획되어 작업 연속성을 확보

하지만 타 작업과 연관될 경우 각 공종 간의 간섭 및 불필요

한 작업 대기시간이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3. 복합병행 Tact 제안 

기존 Tact공정관리기법은 선·후행 간의 작업 흐름이 규칙

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모든 공종의 마감 단위

층을 1개 층으로 통일시켜 작업속도를 균등화시킨다. 그러

나 모든 반복공종이 통일적으로 동기화되어 비효율적인 공

정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마감 단위층을 반복공종의 고유 

특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자

재 설치성 공사에서는 원가상승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

서 원가 대비 경쟁력있는 마감공사 공정관리를 위해 효율적

인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

감공사의 세부 공종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공종의 복합

병행이 가능한 Tact기법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Fig. 2>는 기존 Tact공정관리와 복합병행 Tact공

정관리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복합병행 Tact공정관리(기존 

Tact+일부 공종 재래식)는 기존 Tact기법의 한계를 극복하

고자 Tact의 프로세스를 재설계한 기법이다. 기존 Tact는 마

감 단위층을 일괄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선·후행 마감공종

을 더미없이 순차적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자재 설치

성 공사나 기포, 방통공사의 경우 장비투입횟수 및 인력낭비

가 심하다보니 원가상승의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선·후행 

작업에 간섭이 발생 할 경우 무리하게 Tact 계획에 맞추려 

하다보니 추가 인원 투입이 발생하여 주 계약자에게 추가적

인 비용이 손실된다(Vatne & Drevland, 2016). 

이를 개선하고자 복합병행 TACT기법은 기존 Tact기법과 

동일하게 Tact time을 설정함으로써 각 작업간의 활동이 동

일한 시간범위 내에서 층별로 나뉘어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

나 복합병행 Tact기법은 세부 공종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

존 Tact기법의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일부 공종들은 재래식

방법으로 시공범위를 바꾸어 단위 마감층을 공종별로 조절

하고 특정 공종에 대해서 복합병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즉, 기존 Tact에서 1개층 단위로 마감을 진행하였으나 복합

병행 Tact에서는 원가상승이 큰 공종들은 단위 마감층을 변

경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작업이 모든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균일한 생산율에 포함될 수 

없다. 이에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Tact 공정관리기

법으로 진행 시 선·후행 작업간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조

정해야 한다. 또한, 작업계획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특정 

공종은 “OFF Tact“로 수행한다(Keskiniva et al., 2020). 이

렇게 진행함으로써 특정공종은 층단위를 바꾸어 선·후행공

종간의 대기시간이 발생하지만 기존 Tact기법의 문제점인 

매층 마감시 원가상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공종을 

고려한 효율적인 Tact작업을 할 수 있다.

4. 사례연구

건축공사 중 반복작업의 관리가 중요하며 공종 간 간섭현

상의 발생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마감공사 프로젝트를 기반

으로 한다. 국내 공동주택 사례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활용하

여 마감공사 중 미장공사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4.1 프로젝트 개요

본 연구는 ‘H’ 사에서 수행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해당 

현장은 Tact 공정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마감공사를 진행하

였다<Table 1>.

Fig. 2. Compositive Tact Scheduling Method

Table 1. Project Overview

Classification Contents

Site Plan

Project Apartment Construcion, Gyeonggi-do.

Lot Area 29,447㎡ 

Construction

Period
2020. 04 ~ 2022. 08 (29month)

No. of 

buildings
5 (B1~29 floors of each buildings)

No. of 

housing units
512

Architectural

Area
82,671㎡ 

Floor 

Area Ratio
1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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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존 Tact와 복합병행 Tact 비교분석

기존 Tact 기법과 복합병행 Tact 기법의 효율성을 비교

하기 위해 각 기법의 공기 및 원가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음

의 <Table 2>, <Table 3>은 마감공사 Tact 표준 단위작업 구

성표이다. 총 19개로 이루어진 단위작업을 분류하였으며 기

본적으로 Tact 마감단위는 1개층이다. Tact 단위시간은 사

례현장의 골조공사가 Cycle 6일 기준으로 진행하였기 때문

에 작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감공사 1개층 Tact 단위

시간도 6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마감단위 층은 기

존의 5개층 단위에서 1개층 단위로 기준을 정하였으나 작

업 효율상 Tact-07~08, Tact-11~19는 1일 작업량의 확보

를 위해 2개층 단위로 마감을 계획하였다. 또한, 6일 Cycle을 

확보하기 위해 간절기에는 고강도 콘크리트, 조강제를 적용

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보강을 통한 양생일을 확보해야 한다

<Table 2>.

Table 2. Conventional Tact units for finish work 

NO. Classification Unit Period

Tact-1 Preparation work 1Floor 6Days

Tact-2 Masonry work 1Floor 6Days

Tact-3 Inner part door and window work 1Floor 6Days

Tact-4 Water proofing and Partition work 1Floor 6Days

Tact-5 Wall plastering work 1Floor 6Days

Tact-6 Interior decoration work 1Floor 6Days

Tact-7 Light-weight concrete work 2Floors 6Days

Tact-8 Floor plastering work 2Floors 6Days

Tact-9 Wall tile work 1Floor 6Days

Tact-10 Ceiling and interior finishing work 1Floor 6Days

Tact-11 Floor tile work 2Floors 6Days

Tact-12 Kitchen furniture work - 1 2Floors 6Days

Tact-13 Paint & wallpaper work 2Floors 6Days

Tact-14 Door and window frame work 2Floors 6Days

Tact-15 Wood door and window work 2Floors 6Days

Tact-16 Finish paper work 2Floors 6Days

Tact-17 Kitchen furniture work - 2 2Floors 6Days

Tact-18 Floor work 2Floors 6Days

Tact-19 Other works 2Floors 6Days

기존 Tact 공정계획은 T-07~09, T-12~19를 제외한 모든 

공종을 1개층 마감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존 Tact 공정

계획에서는 각 공종마다의 특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매층 마감시 원가상승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원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기존의 공사

원가로 진행이 가능한 복합병행 Tact 공정계획을 구성하였

으며 다음 <Table 3>과 같다. 복합병행 Tact 공정계획은 기

존 Tact공정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세부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마감층을 공종별로 조정하였다. 이에 

Tact-01, Tact-03, Tact-11~19의 작업은 3~5개층으로 단

위마감을 진행하고 Tact-07, 08의 작업에 대해서는 13개층 

단위마감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기존 Tact기법으로 진행시 

원가 상승의 문제가 나타나는 특정공종 Tact 단위를 조정하

여 선·후행공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공종간의 간섭을 방지한 

복합병행 Tact공정계획이 구성된다. 

Table 3. Compositive Tact units for finish work 

NO. Classification Unit Period

Tact-1 Preparation work 5Floors 6Days

Tact-2 Masonry work 1Floor 6Days

Tact-3 Inner part door and window work 3Floors 6Days

Tact-4 Water proofing and Partition work 1Floor 6Days

Tact-5 Wall plastering work 1Floor 6Days

Tact-6 Interior decoration work 1Floor 6Days

Tact-7 Light-weight concrete work 13Floors 6Days

Tact-8 Floor plastering work 13Floors 6Days

Tact-9 Wall tile work 1Floor 6Days

Tact-10 Ceiling and interior finishing work 1Floor 6Days

Tact-11 Floor tile work 3Floors 6Days

Tact-12 Kitchen furniture work - 1 3Floors 6Days

Tact-13 Paint & wallpaper work 3Floors 6Days

Tact-14 Door and window frame work 3Floors 6Days

Tact-15 Wood door and window work 5Floors 6Days

Tact-16 Finish paper work 5Floors 6Days

Tact-17 Kitchen furniture work - 2 5Floors 6Days

Tact-18 Floor work 5Floors 6Days

Tact-19 Other works 5Floors 6Days

이에 기존 Tact 공정계획과 복합병행 Tact 공정계획의 개

선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512세대 기준으로 1개층 당 

4세대로 마감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례현장의 B1~25F의 

CP동을 기준으로 하여 Tact 공정계획으로 작성한 공정표는 

다음 <Fig. 3>, <Fig. 4>와 같다. 기존 Tact 기법으로 진행 시 

표준공기는 23개월로 산정되었으며 복합병행 Tact 기법은 

표준공기 24개월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마감공종의 특성에 

맞게 소요일수를 조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골조공사 4층 

완료 이후에 마감 Tact공정을 조기 착수하게 되며 선·후행

간의 공정이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일요일 휴무, 동절

기 보정, 우기, 혹서기, 명절 등 비 작업 일이 포함되어 있어 

버퍼의 여유가 있었다. 또한, 기존 Tact기법은 바닥 미장공

사의 마감층을 2개층 단위로 계획하였으나 복합병행 Tact기

법은 13개층 단위 마감으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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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Tact의 바닥미장공사 시작일은 11개월 4주차, 종료

일은 18개월 2주차로 총 공사기간은 6개월이며 복합병행 

Tact는 15개월 1주차로 시작하여 종료일은 18개월 4주차로 

총 4개월 동안 작업이 진행된다. 기존 Tact와 복합병행 Tact

의 공기차이 비교분석 결과 바닥미장공사 진행 시 착수 3개

월 1주차이, 종료 시점은 2주 차이로 나타난다<Table 4>.

