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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eliminary scheduling at the initial stage of planning phase is usually performed with limited information and
details. Therefore,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preliminary scheduling is affected by personal experiences and skills
of the schedule planners, and it requires enormous managerial effort (or workload). Reusing of historical data of the
similar projects is important for efficient preliminary scheduling. However,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historical
data and applying them to a new project requires a great deal of experience and knowledge.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opose a framework and methodology for automated preliminary schedule generation based on historical database.
The proposed methodology and framework enables to automatically generate CPM schedules for airport projects in the
early planning stage in order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to reduce the workload by using structured knowledge and
experience.

Keywords : Preliminary Scheduling, Airport Project, