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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ortance of the construction work of apartment buildings. The 

construction work operation was divided into five major tasks, which include: Schedule Control (P'1 - P5) Construction 

Management (C'1 - C'5), Environmental Management (E'1 - E'3), and Quality Management. Finally, this study derived 

major construction execution tasks through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ion work and the original index an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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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과학 기술과 더불어 IT 기술의 성장으로 건설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또한, 소득과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공동주택

이 단순한 주거의 의미를 넘어서서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갖춘 주택을 선호한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2.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로 볼 때 앞으로 양적지표에서 벗어나 질적인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으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공기정화 등 쾌적성을 요구하는 설비시스템들도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단순한 설비공사 시공 업무만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건물의 기능 및 품질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원가관리를 통한 공동주택 설비공사 시공업무의 중요도 분석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 기존연구의 고찰

2.1 국내외 주요 연구 현황

국내 연구에서는 린 건설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 및 핵심성과지표 도출, 건축공사 현장의 공사 관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설비공사에서 건설관리를 위한 프로세스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각 프로젝트 업무별 중요도를 분석하여 

원가 및 건설관리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린 사고를 적용하여 건설 및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와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반 접근 방식을 재구성하여 프로젝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설비공사 시공업무의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표 1에 국내 주요연구 

현황을 정리하였다.

표 1. 국내외 관련 주요 연구

분류 연구자 연구내용

국내연구

김대영 (2007) 효율적 설계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린 기반의 개념적 모델 제시

이동훈 외 4인 (2011) 국내 건설기업 경영성과의 핵심성과지표 도출에 관한 연구

최재현 외 1인 (2015) 건축공사 현장의 공사 관리를 위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과 효과 분석

국외연구
Khanduri, A. C., 외 1인 (2008) Social network model of construction

Remon Fayek Aziz 외 1인 (2013) Applying lean thinking in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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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1 예비 데이터 수집

시공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설문 및 전문가 면담 조사를 실시함. 데이터  수집을 위해 6개월에 걸쳐 현장 소장 및 공정/원가 

전문가들을 직접 대면하여 설문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3.2 예비 분석 실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설비공사의 시공업무가 중요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3.3 결론 도출

설비공사의 시공 업무를 크게 5개의 주요업무로 구분하고 각각을 공정관리(P‘1~P’6), 시공관리(C‘1~C’5), 환경관리(E‘1~E’3), 품질관

리(Q‘1~Q’5), 안전관리(S‘1~S’5)로 명명하였다. 계획 업무와 동일하게 각각의 주요 업무를 세분화 시켜 총 23개의 세부 시공 업무로 

분류함. 

4. 결 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추출하였다.

첫째, 공정관리(P)의 업무들이 중요도와 더불어 공기 및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공관리(C‘1~C’5), 품질관리(Q‘1~Q’4)와 관련된 업무들 또한 상대적으로 원가나 공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그 밖의 안전관리(S‘1~S’5)와 관련된 업무들은 대체로 공기나 원가에 비교적 낮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비공사 시공업무의 중요도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건물의 기능 및 품질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원가관리를 한다면 

설비공사 단계에 있어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에 큰 영향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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