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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 배경 및 개요
고층건물과 공동주택의 프로젝트는 동일 평면 또는 동일 유닛
의 수직 및 수평으로 반복작업으로 완성되므로, 각 작업들은

싱가포르 Woodlands Health Campus(SINWA) 현장에서는

QR코드/앱 시스템을 활용하면 협력업체는 담당 작업이 가능

마감공사 진척관리 시 건설사/발주처/컨설턴트/협력업체의

한 세대/유닛를 앱을 통해 확인하고 작업을 착수하여, 완료 후

의사소통 향상 및 관리효율 높이고자 Royal Atlantis 현장의

QR를 통해 입력한다. 완료 현황은 실시간 모든 협력업체와 건

SABLONO Platform을 벤치마킹하고 후속 현장의 도입을 고

설사와 공유되고, 시스템에 의해 분석자료를 생성한다. 이를

려하여 2019년부터 국내 IT업체와 자체 개발을 추진하였다.

통해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 투명한 작업진

현재 구축한 시스템의 관리 작업수는 총 21만개이고, 룸별 공

도 결과를 토대로 투입계획 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

사시퀀스는 40로 구성되었다.

[그림5]에서 QR코드/앱을 활용하여 기존의 마감공사 관리업

[그림 3] Woodlands Hospital Construction Status Tracking System

무 Flow를 대폭 간소화 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건설사는 각 공정별 작업체크의 업무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자

터링 및 협력업체 알림 등의 기능을 통해 진척관리 및 공사관

료보관이 영구적으로 가능하다. 공종별, 동별, 호별, 기간별 집

리 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QR코드를 이용한 공사관리시스템

계 및 분석 자료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루어

을 개발하였다.

공간, 자원, 순서 상의 제약 등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선

본 개발 시스템을 2020년 상반기에 골조공사가 착수된 경기

행 작업의 지연 또는 선후행 작업간의 간섭이 발생하면 비용

도 광주 대쌍령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증가나 공기지연 같은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선정하여 효율을 검증하고, 시스템 개선작업을 통해 후속현장

따라서 현장에서는 반복작업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에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본 고에서는 개발 시스템의 소

활용하기 위해 연속되고 안정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개 및 현장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던 분석작업을 명쾌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
자료의 투명성은 협력업체간 건설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개
선한다.
또한 기존 방식과 달리 협력업체는 작업가능 구역을 실시간으
로 통보 받아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선행작업의
진도율를 파악해 스스로 담당작업의 투입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생산성을 향상하고 공기단축 및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다.
[그림 1] TACT 공정표

02. QR코드 및 앱 시스템 활용현황
해외의 QR code 연동 Management System으로 독일의 공
사관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가 개발한 SABLONO Platform
이 있다.
[그림 2] SABLONO Platform dash board

03. QR코드/앱을 활용한 공사관리 시스템

[그림 5] 기존 마감공사 관리 흐름도

여러 공종의 마감공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건설사 담당자
는 각 공종별로 일일 또는 일주일 등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림4]와 같이 공사현황판에 기입한다.
현황판을 분석하여 지연작업과 공종간의 간섭을 확인하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들과 공정회의를 실시하고 투입계
획을 조정하여 공종별 진도를 조정하게 된다.
[그림 4] 마감공사 현황판

특히, 고층프로젝트의 마감공사에서는 공종간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TACT 공정관리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각 공정간
순서 및 작업일수를 공사 초기에 협의 및 확정하여 간섭을 모

[그림 6] QR코드/앱을 이용한 마감공사 관리 흐름도

니터링하기에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➊ 하지만 협력업
체의 작업실적 취합 및 실적 분석 피드백이 순조롭게 이루어

두바이 Royal Atlantis(DURAA) 현장에서는 SABLONO

지지 않아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Platform을 마감공사 현황 및 검측, 이슈/간섭사항 등을 입력

이러한 국내외 현장의 환경에서 현장의 마감공사 진척을 모니

하는 공정 Tracking System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➊ TACT 공정관리 : 작업부위를 일정하게 구획하고 작업시간을 일정하게 통일시켜 선ㆍ후행작업의 흐름을 연속작업으로 만드는 것. 제조업에서 유래되었고 흐름생산의 원리를
       공정관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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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기본 기능은 앱을 통해 선행작업이 완료되면 후행작

공사현황판은 공정의 전체 현황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화면으

업에 통보하는 것이다.

로 동별/업체별/공종별 조건으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

[그림 7] 공사관리 기본 모듈

성된다. 화면 구성은 공사진척도, 긴급작업현황/작업요청 현
황, 동별 진척현황, 진척 누계 완료, 일별 완료/반려/확인 현황
으로 되어 있다.
[그림 10] 퀵 판넬

선행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는 작업 가능한 세대를 실시간

[표 1] 광주 대쌍령리 지역주택조합 현장

[표 2] 시스템 메뉴
Level 1

광주 대쌍령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위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산7-2

호수별 작업 완료 현황

공사기간

2019.10.29 ~ 2022.02.28 (28개월)

공정별 작업 완료 현황

건축면적

9,084.3 ㎡

연면적

127,718.9 ㎡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규모

지하3층,지상10~15층/15개동/873세대

주요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상환판
Dash Board

작업 현황

방식을 탈피하고 이 업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을 기본

호수별 공종별
작업관리

목표로 시작하였다.

이슈관리(노트 및 알림)

완료를 입력한다. PC에서 공종(작업)별 진척사항을 집계하고,
모니터링 후 투입인원을 수정하는 등 공정계획 수립을 할 수

동호수 관리

전체 현황도, 진척입력, 긴급작업, 수정작업 화면 등에서 각 세

있다. 또한 문제점 확인 및 작업지시 발송 및 공정회의에서 활

공종관리

대를 클릭하면 [그림10] 퀵판넬 창이 호출되도록 구성하여 각

용하는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착수하였다.

업체관리

세대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사 진척사항관리, 긴급작
업 등록/삭제, 수정작업 등록/삭제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관리

[그림 12] 공사관리 앱 메인화면

자료관리
QR코드 출력
데이타 Import / Export

세대의 공정순서를 직관적으로 설정하도록 그래픽 유저 인터

동이 가능하다. 또한 시퀀스가 정의되지 않는 작업도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화면에서 공정순서를 설정하면[그림10] 퀵판넬에서와 같이
세대별 공정이 일괄 생성되며, 알림 기능이 연계된다.

간트 차트
업체별 작업현황

휴대폰 앱을 통해 작업완료 시 QR 코드와 연동된 세대의 작업

생성/삭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시퀀스 블록에 삽입하거나 이

S-Curve
Bar Chart

시범현장에서는 마감공사 진도를 현황판에 수기로 기입하는

[그림 8] 작업 시퀀스

페이스(GUI)로 구성되었다. 시퀀스 블록의 생성, 작업블록의

이슈별 현황

아파트 측면도

확인하고, 작업완료 후 후행작업 협력업체에게 알린다.

이런 알림 기능은 작업 시퀀스에 설정한 순서도에 따른다. 각

Level 2

사업명

작업 현황(Log)

04. 시범현장 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알림현황

시범현장은 마감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중규모(500세대) 이

기본 시스템 및 공지

상의 공동주택인 경기도 광주 초월 대쌍령리 지역주택조합 아

코드관리

파트 현장(이하 시범현장)으로 선정하였다.

메뉴관리

[그림 11] 광주 대쌍령리 지역주택조합 조감도
시스템

[그림 9] 공사현황판

권한관리
로그인 현황
작업 현황(Log)
알림현황

시범현장은 총15개동 873세대로 8개 Type으로 구성된다. 각
세대별 옵션 공사관리를 위한 메뉴를 추가하여 QR코드 인식

알림
기타 기능
메일 발송

표에 기입하였다.

2 QR코드 인식표 : 각 세대 출입구에 부착하여, 작업완료 후 공사관리 앱을 통해 완료 입력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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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기본 기능은 앱을 통해 선행작업이 완료되면 후행작

공사현황판은 공정의 전체 현황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화면으

업에 통보하는 것이다.

로 동별/업체별/공종별 조건으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

[그림 7] 공사관리 기본 모듈

성된다. 화면 구성은 공사진척도, 긴급작업현황/작업요청 현
황, 동별 진척현황, 진척 누계 완료, 일별 완료/반려/확인 현황
으로 되어 있다.
[그림 10] 퀵 판넬

선행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는 작업 가능한 세대를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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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스템 메뉴
Level 1

광주 대쌍령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위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산7-2

호수별 작업 완료 현황

공사기간

2019.10.29 ~ 2022.02.28 (28개월)

공정별 작업 완료 현황

건축면적

9,084.3 ㎡

연면적

127,718.9 ㎡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규모

지하3층,지상10~15층/15개동/873세대

주요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상환판
Dash Board

작업 현황

방식을 탈피하고 이 업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을 기본

호수별 공종별
작업관리

목표로 시작하였다.

이슈관리(노트 및 알림)

완료를 입력한다. PC에서 공종(작업)별 진척사항을 집계하고,
모니터링 후 투입인원을 수정하는 등 공정계획 수립을 할 수

동호수 관리

전체 현황도, 진척입력, 긴급작업, 수정작업 화면 등에서 각 세

있다. 또한 문제점 확인 및 작업지시 발송 및 공정회의에서 활

공종관리

대를 클릭하면 [그림10] 퀵판넬 창이 호출되도록 구성하여 각

용하는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착수하였다.

업체관리

세대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사 진척사항관리, 긴급작
업 등록/삭제, 수정작업 등록/삭제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관리

[그림 12] 공사관리 앱 메인화면

자료관리
QR코드 출력
데이타 Import / Export

세대의 공정순서를 직관적으로 설정하도록 그래픽 유저 인터

동이 가능하다. 또한 시퀀스가 정의되지 않는 작업도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화면에서 공정순서를 설정하면[그림10] 퀵판넬에서와 같이
세대별 공정이 일괄 생성되며, 알림 기능이 연계된다.

간트 차트
업체별 작업현황

휴대폰 앱을 통해 작업완료 시 QR 코드와 연동된 세대의 작업

생성/삭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시퀀스 블록에 삽입하거나 이

S-Curve
Bar Chart

시범현장에서는 마감공사 진도를 현황판에 수기로 기입하는

[그림 8] 작업 시퀀스

페이스(GUI)로 구성되었다. 시퀀스 블록의 생성, 작업블록의

이슈별 현황

아파트 측면도

확인하고, 작업완료 후 후행작업 협력업체에게 알린다.

이런 알림 기능은 작업 시퀀스에 설정한 순서도에 따른다. 각

Level 2

사업명

작업 현황(Log)

04. 시범현장 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알림현황

시범현장은 마감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중규모(500세대) 이

기본 시스템 및 공지

상의 공동주택인 경기도 광주 초월 대쌍령리 지역주택조합 아

코드관리

파트 현장(이하 시범현장)으로 선정하였다.

메뉴관리

[그림 11] 광주 대쌍령리 지역주택조합 조감도
시스템

[그림 9] 공사현황판

권한관리
로그인 현황
작업 현황(Log)
알림현황

시범현장은 총15개동 873세대로 8개 Type으로 구성된다. 각
세대별 옵션 공사관리를 위한 메뉴를 추가하여 QR코드 인식

알림
기타 기능
메일 발송

표에 기입하였다.

2 QR코드 인식표 : 각 세대 출입구에 부착하여, 작업완료 후 공사관리 앱을 통해 완료 입력하도록 설계하였다.

52

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SSANGYONG

건설기술 | 쌍용 53

[그림 13] 시범현장 QR코드 인식표 2

[그림 15] 작업요청 등록

특집기획Ⅱ

국내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 동향
및 인증제도
글 박철용 / 건축기술팀 차장 전화 02-3433-7731 E-mail cypark@ssyenc.com

공사관리 앱은 현황판을 통해 작업 가능한 세대 확인 및 동별

01. 들어가며

조회가 가능하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작업 완료 처리를 할 수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환경론자와 개발론자들 사이의 갈등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하였다.

