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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정보 Ⅳ

선형공정계획을 이용한 공정관리 기법
- 기법 및 프로그램 소개 -

4

글 김상훈 ＼ R&D팀 과장 ＼ 전화 02-3433-7774 ＼ E-mail madmax91@ssyenc.com

1. 머리말 2. 공정계획의 일반적인 고려 요소

3. 공정계획의 최적화 요소

CPM과 PERT공정표의 초기개념은 군사적 및 상업적으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비용과 효율적 자원 활용에 주안점을 두지 않

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비와 협력업체

의 효율적 자원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CPM과 PERT의 목적은 실제 사용된 기원과 태생 자체

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❶ 

네트워크 공정표는 해야 할 작업의 시간을 기반으로 두고 릴레이

션 관계를 연결하여 나타낸 것으로 전체공간과 작업공간의 연계

성이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선형공정계획(Line of Balance) 방법은 작업공간 및 층

수 등을 한꺼번에 나타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Graphical한 공정관리 기법으로 인하여 작업흐름의 최적화 및 유

연한 작업 생산성과 지속적인 자원의 할당에 유리한 공정관리 기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형공정계획 방법은 반복작업에서 각 작업조의 생

산성을 유지시키면서 그 생산성을 기울기 직선으로 각 작

업의 진행을 표시하여 전체공사를 도식화하는 공정계획 기

법이다(O’Brien, 1969). 선형공정계획(Line Of Balance) 방

법은 그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VPM(O’Brien, 1975), 

LSM(Charazanwski & Johnsoton, 1986), RPM(Reda, 1990), 

HVLS(Thabet & Beliveau, 1994) 등과 같은 유사한 기법으로 

변형 및 발전되어 반복적 건설공사의 공정계획에 적용되어 

왔다.❷ 

공정계획을 구성할 시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❸

1) 공법 및 자재 수급

2) 지반의 조건 및 지역의 기후

3) 경계 측량 후 인접지역의 조건

4) 착공시점의 기후

5) 기능인력 및 필요장비 수급

6) 주요 공정분석

7) 각종 관련 공종의 공법 및 자재 수급 시기

8) 공통 가설자재의 유효한 활용

9) 본사 각 부서 및 현장과의 유기적 관계

10) 공정표의 인식 및 담당 직원들의 공종에 대한 확실한 이해

11) 협력업체의 꾸준한 관리

12) 기타 관련 기관 

건설공사는 작업의 유형에 따라 작업들이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장

소에 따라 반복되지 않는 비반복공정(Non-Repetitive Process)과 

작업내용이 동일한 작업들이 장소가 구분되어 반복적인 형태로 나

타나는 반복공정(Repetitive Process)으로 나눌수 있다. 통상 프

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공정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데, 

즉 형태가 불규칙하고 작업공간에 대한 조건이 개별적인 비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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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

해진 시간 및 정량 생산, 시공에 의한 자원평준화와 공정간 보유

시간을 ‘0’으로 하여 공기단축 및 품질향상이 가능한 TACT 공정

관리 기법은 협력업체의 의견수렴으로 협의와 자율에 의한 공정

관리, TACT 공정관리 시행을 위한 사전계획 완비, 지속적인 점검

과 협의로 합의 사항 및 일정을 준수하여 선행공정이 후행공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실시되어야 한다.❻

 

선형공정계획 모델의 작업 관계성의 종류는 수렴관계성, 발산관

계성, 평행관계성 및 분리관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작업분류체

계상의 작업간 경계조건은 리드 스페이스와 리드 타임으로 정의

할 수 있다.❼

[그림 1]과 같은 작업구성에서 작업1, 2는 순차적인 작업이 진행되

지만, 5, 6은 분리되어 진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

은 작업분류 체계상 비작업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작업들의 관

계성을 고려하여 재정립해야 한다([그림 2] 참조). 또한, 작업의 시

간적인 관계성만을 고려하지 않고 공간의 관계성을 고려한 작업

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의 관계성이 성립된 후, 각각의 작업공정에 따른 리드 

타임 및 리드 스페이스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4. LOB(Line Of Balance) 방법

6. 선형공정의 작업관계성을 고려한 

    리드 스페이스와 리드 타임 정의

5. TACT 방법

공정이 주류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고층 사무소 건물이나 공동주

택, 도로공사 등과 같은 반복공정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반복공정과 반복공정이 혼

용되는 형태로 공정이 편성된다고 볼 수 있다. 비반복공정의 경우

는 CPM(Critical Path Method) 네트워크 모델에 의해 효과적으로 

계획될 수 있지만, 반복공정의 경우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장소를 

이동하며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모델로 표현할 경

우 많은 수의 요소작업이 필요하고, 작업간의 연결이 복잡하며 시

각화하기가 매우 어려워 별도의 LOB(Line Of Balance) 모델을 활

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LOB 모델은 통상 가로축을 시간축으로 

표현하고 세로축을 장소 혹은 반복구간으로 표현하는 특성이 있

어 Time-Space Schedule, Linear Scheduling Method, Vertical 

Production Method 등의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❹

 

생산관리에 있어서 제품생산 라인의 균형을 구축하고 Bottleneck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정간의 흐름라인을 파악하고, 불연

속적인 공정을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 Line Of Balance 방

법이다. 

