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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M services have been focused on the advancement of the CM industry and expansion to overseas market
based on CM capabilities. However, there has been lack of quantitative and comprehensive research to investigate
current CM trends and prospects for improving competitiveness.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atistically
analyze total of 3,453 CM service contracts over the past 18 years (between 1997 and 2014) in term of market type,
contract size, owner’s type, commodity type. Finding of this research reveal that 1) compared to 2005, CM market size
in 2015 increased as much as 2.5 times, and that 2) domestic CM projects count for 87.5%, architectural project 88.4%,
less than 1 billion won small contracts 75%, respectively. Also, recently as CM company are developing capability and
competitiveness, 1) overseas CM market share has grown up to 20% among total CM contract amount, and 2) CM
contracts by private owners has increased 3 times demanding the total management services based on high technical
capability. Additionally, the result of this paper supports the growth path model proposed by Jung et al. (2014), where a
path from Domestic Public (DP3) and Domestic Private (DC2) CM projects towards the expansion to International Private
(IC5) contracts was quantitatively analyzed. Implications for other practical issues are also briefly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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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건설사업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되고 사업관리 방식이 다
양화되어짐에 따라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관리활동의 필요성
과 더불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1996년 건
설사업관리(CM)제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정되었다. 2000
년대 대형 국책사업 중심의 CM 적용을 시작으로 최근 국내
건설산업이 정체 성숙기(Stable Maturity)에 진입(Lee, 2013)
함과 더불어 GDP대비 국내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도 공공 및 민간사업에서의 CM 수요 및 계약이 꾸준
히 증가하며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와 더불어서, 공공 및 민간 발주자의 CM에 대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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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확대 및 CM기업의 기술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CM산업
국내·외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CM산업은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Oh and Han,
2012)이며, 단순 시공에 비해 외화가득률이 높은 분야로써 평
가 받고 있다(MOLIT, 2010).
그러나 사업관리기술 분야의 기술경쟁우위는 해외시장에
서 단시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요건이며(Lee, 2012), 국내 CM
기업 규모의 영세성(Jung et al., 2014)을 비롯하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등의 제도적 한계(Kang et al., 2014), 기술 차별
성 부족(Jung et al., 2014) 등으로 인해 국내 CM기업들의 역
량강화 및 해외 CM사업 수주확대 경쟁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CM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
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CM산업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CM시장 현황을 다양한 관점(Kim and Yoon, 2010; Choi et
al., 2014; Jung et al., 2014; Kang et al., 2014)에서 분석하
였지만, ‘산업차원’ 관점에서 모든 실적을 포괄하면서 CM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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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process

약규모, 공종유형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
적이었다(Table 1). 이 밖에도, 건축, 토목, 플랜트산업에서도
아직까지 모든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산업별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한 연구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M산업 발전이 산업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인 가운데, 종합적인 관점에서 CM산업 실적통
계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전
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정량화된 CM 수주실적을 바탕으로, ‘시장’, ‘계
약’, ‘공종’, ‘발주자’의 분석요소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진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우리나라 CM기업들
의 발전 전략 모델(Jung et al., 2014)의 정량적 분석 및 수주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처럼 CM 산업차원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현황 및 전망 분석은 현재의 CM산업이 서있는 위치를 정확
하게 인지 할 수 있으며, 앞으로 CM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
한 전망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서 중요성과 시의성의 가진다.

CM기업 및 협회 실적자료를 비롯하여, CM산업 수주현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황자료인 국토교통부 건
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공시제도(PCM)에 공시되어 있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8
년간의 총 3,664건의 실적 중, 단일계약의 분할등록 건수 합
병을 통해 62개 CM기업의 총 3,453건, 총 수주금액 약 4조
79억원의 실적자료를 분석하였다(Table 2).
CM 실적자료 분석을 위한 변수로써는 ‘CM 시장유형’, ‘CM
계약규모’, ‘CM 공종유형’, ‘CM 발주자유형’의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상호연계하여 연도별, 기간별로 시계열 분석을 수
행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건설산업 환경 및 시장변화에 대한
문헌조사를 비롯하여 CM기업 발전모델의 정량적 분석을 함
께 실시하여 CM산업 주요 쟁점 및 수주확대 전략 방안을 함
께 도출하였다(Fig. 1).

2. CM 실적자료 및 분석요소
종합적인 CM 수주실적 분석을 위해 1) 수주지역 특성에 따
른 시장분류, 2) CM사업 계약규모에 따른 분류, 3) CM사업
을 적용하는 공종유형, 4) CM사업 발주자 특성에 따른 분류
의 4가지 분석변수를 비롯하여,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CM산업을 4가지 시기별로 구분한 분석변수를 도출하였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 CM산업의 도
약적 성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량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CM시장 전반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Table 1. Literature review in CM trends and prospects studies based on industry statistics
Industry Sector
Previous Research

Variable

Archi Civil Plant CM

Kim and Yoon. (2010)

○

Choi et al. (2010)

○

○

Kim and Kwak (2013)

○

○

Jang (2014)

○

○

Statistics
Data

Market Type

Contract Commodity
Size
Type
Domestic Overseas
○

○

○

○

○

○

Cumulative Abnormal Return

2004∼2010

○

○

○

Bidding Procedures

○

2001∼2010

○

2004∼2012

○

Jung et al. (2014)

○

2012

○

○

●

2012

○

○

●

This Paper

○
○

○

○

1965∼2014
●

1997∼201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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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Ratio etc.

Construction R&D Strategy
●

※ Legend: ○: Same viewpoint used, ●: Same variable used in terms of concept and clarification of the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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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r’s Capability etc.

Expected Default Frequency
○

○
●

○

Etc.

1997∼2007

○

Kang et al. (2014)

Business
Functions

2000∼2009

Choi et al. (2014)

Park and Kim (2016)

Own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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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verview of CM statistics 1997 to 2014
Overview of CM Statistics 1997 to 2014 : 4,007 billion won for 3,453 projects

Classification*

CM Statistics 1997 to 2014

Code

Public
(P)

DP

Private
(C)

DC

Domestic
(D)

Total
Average
DP1
DP2
DP3
DP4
DP5
Total
Average
DC1
DC2
DC3
DC4
DC5
Total
Average

Total
Average

Type of Market
and Size of CM
Contract**

International
(I)

Type of CM
Commodity***

Type of CM
Owner****

Public
(P)

IP

Private
(C)

IC

Total
Average
Middle East
Europe
Oceania
Africa
Asi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Others
Architecture
AR
Civil
CI
Engineering
EN
Landscape
LA
Manufacturing PM
Private
NonPN
manufacturing
Government Organization
GO
Local Government
LO
Organization
EtcetraOrganization
EO

IP1
IP2
IP3
IP4
IP5
Total
Average
IC1
IC2
IC3
IC4
IC5
Total
Average

Total
Total
Total
Total
Total
Total
Total
Total
Total
Total
Total
Total
Total

CM Definition
Establishment of CM
CM Competitiveness
and Introduction
Laws and Institutions
1997~1999
2000~2004
2005~2009
CM Contract
CM Contract
CM Contract
No.
No.
No.
Amount
Amount
Amount
241,248
1,567,664
16 33,045 (0.8%) 222
1,069
(6.0%)
(39.1%)
2,065
1,087
1,466
24
855
69
2,447
20
10,101
119
57,192
4
8,690
15
27,209
78
141,968
4
17,498
7
39,514
43
216,348
2
63,461
11
539,012
8
26,188
68
141,140
320
956,967
3,274
2,076
2,991
2
100
44
1,876
271
8,825
2
1,610
72
31,058
272
109,625
2
3,372
22
33,605
83
141,632
5
21,582
38
187,487
6
104,760
6
5,082
143
88,121
670
552,329
847
616
824
14
31,270
211
229,261
990
1,509,296
2,234
1,087
1,525
1
73
11
681
2
378
22
3,735
3
451
33
4,416
150
134
1
93
14
393
1
440
2
441
18
6,854
1
1,335
3
4,068
8
14,528
2
6,934
6
32,177
2
1,775
8
11,536
46
53,952
888
1,442
1,173
2
1,775
11
11,987
79
58,368
888
1,090
739
10
3,090
1
43
1
100
5
739
2
1,778
10
11,914
49
51,147
8
2,271
1
73
5
978
13
27,714
203
178,563
814
1,349,619
13
53,313
214
187,015
3
5,331
6
9,372
33
17,065
8
13,965
1
54
11
12,794
63
54,394

Foundation in
Overseas Market
2010~2014
CM Contract
No.
Amount
2,165,962
2,146
(54%)
1,009
287
10,686
219
102,867
181
301,002
48
225,192
4
228,170
740
867,917
1,173
414
17,682
558
224,910
164
284,507
71
300,577
3
42,433
1,210
870,109
719
1,950 1,738,026
891
12
664
34
13,826
13
21,839
1
4,056
60
40,385
673
26
1,182
72
28,120
20
34,415
13
82,110
5
241,724
136
387,551
2,850
196
427,936
2,183
19
28,984
4
44,419
3
1,240
15
20,337
133
315,161
2
3,411
16
9,661
4
4,723
1,815
1,988,297
281
126,279
49
51,351
1
35
244
183,283

Total

5

5,028

132

75,327

629

511,324

1,025

734,123

Total

-

-

8

8,903

63

227,884

185

381,133

Total

5

16,282

42

37,577

146

209,387

242

146,416

Total

5

11,681

29

106,647

168

564,675

450

721,007

* Classifications of CM development stage (Jung et al. 2014)
** Classifications of CM market type and contract size (Jung et al. 2014)
*** Classifications of CM Commodity type (KISCON :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 Classifications of Owner type (Framework Act on Construction Indust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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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의된 분석변수들을 기준으로 CM 실적 통계자료의 개
별적 분석과 함께, 변수들간 상호연계하여 CM 산업차원의
포괄적이며 정량적인 비교분석을 하였다(Table 2).
우선 ‘CM 시장유형’과 ‘CM 계약규모’는 정영수 외 (Jung
et al., 2014)에서 제시한 시장유형과 계약규모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즉, CM 시장유형은 국내(Domestic : D)/해외
(International : I) 시장구분에 더하여 공공(Public : P)/민간
(Private : C) 사업으로 구분하여, 4가지의 유형(DP, DC, IP,
IC)으로 정의하였다. 해외시장 유형의 경우, 지역별 상세한
분석을 위해 중동,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
메리카, 북아메리카, 기타의 8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수주
실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CM 계약규모’는 1억원미만 (1), 1
억원~10억미만 (2), 10억~30억미만 (3), 30억~100억미만
(4), 100억이상 (5)의 5가지 금액범위로 구분하였다.
‘CM 공종유형’과 ‘CM 발주자유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에 명시된 건설업의 업종 유형과 발주자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CM 공종유형’은 건축공사(AR), 토목공사(CI),
산업·환경설비공사(EN), 조경공사(LA)의 4가지, ‘CM 발주
자유형’은 민간부분 제조업(PM), 민간부분 비제조업(PN), 정
부기관(GO), 지방자치단체(LO), 그 밖의 발주자(EO)의 5가
지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CM산업의 시기별 분류는 정영수 외(Jung et
al., 2014)에서 도출된 1997~1999년 CM정의 및 도입단계,
2000~2004년 CM 법/제도 확립 및 확산단계, 2005~2009
년CM 경쟁력 확보 단계, 2010~2014년 CM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단계의 4가지 구분을 사용하였다.

3. CM산업 현황 및 특성 : 1997~2014년
지난 18년간 우리나라 CM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
며, 최근 해외진출 확대와 CM 고도화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CM산업 발전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앞서 정의한 4가지 분석요소를 사용하여, 본 장에서는
연도별, 기간별로 CM산업 현황과 특성에 대한 시계열 분석
하였다(Table 2, Fig. 2).

3.1 CM산업의 양적 성장 : 10년동안 2.5배 확대
연도별 국내 및 해외 CM 수주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분석
한 결과, CM산업 시장규모는 2005년 2천억원에서 2014년 5
천억원으로 최근 10년간 2.5배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공
사 총 수주금액에서 CM 적용 사업의 수주금액 비중이 2005
년 7.5%에서 2014년 15.2%로 2배 증가하였다. 이는 2025년
CM 시장규모 2조원(Jung et al., 2014) 및 2018년 CM 사업
비중 35% (Oh and Han, 2012), 2025년 40% (Jung et al.,
2014)의 CM시장 확대를 예측한 선행연구들과 같이, 향후 우
리나라 CM 시장규모 및 CM 사업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규모를 표현하는 CM사업 평균 계약금액
은 2000년이후 분기별로 분석한 결과, 약 10억원(용산 미군
기지이전사업 2007년 2건, 2012년 1건 제외)으로 유사하였
다. 즉, 국가와 산업차원에서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목표
및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목표 달성을 통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적·질적 성장 노력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대형사업의 사업기획, 사업

Fig. 2. CM industry analysis : 1997 to 2014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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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omestic (D) and international (I) CM

Fig. 4. DP/DC and IP/IC : 1997 to 2014 statistics

관리, 금융, 조달 등을 총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관리
역량 향상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해외 CM사업 증가 : 2010~2014년 20%

3.2 국내 CM사업 높은 비중 : 87.5%
2014년까지 총 3,453건의 CM 수주실적을 국내(D)와 해
외(I) CM 시장유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국내 CM사업 수
주비중이 수주건수 기준 91.7% (3,165건), 총 수주금액 기준
87.5% (3조 5천억원)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
그러나 국내 CM사업 평균 계약금액은 지난 18년간 평균
약 9억원(용산 미군기지이전사업 2007년 2건, 2012년 1건 제
외)으로, 해외 CM사업 17억원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Table 2의 분기별 분석을 통해서도 2000~2004년 국내
와 해외 CM사업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0억원으로 비슷하였
지만, 10년이 지난 2010~2014년에는 국내 CM사업은 8억원
(용산 미군기지이전사업 2007년 2건, 2012년 1건 제외), 해외
CM사업은 21억원으로 국내 CM사업 규모가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국내 CM사업은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
후 월드컵경기장, 경부고속철도, 신도시개발 등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하여, 시급성을 요구하는 수해복구사업 등
에서 사업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Lee, 2014) 함으
로써 전체 CM실적 중 국내 CM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
다. 그러나 CM사업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단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용역서비스이며, 건설현장에서 사업관리에 대한 지
나친 기대와 과다한 요구로 인한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Lee, 2014)때문에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타당성 조사, 공정관리, 설계관리, VE 등과
같은 부분용역 형태의 CM사업이 증가함으로써 CM사업 평
균 계약금액이 낮아졌다.
이에 반해, 최근 해외 CM사업은 복합단지 개발, 발전소건
설과 같은 대형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총체적으로 계획 및 관
리하는 CM사업 수주로 인하여 CM 수주금액 및 평균 계약금
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전체 CM 수주실적 수주금액 합계 기준, 해외 CM사업은
12.5% (5천억원) 밖에 차지를 하지 않지만, CM 경쟁력 확보
를 위한 노력의 결과 2000~2004년 5%, 2005~2010년 4%의
비중에서 2010~2014년 20% (4,279억원)로 크게 증가하였다
(Fig. 3). 이와 더불어, 2025년 해외 CM사업의 비중이 30%
까지 확대(Jung et al., 2014) 확대 될 것으로 예측 되는 가운
데, 최근 전체매출 대비 해외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수
CM기업의 증가 및 해외매출 비중을 50%이상 목표로 하는
CM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Jung et al., 2014).
해외 CM사업 수주지역 중,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지역은 상업시설, 복합단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2009
년 이후 수주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수주금액 비중은
2000~2004년 99.4%에서 2010~2014년 73.6%로 아시아지
역 CM수주 집중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CM기업들은 CM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향상된
사업관리역량을 기반으로 2005년이후 남아메리카, 중동 및
유럽, 오세아니아 등 선진국에서의 수주경쟁우위를 차지함으
로써 CM사업 수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외 CM사업 수주
시장 다변화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3.4 민간 CM사업 증가 : 10년동안 3배 확대
연도별 국내·외 민간 CM사업의 수주건수 및 수주금액 합
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05년 (113건/1,331억원)보다
2014년 (314건/3,569억원) 모두 약 3배 증가하였다. 이로 인
하여, 전체 CM 실적의 87.5%를 차지하는 국내공공 CM사
업(DP) 비중이 수주금액 합계 기준, 2005~2009년 61%에서
2010~2014년 40%로 감소하였다. 또한 공공사업(P)과 민간
사업(C)의 평균 계약금액도 2010~2014년 약 9억원(용산 미
군기지이전사업 2007년 2건, 2012년 1건 제외)으로 비슷해
졌다(Fig. 4).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중반부터 산업차원
의 CM 대가체계 개선 및 업무역량 향상 노력을 비롯하여, 민
간 CM사업이 공공사업에 비하여 사업관리 전문가의 투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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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정영수

3.5 부분용역 CM사업 높은 비중 : 10억미만 75%

Fig. 5. Size of CM contract : 1997 to 2014 statistics
(Except YRP Projects : 2007 (2), 2012 (1))

력 수가 적고, 유연한 인력배치가 가능하여 다양한 CM업무
의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M 시장유형별 전체실적의 평균계약 금액을 분석
한 결과, 국내공공(DP) 약 17억원, 국내민간(DC) 약 7억원,
해외공공(IP) 약 5억원, 해외민간(IC) 24억원이었다(Table
2). 즉, 해외 민간발주자에 의한 CM사업의 평균 계약금액
이 가장 컸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포함하고 있
는 국내공공 CM사업의 평균 사업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와 같은, 국내공공(DP) CM사업의 감소는 앞으로 국내
CM기업들이 기술력 축적을 위한 도약기반을 비롯하여 새로
운 CM기업의 시장진입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국내민간 CM사업(DC)과 해외민간 CM사업(IC)의
증가는 향후 국내 CM기업들이 해외시장 수주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축적 가능한 시장유형이며, 향후 향상된
사업관리 역량을 통해 CM사업 수주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CM 시장유형이라 할 수 있다.

CM실적을 계약규모와 함께 연도별·기간별 시계열의 종
합적 분석결과, 종합적인 사업관리보다는 10억미만(계약범위
1, 2)의 용역형 CM사업이 수주건수 합계 기준 2000년이후 평
균 75%로써 비중이 높았다(Fig. 5).
우선, 계약범위별 평균 CM사업 규모는 1억미만 4천만원,
1억이상 10억미만 4억원, 10억이상 30억미만 17억원, 30억
이상 100억미만 47억원, 100억이상 4000억원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계약범위별 CM수주 평균 계약금액을 시장유형
과 함께 분석한 결과, 수주실적이 적은 해외사업(IP, IC)과
100억이상 프로젝트(범위 5)를 제외하고는, 국내공공(DP1,
DP2, DP3, DP4)사업과 국내민간(DC1, DC2, DC3, DC4)사
업 유형에서 CM사업 평균 수주금액과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Table 3).
우선, 계약규모 1억미만 (1) CM사업의 경우 1,176건으로서
전체 실적의 34%를 차지하나, 총 수주금액은 463억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였다. 특히 국내민간 1억미만의 CM사업
(DC1)은 총 수주건수 및 계약금액 모두 전체실적에서 6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 집중
하여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부분용역 업무만을 위탁 받은
CM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1억이상 10억미만 (2)의 CM사업은 총 1,413건 (40%)으
로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계약금액은 5,903억원으로 전
체 금액의 15%를 차지하였다. 또한 1억미만 CM사업과 동일
하게, 국내민간 1억이상 10억미만 CM사업(DC2)이 총 904건
(64%), 3,672억원 (6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0억이상 30억미만 범위 (3)에 속한 CM사업은 594건으
로 17%를 차지하며, 금액기준으로는 1조 182억원으로 25%
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범위 3에서는 국내공공(DP3) 사업이

Table 3. Size of CM contract and average amount : 1997 to 2014 statistics

Size of CM Contracts

Less than 0.1
billion won

Over 0.1 and less
than 1 billion won

102

No. of
Projects

CM Contract
Total Amount

Averagel
Amount

DP1

380 (32.3%)

13,988
(30.7%)

37

DC1

731 (62.2%)

28,483
(62.5%)

39

Size of CM Contracts

Over 1 and less than 3
billion won

No. of
Projects

CM Contract
Total Amount

Averagel
Amount

DP3

278 (46.8%)

478,869
(47.0%)

1,723

DC3

271 (45.6%)

463,116
(45.5%)

1,709
1,680

IP1

24 (2.0%)

1,418 (3.1%)

59

IP3

13 (2.2%)

21,839 (2.1%)

IC1

41 (3.5%)

1,668 (3.7%)

41

IC3

32 (5.4%)

54,346 (5.3%)

1,698

Total

1,176

43,889

39

Total

594

963,824

1,714

DP2

358 (25.3%)

170,160
(28.8%)

475

DP4

103 (43.1%)

498,552
(44.0%)

4,840

DC2

904 (64.0%)

367,203
(62.1%)

406

DC4

114 (47.7%)

509,646
(45.0%)

4,471

17,939 (3.0%)

309

IP4

1 (0.4%)

4,056 (0.4%)

4,056
5,772

4,743

IP2

58 (4.1%)

Over 3 and less than
10 billion won

IC2

93 (6.6%)

35,855 (6.1%)

386

IC4

21 (8.8%)

121,221
(10.7%)

Total

1,413

599,191

418

Total

239

1,97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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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M owner annual average : 2005 to 2014 statistics
Type of CM Owner

Fig. 6. Type of CM owner : 1997 to 2014 statistics
(Except YRP projects : 2007 (2), 2012 (1))

278건, 4,787억원으로 수주건수 및 금액기준 모두 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비롯하여 국가 주요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계획
에 따른 신청사 건립 등으로 인해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
다. 이 밖에도, 해외공공(IC3) 사업의 경우 2010년도 첫 CM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2013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교육·복지시설 건립 등으로 인해 수주 건수 및 금액이 증
가하였다.
30억이상 100억미만 계약범위 (4)에 속한 CM사업의 경우,
239건으로 전체건수의 7%, 수주금액은 1조 1,335억원으로
29%를 차지하였다. 또한 100억이상 계약규모 (5)의 CM사업
의 경우에도, 31건으로 1%를 차지하였으며, 금액은 1조 2,196
억원으로 전체 수주금액 중 30%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30억
이상(계약범위 4, 5)의 대형 CM사업의 경우, 수주건수는 낮
으나 금액이 높은 이유는 2007년 2건과 2012년 1건의 용산기
지이전 사업으로 인해 국내공공(DP4, DP5) 사업의 수주금액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해외공공 CM사업 금액범위 4
(IP4)의 경우, 2010년 베트남 상수도시설 구축 CM사업 1건
밖에 없었으며, 금액범위(5)에 속한 CM실적(IP5)은 아직까지
없었다.
우리나라 CM 기업들이 향상된 사업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할 모델인 해외민간 CM사업 금액
범위 5 (IC5)의 경우, 수주실적은 매우 적으나 2012년 아시아
및 중동지역에서의 올림픽 경기장, 화력발전소, 신도시 및 리
조트 개발을 비롯하여, 2014년 락타센터 프로젝트와 같은 해
외 대형 CM사업을 수주하였다. 이는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향상된 종합적 사업관리역량을 기반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성
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주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6 민간발주자에 의한 CM사업 발주의 높은 비중
CM의 업무기능과 역할은 민간 및 공공사업 발주자 조직의

Annual Average
Annual Average
No. of Projects CM Contract Total Amount

Private Manufacturing (PM)

31

23,768 biilion won

Private Non-manufacturing (PN)

165

124,545 biilion won
60,902 biilion won

Government Organization (GO)

25

Local-government Organization (LO)

39

35,580 biilion won

Et cetra Organization (EO)

62

128,568 biilion won

성격과 특성,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Jung et al.,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5가지 발주자 유형을 시장유형과
계약규모와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발주자 조직의 성격과
발주 특성을 분석하였다.
총 3,453건의 CM사업을 발주한 조직은 1,849개로 분석되
었으며, 공공발주자(GO, LO)에 비해 민간발주자(PM, PN)에
의한 CM사업이 3배 많았다(Table 2). 이중 민간부문 비제조
업(PN) 발주자에 의한 CM사업이 1,791건 (52%), 1조 3,258억
원 (33%)으로 수주건수 및 수주금액 비중이 높았다. 특히, 국
내 및 해외지역에서 민간발주자(PM, PN)에 의한 계약범위 2
에 속하는 DC2 (902건, 45%)와 IC2 (49건, 52%) 사업의 수주
건수가 가장 많았다(Fig. 6).
그러나 평균 CM사업 계약금액은 정부기관(17부 5처 16청
및 기타, GO)이 24억원으로, 민간부분 제조업(PM, 8억원)과
비제조업(PN, 7억원) 발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CM사업 평
균 발주 규모가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문 발주자 중, 정부기관(GO)은 2004년(이전 1건)부
터 본격적으로 CM 적용 사업의 발주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
며, 금액범위 1에 속하는 사업 발주가 총 91건 (36%),으로 가
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LO)에 의한 CM사업의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해 1998년부터 서울, 광주, 전주 등
의 월드컵 경기장과 같은 대규모 복합공사를 추진하면서 CM
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지만, 2005년이후 10억미만 사업이 증
가함에 따라 금액범위 2에 속하는 사업이 총 168건 (39%)으
로 발주 비중이 높았다.
CM사업 수주가 급격히 증가하는 2005년이후, 최근 10년
동안의 공공 및 민간발주자에 의한 CM사업 총 수주건수와
수주금액을 연계하여, 연평균 발주건수와 발주금액을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 비제조업(PN)에 속한 발주자가 연평균 165건
의 사업을 발주하여 발주 빈도가 가장 높았다. 연평균 발주금
액은 민간부문 비제조업(PN) 발주자와 개인 및 금융기관, 해
외발주자 등이 속한 그 밖의 발주자(EO)가 각각 1,245억원과
1,286억원으로 연평균 CM사업 발주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
었다(Table 4).
이와 같은 CM사업 발주자유형을 분석한 결과, 민간발주자
의 평균발주 빈도가 공공발주자에 비하여 많았으며,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많이 발주하여, CM사업자에게 보다 포괄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7권 제5호 2016년 9월