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

[그림 14] 작업 시퀀스 수립과정

작업요청은 수정작업과 긴급작업으로 구분되며, 요청할 공사

계 각국의 논의와 선언으로 건축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

와 업체 선택 후 해당사진과 내용을 입력하여 앱으로 알림을

다. 이에 각국은 ‘생태환경’,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친화 건축’

발송할 수 있다.

등 다양한 친환경 건축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초기의 친환경 건축은 건축의 활동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건축 활동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소극적 친환경

05. 기대효과 및 향후 개발 계획
본 개발시스템은 현장담당자의 마감공사 현황 체크 간소화 및
모니터링을 실현시키고, 집계 간소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건설사와 협력업체간 커뮤니케이션을
시범현장 단위세대 작업 시퀀스는 공사팀장, 전기팀장, 설비
팀장이 각 작업의 정의와 작업순서를 협의하여 구성하였다.
초기 운영결과 작업간의 알림이 부조화가 있어 2차례에 수정

증대시키고, 명확한 데이타 집계로 투명한 업무 협업 및 작업
지시의 간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 목적인 공종
별 투입계획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였다. 시스템은 이러한 업무를 반영하도록 시퀀스 조정 메

시범현장에는 2020년 4월 국내 현장 맞춤형으로 개발을 착

뉴를 신설하였다.

수하여 2020년 10월에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 1월 말

다만, 공사진행 중 시퀀스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
황 집계에 혼선이 발생하므로 공사초기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시범현장은 최종 46
개 작업과 19개 시퀀스로 구성되었다.
마감공사 진행 중 선행작업의 지연과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 시스템에 협력업체 알림기능을 생성하여 해당

시범현장의 마감공사는 약 14% 진행 중이다. 시범현장의 사
용성을 검증하고, 최적화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에 1차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후속현장
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첫 적용하는 시스템 사용으로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반복 사용을 통해 업무의 간소화가 실현된
다면 투입대비 성과가 점차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선행작업 완료 후 특정일 이내로 설정하고,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알림이 울리도록 하였다. 품질 저하는 후행공사 진행 업
체 및 공사관리자가 작업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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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대 70%까지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
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협
약’(1994년)을 비준하였으며, 각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에 대한 건축물 분야의 대책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건축과 건축의 환경에 대한 부하를 인정하되 건축활동을 수행

이에 본 원고에서는 국내 및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파괴된 환경의 복원을 함께 하는 적극

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

적 친환경 건축의 두가지 서로 다른 개념이 대립하는 양상이

책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인증제도는 어떻게 운

었으나 점차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발전하

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건축물의 생산에 있어서 자재의 원료
추출과 생산, 건물의 시공과 사용 및 폐기 단계까지 전생애기
간 동안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수명이 다한 건물의 재사
용 또는 부품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할 수 있는 건축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건축물을 생태계의 일
부로 만들어 물, 공기, 토양 등 자연의 순환체계를 거스르지 않
는 것은 물론 지역의 문화와 장소성을 보전하고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더 나아가 이
러한 건축개념을 토대로 1990년 영국 ‘BREEAM’을 시작으로
1998년 미국 ‘LEED’, 2002년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2013년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로 개정), 2006년 싱가
포르 ‘Green Mark’ 등 건축물의 환경성능에 대한 평가기준이

항목 처리기능을 구성하였다. 작업의 지연은 작업시퀀스 설정

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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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승훈, 최청균, 김주형, 김재준, TACT공정기법의 작업유
형분류를 통한 진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히 UN IPCC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2014년)에 따르
면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

02.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그 중 2006년 Torcellini et al.[1]이 발표한 다음 4가지 개념으
로 구분하여 정의한 내용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Net Zero Site Energy: A site ZEB produces at least as much
energy as it uses in a year, when accounted for at the site.
Net Zero Source Energy: A source ZEB produces at least
as much energy as it uses in a year, when accounted for
at the source. Source energy refers to the primary energy
used to generate and deliver the energy to the site.
Net Zero Energy Costs: In a cost ZEB, the amount of
money the utility pays the building owner for the energy
the building exports to the grid is at least equal to the
amount the owner pays the utility for the energy services
and energy used over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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