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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종별 재작업 비용의 정량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of Work Type’s Rework Cost in 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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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work is a major cause that adversely affects the performance of a construction project, such as schedule delay or 

cost overrun. In order to prevent rework, research has been mainly conducted to analyze the cause of rework, but 

limited to quantitatively measure cost of rework and analyze its impact on project performanc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impact of rework cost using 369 rework items collected from 3 construction sit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accurately determine control target of rework and to improve efficiency of business operations in 

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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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작업은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가 등 건설 프로젝트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다. Love et al.(2000) 

연구에 따르면 주거 및 오피스 프로젝트에서의 재작업 비용은 총 공사비의 3.15%와 2.4%로 나타났으며, 간접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직접비의 

약 5배까지 달한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재작업 비용을 총 공사비 대비 비율로 나타내고 있어 공종별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사가 수행한 3개의 프로젝트 사례에서 수집된 369건의 하자 사례를 바탕으로 재작업 

비용을 공종별로 파악하여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재작업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국내에서는 재작업이 발생하는 원인규명(권진호, 2010; 이현종, 2011; 배성인 외, 2013), 

정보수집 시스템 개발(오세욱, 2005; 윤철환, 2011), 관리업무 프로세스 개발(오정환, 2009; 이근호 외, 2012) 등을 통해 재작업을 줄이려는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국외에서는 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려는 연구(Love et al. 2000; Hwang et al. 2009)가 다수 수행되었다. 하지만 수행된 연구들은 총 공사비 

또는 총 시공비에 대한 재작업 비용의 비율로 측정을 하고 있어 공종별로 발생한 재작업 비용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3. 공종별 재작업 비용

3.1 재작업 발생빈도 및 비용 현황

본 연구에서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재작업의 비용을 공종별로 분류하고 총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내 건설사가 수행한 3개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하자사례 369건을 바탕으로 재작업의 발생빈도와 비용에 

대한 현황을 다음 표 1과 같이 조사하였다. 재작업 발생빈도와 비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발생빈도는 프로젝트 당 약 123건이 발생하였으

며, 공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155건), 철골공사(56건), 금속공사(2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작업 비용은 공종별로 외장판넬 공사

(58,614,000원), 철근콘크리트 공사(40,635,000원), 철공공사(30,408,000원) 순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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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재작업 발생빈도(건) 재작업 비용(천원)
영향도
(비용/건)Project A Project B Project C 합계 Project A Project B Project C 합계

철근콘크리트공사 9 111 35 155 8,902 20,045 11,688 40,635 262

철골공사 31 12 13 56 21,323 3,604 5,481 30,408 543

PC공사 1 - 9 10 13 - 3,150 3,163 316

외장판넬공사 21 5 - 26 58,352 262 - 58,614 2,254

지붕판넬공사 3 - - 3 16,217 - - 16,217 5,406

커튼월공사 6 6 9 21 2,519 1,564 3,283 7,366 351

단열공사 5 13 2 20 2,310 4,304 1,200 7,814 391

습식공사 2 7 2 11 890 1,073 408 2,371 216

방수공사 3 18 - 21 2,846 3,842 - 6,688 318

도장공사 3 1 - 4 963 20 - 983 246

수장공사 5 6 4 15 1,284 483 890 2,657 177

금속공사 15 7 5 27 15,587 573 1,105 17,265 639

총계 104 186 79 369 131,206 35,770 27,205 194,181 -

표 1. 공종별 재작업 발생빈도 및 비용 현황

3.2 공종별 재작업 비용의 영향도 분석

앞서 조사한 재작업의 발생빈도와 비용현황을 바탕으로 공종별 재작업 비용의 영향도(재작업 비용/재작업 발생빈도)를  산정하였다. 발생빈도

와 본 연구에서 산정한 재작업 비용의 영향도를 비교해 본 결과, 발생빈도가 높은 대상들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던 기존의 하자 및 재작업 관리 

프로세스와는 다른 관리대상이 선정되었다. 기존과 같이 발생빈도만을 고려하였을 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155건)와 철골공사(56건)를 주요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향도(Impact) 측면에서 고려하였을 때는 지붕판넬 공사(5,406,000원)와 외장판넬 공사(2,254,000원) 

역시 주요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분석되었다. 이 결과, 단순히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공종을 중점관리대상이라고 선정하기 보다는 발생빈도

가 낮지만 재작업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공종을 함께 고려하여 관리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건설사가 시행한 3개의 건설 프로젝트의 하자사례 369건을 바탕으로 공종별 재작업 비용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기존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재작업 관리는 단순히 발생한 빈도만을 고려하여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산정한 공종별 재작업 비용의 

영향도를 통해 비교분석하여 관리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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