이러한 작업별 공사수량에 따라 작업생산성을 기초로 한 작업팀

과 작업주기가 결정되면 이들 작업관계를 조정하며서 공정계획

을 수립한다. 이 때, 요소작업간의 작업대기시간을 줄이는 방법

으로는 생산주기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작업장 수를 최소화하

는 방법과 작업장 수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생산주기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작업장의 유휴시간을 최소

화시키고 각 작업의 부하가 균등하게 되도록 추구하다. 흐름라인

에서 요소작업간의 대기시간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상황, 즉 공

정균형손실(Balancing Loss)이 없는 완전공정균형(Perfect Line 

Balancing)이 되어야 한다.❺

국내 건설사업의 경향에 있어서 공정진행 파악, 여유시간 계산, 

계획대비 실행의 원인분석, 반복작업의 공정관리, 대기시간 단축

의 어려움, 공종간섭 분석 등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공정관리 

기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 공정관리 기법들의 경우 대

형화되고 복합적인 프로젝트 공정관리에 부적합, 요소작업 내용 

파악의 어려움, 관리기준의 불일치, 작업간의 간섭 및 문제점 파

악 어려움 등과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요구되는 공정관리 기법을 

❶ 류한국, 선형공정계획 모델의 적업 관계성 적용방법, 건축시공학회 10권 4호 2010년, P31 

❷  이현수, 반복적 작업모듈에 근거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공사기간 산정방법,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통권 91호, P257~258 

❸  서상욱, 건축공사의 최적화 공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통권 89호, P196 발췌  

❹  서상욱, op. cit. P197

❺  이상범, 공정균형 개념을 적용한 공기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통권 155호, P234 

❻  신동호외 3인,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TACT프로세스 적용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255호 P130 

❼  류한국, op. cit. P33

[그림 1] Cycle time of each work breakdow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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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관계성을 가지는 작업관계는 수렴관계성과 거의 같은 방법

을 사용하면 된다. 단지 현장관리에 있어서는 수렴관계성보다는 

발산관계성이 협력업체 관리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다. 작업속도

의 조정은 매우 힘드므로, 착수시점을 되도록 빨리하여 공기에 영

향을 주기 않게끔 하던지, 공기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작업량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평행관계성

평행관계성에 관해서는 동일한 리드 스페이스와 리드 타임을 가

지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조건에서는 TACT 방법을 아주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다. 각각의 TACT 액티비티 구성을 잘 한다면, 각

각의 공정 대기시간 및 작업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반복작

업으로 인한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형관계성을 이용하여, 도로, 파이프라인, 철도 및 터

널 등의 토목공사에서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 Tilos를 소개하고

자 한다. 

Tilos 프로그램은 선형관계성을 기본으로 하여, CPM기법도 혼합

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1) 수렴관계성

작업A와 작업B는 실선과 같이 수렴관계성을 가지고, 작업A는 작

업B의 선행공정이라 가정하자. 이러한 작업이 진행될수록 작업B

의 속도가 빨라서 작업A를 따라잡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며, 작업

B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공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

B의 작업속도를 조절하거나(투입인력 조정) 착수시점을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투입인력의 조정으로는 전체적인 속도 조절의 방법도 있으

나, 초기에는 투입인원을 많이하고 갈수록 투입인력을 줄여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2) 발산관계성

[그림 2] 비작업일을 고려한 작업관계성 정립

[그림 3] 수렴관계성

[그림 5] 평행관계성

7. 선형공정계획의 연관성에 따른 작업의 이동

8. Linear Scheduling Method를 이용한 
   프로그램(Tilos)

작업속도 조정

작업속도 조정

착수시점 이동

착수시점 이동

작업 A

작업 A

작업 A

작업 A : 작업B의 선행공정

작업 A : 작업B의 선행공정

작업 A : 작업B의 선행공정

작업 B

작업 B

작업 B

평행 관계성 

최상층 골조 완료 

1층
골조 착수

1층
마감 착수

1층
마감 완료

최상층 마감 착수 최상층 마감 완료

평행 관계성 평행 관계성 수렴 관계성 수렴 관계성 발산 관계성 

[그림 4] 발산관계성

[그림 6] TACT 공정계획 사례의 관계성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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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Tilos 프로그램은 상부 X축에 도면을 삽입하여 공간구성을 

하였으며, Y축은 시간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공정표인 Primavera나 Microsoft Project가 제

공하지 못하는 공간개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물론 기존의 공정표에 익숙해 있는 처

지에서는 공정표의 파악이 매우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나 익숙

해지면 [그림 6]에서의 TACT 공정표와 비슷한 형태가 됨을 알 수 

있다.

Tilos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형태는 경사도가 작업의 진행속도

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그림 8] 참조). [그림 6]에서 보여지는 

TACT 형태와 다른점은 TACT는 Y축이 공간개념을 나타내고 있으

나, [그림 7] 및 [그림 8]에서는 Y축이 시간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사용자가 충분히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7] Tilos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공정표❾

[그림 8] Logic - Tilos에서 작성된 선형공정

9. 결론

향후 초고층 건물과 복잡한 해외 토목공사의 증가 추세에 맞춰 

선형공정 계획과 유연한 공정 통제를 적용하기 위한 공정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기존의 공정관리 프로그램의 이해도 못하는데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우리 스

스로의 발전만이 건설업의 난제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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