사례현장 5개동 25F을 기준으로 바닥미장공사의 기존 

Tact기법과 복합병행 Tact기법의 공사비용 원가상승 비교

분석은 다음 <Table 5>와 같으며 노무비로 한정하여 분석

하였다. 기존 Tact기법의 2개층 단위로 진행 시 기포콘크리

트 타설 및 바닥미장 작업의 각 시공횟수는 62.5회이며 총 

405,020,000원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복합병행 Tact기법

은 13개층 단위로 마감을 진행하여 각 시공횟수는 10회이며 

총 64,803,200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 Tact기법으로 적

용하여 진행시 시공횟수는 52.5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복합

병행 Tact기법으로 진행할때보다 총 340,216,800원의 공사

비가 상승한다.

Fig. 3. Conventional Tact progress schedule

Fig. 4. Compositive Tact progress schedule

Table 4.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ce in construction period 

between conventional Tact and compositive Tact

Plastering Work Conventional Tact Compositive Tact

Start 11 months 4 weeks 15 months 1 week

End 18 months 2 weeks 18 months 4 weeks

Period 6 months 4 months

Unit 2 floors 13 fl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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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Tact기법과 복합병행 Tact기법의 공기차이 분석을 

통해서 마감공사의 전체 공사기간은 기존 Tact기법 23개

월, 복합병행 Tact기법은 24개월로 산정되어 기존 Tact기

법으로 진행 시 복합병행 Tact기법에 비해 1개월 단축효과

가 있었다. 이에 복합병행 Tact기법으로 적용하였을 때 1개

월 공기 지연에 대한 사례 프로젝트의 현장 소장과 해당 건

설사 부장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1개월 공기 

지연 문제의 공종은 창호공사(30%)와 바닥미장공사(70%)

로 나타났다. 해당 현장의 사업금융비 PF이자(2.3%)는 

195,500,000원이지만 바닥미장공사는 70%로 136,850,000

원이다. 따라서 기존 Tact기법 2개층 단위로 적용하여 진행

시 사업금융비 PF이자(2.3%) 136,850,000원이 절감되어 총 

203,368,000원의 공사비가 상승된다<Table 6> 즉, 기존 Tact

기법으로 진행 시 전체공사의 1개월 공기단축 효과에 비해 

바닥미장공사의 원가 측면에서는 작업 특수성상 투입비 분

석시 노무비가 상승되었다. 또한, 바닥미장 작업을 위한 타

설 장비의 장기간 현장 존치로 인해 타 공종 동선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바닥 미장공사의 경우 전체

마감공사의 공기는 1개월 지연되지만 금융비가 늘어나는것

보다 공사비 상승금액이 더 크다보니 마감층 단위를 변경하

여 진행함이 효율적이며 현장관리에 유리하다. 이로인해 세

부공종을 고려한 복합병행 Tact기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

당하다. 

4.3 미장공사 원가 분석 

단위세대별 온돌 바닥미장 면적은 평균 90~ 95㎡이며 

미장공사 시공은 ㎡당 1500원~1800원으로 형성된다. 단

위세대별 온돌 바닥미장의 원가 구성 중 자재비는 68%로 

360,000원이며 철물 및 경비는 4%로 18,400원, 노무비는 

28%로 147,200원이다. 그중 노무비 28%의 세부 구성은 방

통 시공팀(90%), 직영인건비(10%)로 나뉜다. 따라서 미장공

사 원가 구성 중 노무비는 28%를 차지하며 노무비의 세부 

원가는 방통 시공팀 132,480원, 직영인건비는 14,720원으로 

구성된다<Table 7>.

Table 7. Unit household Ondol floor plastering cost composition

Classification Area(㎡)

“Ondol floor plastering” cost composition

Subtotal
Unit cost/

㎡

Materials 

cost

(68%)

Hardware+

budget

(4%)

Labor cost 

(28%)

Floor plastering 

of ondol

(40mm)

92㎡ 165,600 1,800 - 18,400 147,200

Remitar

(For floor 

plastering)

7.2ton 360,000 50,000 360,000 - -

Total 92㎡ 525,600 5,713 360,000 18,400 147,200

4.4 미장공사 인원 적정성 분석

바닥 미장공사의 작업 효율성이 최대가 되는 적정 노무 

인원 및 시공 세대수(시공 물량)를 도출하기 위해 바닥 마장

공사의 원가구성을 통해서 시공팀의 노무비 원가와 시공세

대수에 따른 실 투입비를 비교 분석한다. 

바닥 미장공사의 방통 시공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뉜다. 

주간팀의 인원구성은 배관공 3명, 장비공 1명, 타설공 1명, 

수평보기 1명으로 총 6명으로 이루어 타설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야간팀은 바닥미장 5명이 미장작업을 진행한다. 총 미

장공사팀은 11명으로 구성되며 시공팀은 11명 기준으로 통

상임금은 4,300,000원이다. 다음 <Table 8>은 바닥 미장공사 

시공팀의 세대수 별 원가와 실투입비를 분석하여 적정 노무

인원 및 시공세대수를 도출하였다. 4세대 기준으로 바닥미장 

시공시 32세대 이하는 손익 마이너스이며 48세대 이상일 경

우 야근 시공이 발생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시공관리가 된다.