103

하지원·정영수

Fig. 7. Over 1 and less than 3 billion won of Domestic-Public (DP3)
: 1997 to 2014 statistics

Fig. 8. Over 0.1 and less than 1 billion won of Domestic-Private
(DC2) : 1997 to 2014 statistics

적이며 기술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성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공공발주자는 상대적으로 민간발주자
에 비해 발주 시설물의 유형과 CM업무 영역이 유사한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가진 발주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도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발주자에 의한 해외사업은 소규모 위주였으며, 해외 발주자에
의한 CM사업은 공공사업보다 민간사업의 수주건수가 2배 많
았으며, 대형 규모의 사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CM기업 발전모델 : DP31)→DC22)→IC53)

3.7 CM사업 공종 다변화 필요 : 건축 88.4%
CM수주 실적의 공공 유형을 분석한 결과, 건축분야 CM
수주실적이 총 2,845건 (82.4%), 3조 5,442억원 (88.4%)로
공종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국내민간 사업
의 금액범위 2 (DC2)에 속하는 CM사업 수주건수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총 842건 (9%)으로 제일 많았으며, 평
균 사업규모는 4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종합적 사업관리보
다는 아직까지 일부 업무에 대한 CM용역 서비스의 발주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토목분야 CM사업의 경우, 수주건수는 2000~2004년 13건
에서 2010~2014년 281건으로 20배이상 증가하였지만(Table
2), 총 수주금액은 비중은 22.1%에서 5.8%로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장유형을 함께 분석한 결과, 해외 건축분야
의 CM수주는 2005년 이후 민간분야에서 점차 증가 하였다.
그러나 토목(CI), 산업·환경설비(EN), 조경(LA) 분야의 CM
수주건수는 각각 14건, 23건, 0건으로 매우 적어, 향후 국내
CM기업들의 수주 공종 다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향후 해외건설시장에서 플랜트산업이 높은 시장성장세와
낮은 경쟁강도 분야로써 평가(Choi et al., 2012)되는 가운데
대형 프로젝트 수행능력과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사업관리 역
량 향상을 통해 토목 및 산업·환경설비 분야의 수주확대 모
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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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4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3장에서의 CM산업 종합적 관점
에서의 정량적 분석과 함께,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우리
나라 CM기업들의 발전 전략 모델(Jung et al., 2014)의 정량
적 분석 및 수주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이는, 향후 국내 CM기업의 성장 또는 변화를 위한
방향설정의 도구로서 활용 될 수 있다.
CM기업 발전모델은 전체 수주실적 중, 계약범위 1억미만
(1)의 용역형 CM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유형별 빈도수 및 금
액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을 비롯하여 CM사업 평균 계
약금액(국내민간(DC) 7억원, 국내공공(DP) 17억원)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우선, 상대적으로 국내·외 CM사업은 1억이상 10억미만
(계약규모 2)과 10억이상 30억미만(계약규모 3)의 수주건수
및 수주금액 비중이 높았다. 이중에서도 10억이상 30억미만
의 국내공공(DP3) CM사업과 1억이상 10억미만의 국내민간
(DC2) CM사업의 경우, 다른 CM사업 유형들에 비해 평균
CM사업 계약금액의 산포도가 작음을 알 수 있었다(Fig. 7,
Fig. 8). 이를 통해, 발주자뿐만 아니라 CM기업들이 참여하
고 있는 전형적인 국내 사업형태를 DP3와 DC2라 할 수 있다.
10억이상 30억미만의 국내공공(DP3) CM사업의 경우, 국
내 CM기업들이 국내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관리 수행 경
험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도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2005년 8건에서 2014년 46건으로 수주건수가 5
배 증가하였지만, CM사업 평균 계약금액은 2005년 21억원
에서 2014년 16억원으로 감소하였다(Fig. 7). 이는, 국내공공
CM사업이 민간사업에 비해 높은 대가요율을 비롯하여 시공

1) 국내공공 10억이상 30억원미만 CM사업
2) 국내민간 1억이상 10억원미만 CM사업
3) 해외민간 100억원이상 CM사업

CM산업 수주실적 분석을 통한 CM기업의 발전 방안 - 1997년 ~ 2014년 실적자료 기반 -

단계 품질관리 업무의 비중이 높은 시공감리형4) 형태로 인해
평균 사업규모가 컸지만, 최근 공공사업에서의 분할발주가
이슈화되며, 2012년부터는 점차 기획 및 설계단계 업무의 비
중이 높은 시공관리형5)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의 발전 모델은, CM제도와 산업환경 개선을 통
한 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의 확장 및 업무심도와 기술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종합관리형6)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 CM사업의 고도화 및 향후 해외시장에서의 기술과 경쟁
우위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축적이 가능한 종합관리 형태의
1억이상 10억미만의 국내민간(DC2) CM사업 유형이 발전되
어야 한다. 즉, 매출규모의 확대보다는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
입과 동시에 사업역량의 고도화 관점에서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DC2 유형의 경우, 전체 CM실적 중 26% (904건),
국내민간 사업 중 45%로 빈도가 가장 높은 시장유형으로
2005년 38건에서 2014년 136건으로 수주건수가 3.5배 증가
하였다(Table 2). 이 밖에도 CM실적의 업무범위 및 선행연구
를 통한 생애주기별 업무비중 분석결과, 설계 및 시공단계 중
심의 사업관리업무에서 공통업무(사업수행 계획서, 절차서,
PMIS7), 총사업비 관리 등) 및 설계전단계(발주방식 결정 지
원 등)로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설계이전 단계에 총 투입
인력의 55%가 투입(Kang et al., 2014)됨으로써 기획 단계부
터의 건설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사업관리 형태의 DC2 시장
이 확대되고 있었다. 이는 국내 CM기업들의 매출규모의 확
대와 사업관리 경험축적 및 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연도별 DC2사업 평균 계약금액을 분석한 결과,
순수 CM 사업이 많고, 민간사업이 공공사업에 비해 사업 리
스크가 높은 이유로 인하여 2001년이후 4억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CM기업들은 DP3 및 DC2 사업을 기
반으로 매출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기술역량이 향상됨으로
써, 설계와 동시에 CM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관리 형태의 100
억이상 해외민간(IC5) CM시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발전은, 건설시장의 국제화(Geographical Expansion)
전략이며, 전형적인 성장형 경영전략 발전으로써 CM과 설
계, 구매, 시공 등 생애주기 기능관점의 시너지가(Vertical
Integration)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상위 소
수기업만이 진출하였으며, 수주건수도 2012년 4건, 2014년 1

4) 투입노력 시공단계 70%이상
: 기술심도 낮음, 시공감리 위주 형태 (검토/검측 중심)
5) 투입노력 시공단계 70%이상
: 기술심도 높음, 시공감리형 형태에서 CM기능 확대
6) 전체 업무단계의 투입노력 중 특정 한 단계에 70% 이하
: 기술심도 높음, 설계와 CM 동시 수행
7)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건 밖에 되지 않아 특성 분석에 있어 제한적이지만, 발주자
및 사업특성, 수주지역이 모두 다른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
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지난 18년간 우리나라 CM산업은 공공 및 민간사업에서 수
요 및 계약이 꾸준히 증가하며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최
근에는 해외수주 확대와 CM사업 고도화를 위한 활발한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CM산업
구체적인 실적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 정량적이며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량화된 자료 기반 산업차원의 관점에
서 CM산업 현황 및 전망 분석을 위해, 단일계약의 분할등록
건수 합병을 통한 총 62개 CM기업의 3,453건의 실적자료에
대한 수주지역 및 금액규모, 발주자 및 공종유형 분류에 따른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기간별 시계열 분석을 하
였다.
또한 CM산업 시장규모의 확대를 비롯하여, 국내공공 사
업을 기반으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국내 및 해
외 시장에서의 종합사업관리 형태의 민간 CM사업 수주비중
이 증가 할 것이라는 기본 가설과 함께 선행연구(Jung et al.,
2014)를 통하여 제안된 CM기업 발전 전략 모델의 정량적 분
석을 하였다.
CM 수주실적 분석결과, 우리나라 CM산업의 시장규모는
최근 10년간 2.5배 증가하였으며, 국내 건설공사 총 수주금액
에서 CM 적용 사업의 수주금액 비중도 2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CM산업은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전체
CM실적에서 시장유형별로는 국내 CM사업의 수주비중이
87.5%, 공종별로는 건축분야가 88.4%, 계약규모별로는 10억
미만의 부분용역형 CM사업이 75%로 CM수주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 CM기
업들의 기술력 향상 및 수주경쟁력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
전체 수주금액 중 해외 CM사업 수주비중이 2000~2004년
5%에서 2010~2014년 20%까지 크게 증가함으로써 국내 CM
사업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공공발주자 보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많이 발
주하며, 포괄적이며 기술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요구하는 민간
발주자에 의한 CM사업은 2005년에 비해 2014년 3배 증가하
였다. 이는, 국내 CM기업들이 향후 해외시장 수주 경쟁 우위
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축적을 할 수 있는 민간 CM시장이 점
차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반하여, 민간발주자 보다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제한
적으로 요구하는 공공발주자에 의한 국내공공 CM사업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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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2005~2009년 61%에서 2010~2014년 40%까지 감소함
으로써, 국내 CM기업들이 향후 민간시장으로의 진출하기 위
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도약기반이 축소되고 새로운 CM기
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CM산업 환경에 따른 사업유형의 변화는 발주자와
우리나라 CM기업들의 대표적인 사업형태이자 향후 해외민
간 CM사업 수주확대로의 발전경로에 놓인 10억이상 30억미
만의 국내공공(DP3) CM사업과 1억이상 10억미만의 국내민
간(DC2) CM사업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도, 공공사업 부분
용역형 CM사업 중심에서 건설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관리
형 민간사업 형태로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내 CM기업들의 향상된 사업관리능력을 통한 해외시
장 경쟁우위 확보를 통해 미래지향적 사업형태인 IC5(100억
이상 해외민간 CM사업)와 같은 설계와 CM사업이 동시에 수
행될 수 있는 해외민간 사업의 수주 확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CM산업 수주실적의 정량적이며 종합적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CM산업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내 CM기업들이 수주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다. 다만, CM실적의 KISCON 등록은 절대적
강제규정이 아님으로 인하여 자료누락이 발생 할 수 있는 한
계점이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o. NRF2014R1A2A2A01006984) 결과의 일부임.

