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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type and proportion of construction work varies depending on the stage of progress, and the frequency of inspection and defect 

occurrences are different. If it is determined to be defective after the inspection, a delay may occur, and additional manpower and resources are 

requi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se risks by classifying, deriving, and managing key management woks according to the progres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the supervisor's inspection work by identifying the types of construction that should be managed 

intensively for each construction progress and deriving the time when defects occur frequently in each construc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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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공사감리란,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공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

한다[1]. 검측업무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 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로, 감리자는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합격 여부와 후속 공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자에게 검측 결과를 통보

한다[2]. 검측 결과에서 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설계도서대로 공사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검측 불합격 통보를 하고, 시정 및 재시공을 요청하게 된다[3]. 검측 불합격에 따라 후속공정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시공자는 보완시

공 후 재합격 통보를 받을 때까지 후속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추가 인력 투입 및 공기 지연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측 결과 불합격 발생이 빈번한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시공 시 발생

하는 하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사 진행 시기에 따른 하자발생 실태를 분석하였지만, 준공 후 파악되는 입주 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공사진행단계별로 검측빈도와 불합격빈도의 추이와 그 빈도에 각 공종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건설

공사는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의 종류 및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지고, 검측 시점에 따른 공종별 검측 빈도와 불합격 발생 

비율이 다르므로 공정 진행도에 따라 중점관리 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검측 데이터를 활용

하여 공사 진행도에 따른 검측 빈도 추이와 불합격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각 공종이 해당시기의 검측 및 불합격 빈도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분석하여 공사 진행도에 따라 검측이 중점적 이루어져야 하는 공종과, 각 공종의 하자 중점관리 시기를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공사 20개 현장의 검측 데이터 66498건을 대상으로 공사감리 검측의 빈도와 불합격 발생 비율을 분석하였

으며, 공사 진행도에 따른 검측빈도 및 불합격 발생빈도의 추이를 분석하였고 각 빈도에서 건설 공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여 시

기별로 검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종과 각 공종의 하자 중점관리 시기를 도출하였다.

1)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2) 고려대학교, 학사과정

3)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4) 고려대학교, 교수, 교신저자(hhcho@korea.ac.kr)



건설감리 검측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사 진행도별 중점관리공종 도출

• 132 •

2. 공사 진행에 따른 중점관리 공종 도출

2.1 공사 진행도에 따른 검측빈도 및 시공하자 발생빈도
공동주택 공사 20개 현장의 현장 감리 검측 데이터에서 약 69%(45961건)을 차지하는 건축 부분을 대상으로 공사의 진행에 따른 공종별 

검측빈도 및 비율이 그림 1 같이 나타났고, 불합격으로 판정된 시공하자의 공사 진행에 따른 발생빈도 및 비율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1. 공사 진행에 따른 공종별 검측빈도 그림 2 공사 진행에 따른 공종별 검측 불합격 빈도

검측빈도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가 23907건(52.23%)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했으며, 방수공사(8.17%), 수장공사(7.64%)가 차례

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불합격 발생 건수 중에 44%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발생했으며 방수공사(16.67%), 조적공사(10.06%), 단

열공사(6.92%)에서 차례로 높게 나타났다. 공사 진행에 따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검측 빈도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

하다가 공사 진행도 60%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불합격 발생빈도는 공사 시작 후 점차 증가하다가 검측 불합

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사 진행도 45% 시점 이후 절반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 중 검측 불합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공사 진행도가 45%인 시점인데, 이 시기에 검측 항목은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단열공사와 조적공사의 불합격 빈도가 전체 기간 내에서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측업

무 수행시 철근콘크리트공사 뿐 아니라 단열공사와 조적공사에 대한 검측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사가 50% 진행된 

시기의 경우에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검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지만, 불합격 발생은 방수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약 3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시기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방수공사에서의 검측 불합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므

로 검측항목이 많은 철근콘크리트 공종 뿐 아니라 방수공사도 중점관리 해야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사 진행도에 따른 검측 빈도와 불합격 발생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공사 진행 단계별 

중점관리되어야 할 공종을 분석하였다. 공사진행에 따라 공종별 검측빈도와 공종별 불합격 빈도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검측 업무

를 수행하는 감리는 검측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종 뿐 아니라 해당 시기에 불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공종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검측해

야하며, 각 공종에서 불합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파악하여 공사 진행에 따라 중점 공종을 달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각 불합격 항목 발생에 의한 공기지연의 영향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에는 공기지연에 미친 영향도를 가중치로 

고려하여 공사 진행단계별 중점관리되어야 할 공종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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