즉, 기존 Tact기법은 매층마감 시 손익 마이너스가 크게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닥 미장공사는 10개층 단위

로 시공범위를 바꾸어 40세대에 11명이 투입하여 작업을 진

행하는게 원가대비 시공관리에 최대 효율적이다. 따라서 바

닥미장공정과 연계해서 보면 원가가 절감된다고 하여 공기

가 길어지게 되면 PF이자 등 간접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

정 공기 범위 내에서의 적정 노무인원 및 적정 시공세대수

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5.  Comparative analysis of cost increase between 

Conventional tact and Compositive tact

Classification Conventional Tact (A) Compositive Tact (B)

Item
Light-weight concrete 3,240,160 3,240,160

Floor plastering work 3,240,160 3,240,160

Quantity 62.5 10

Amount 405,020,000 64,803,200

Rising cost (A-B) 340,216,800

Table 6. Analysis of cost increase cost of the conventional Tact  

Classification Item Price Quantity Amount

Rising cost of

construction cost 

(A)

Light-weight 

concrete
3,240,160 52.5 170,109,000

Floor plastering 

work
3,240,160 52.5 170,109,000

Reduction

 of business 

finance costs

(B)

PF interest

2.3 % 
136,850,000 1 136,850,000

Rising cost

(A-B)
- - - 203,3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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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기존 Tact 공정관리

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복합병행 Tact 공정관리의 필

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비효율적인 기존 Tact 공정관리를 개선하

고자 기존 Tact기법과 복합병행 Tact기법의 공기 및 원가차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바닥 미장공사의 시공세대수에 

따른 실 투입비 비교분석을 통해 적정 노무 투입인원수와 

그에 따른 적정 시공세대수를 도출하였다.

실제 현장적용을 통해 세부공종을 고려한 복합병행 Tact

공정관리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국내 공동주택 마감공사 공정관리 중 바닥미장공사는 후

속작업의 여지가 존재하며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작업 

간의 대기나 간섭을 발생시켜 비용증가로 이어진다. 이로 인

해 효율적인 공정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Tact기

법은 자원투입이 일정하게 계획되어 작업 연속성을 확보한

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공종이 통일적으로 동기화되기 때

문에 비효율적인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며 이를 개선하고자 

복합병행 Tact기법과 공기차이 및 원가상승 비교분석을 실

시하였다. 셋째, 실제 공동주택 마감공사 현장에 기존 Tact

기법 적용 시 전체 공기는 약 1개월 단축효과가 있다. 그러

나 바닥미장공사의 경우 종료시점은 2주 차이로 미비하나 

조기착공은 약 4개월 차이로 시공기간이 복합병행 Tact기

법에 비해 길어진다. 또한, 작업 투입비 분석 시 약 2억원의 

공사비가 상승되며 바닥미장을 위한 타설 장비의 장기간 현

장존치로 인해 타 공종 동선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기존 

Tact기법이 아닌 복합병행 Tact기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

당하다. 넷째, 바닥 미장공사의 원가 분석을 통한 적정 투입

인원 및 적정 시공세대수 분석결과 주간(타설팀) 6명, 야간

(미장팀) 5명이 투입하여 40세대(10개층)를 시공하는 것이 

노무비 원가 대비 시공관리의 효율성이 최대가 된다. 따라서 

적정 공기 범위 내에서의 적정시공 인원수 및 적정시공 세

대수를 도출하여 세부 공종을 고려한 복합병행 Tact기법 적

용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마감공사 중 바닥미장공사를 대상으

로 실시하여 마감공사의 모든 공종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

이 있다. 향후 복합병행 Tact적용이 가능한 특정 공종도 분

석하여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합

병행 Tact기법을 마감공사뿐만 아니라 반복작업이 요구되

는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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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건설 프로젝트에서 공정계획은 사업 성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중 공동주택 마감공사는 기초공사나 골
조공사에 비해 작업 간의 간섭이 많다. 이로 인해 마감공사 시 공정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Tact 공정관리기법이 적용
되고 있다. Tact 공정관리는 작업 흐름이 일정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마감 단위층을 통일시켜 작업속도를 균
등화시킨다. 그러나 세부공종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작업이 균일하게 동기화되어 공사비가 증가하고 비효율적인 공정
관리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세부공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 Tact 공정관리방식의 한계점을 파
악하고 개선하고자 세부공종을 고려한 복합병행 Tact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 Tact기법과 복합병행 Tact기법을 비
교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복합병행 Tact기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검증했다. 

키워드 : 택트, 택트공정관리, 공동주택, 마감공사, 미장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