References
Choi, J. H., Lee, Y. S. and Kim, J. J. (2014). “Transition
of Domestic Construction Management Market
Structur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0(7), pp. 89-96.
Choi, J. S., Heo, S. T. and Lee, H. M. (2010).
“Assessment of Equity Market Responses on the
Construction Project Award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10(1), pp. 221228.
Choi, S. J., Lee, K. W., and Han, S. H. (2012). “Selection
and Strategies of New Leading Business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06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7권 제5호 2016년 9월

KICEM, 13(2), pp. 25-36.
Ha, J., Park, J. and Jung, Y. (2015). “Survey of
Korean CM Contracts for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Based on 1997 to 2013 Statistics.”
Proceedings of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ICCEPM 2015), KICEM, Busan, Korea, pp. 440444.
Jang, S. (2014). “Analysis of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Domestic and Overseas Orders
and Insolvency of Construction Compani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5(2), pp. 87-94.
Jung, Y., Shin, D., Kang, S., and Kim, N. (2014).
“Growth Model for Korean CM Firms based on
2012 Statistic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5(6), pp.
92-104.
Jung, Y., Woo, S., Park, J., Kang, S., Lee, Y.,
Lee, B.-N. (2004). “Evaluation of the Owners’
CM Function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5(3), 128136.
Kang, S., Jung, Y., Kim, N., and Shin, D. (2014).
“Policies and Tasks for Improving Korean CM
Industr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5(5), pp.
71-81.
Kim, N., Jung, Y., Kang, S., and Shin, D. (2016).
“Strategy for Various CM Applications based on
Comparative Case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7(1), pp. 10-17.
Kim, S. B. and Kwak, H. J. (2013). “A Study on
International Engineering Market Focusing
on Engineering/Consulting Delivery System.”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4(2), pp. 171-183.
Kim, S. C and Yoon, J. S. (2010). “Analyzing Korean
Construction Management Market and Perceptio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6(3),
pp. 85-92.
Lee, B. N. (2012). “Overseas Construction Expansion What to do preparation.” CERIK Journal, 2012-12,
CERIK, pp. 24-27.

CM산업 수주실적 분석을 통한 CM기업의 발전 방안 - 1997년 ~ 2014년 실적자료 기반 -

LEE, H. i. (2013). “Implication for Construction
Companie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Maturity
Industry and Response Strategies.” Construction
Issue Focus, 2013-07, CERIK, pp. 1-34.
Lee, Y. S. (2014). “Suggestions for CM institutional
development.”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 CM Herald, 2014-09, pp. 1113.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0). Strategies for Construction and CM Firms
to East Asia Construction Market. MOLIT Research
Report, Korea, 2010-12.

Oh, S. W. and Han, S. W. (2012). “CM Market
Revitalization Strategies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Questionaries and
Delphi Techniqu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3), pp.
131-142.
Park, H. and Kim, S. (2016). “Development of
Construction R&D Strategy through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7(2), pp. 49-57.

요약 : 지난 18년간 우리나라 CM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최근 국내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환경변화 속에서도 CM사업 고
도화 및 해외시장에서의 기술과 경쟁우위를 통한 수주 확대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3,453건의 CM사업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수주지역, 계약규모, 발주자유형, 공종유형의 4가지 분석변수를 통해 연도
별·시간별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CM산업의 시장규모는 최근 2005년 대비 2010년 2.5배 증가하였으며, 국
내 CM사업의 수주비중이 87.5%, 공종별로는 건축분야가 88.4%, 계약규모별로는 10억미만의 CM사업이 75%로 CM수주 집중도
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CM기업의 향상된 기술 및 수주경쟁력으로 인해, 2010~2014년 해외 CM사업 비중이 20%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포괄적이며 기술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요구하는 민간발주자에 의한 CM사업도 3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CM산
업환경 및 사업유형의 변화는 향후 해외민간(IC5) CM사업 수주확대로의 발전경로(Jung et al. 2014)에 놓인 DP3와 DC2의 정량
적 분석을 통해서도, 공공사업 부분용역형 CM사업 중심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관리형 민간사업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키워드 : CM 시장유형, CM 계약규모, 통계, CM 발전전략, 시계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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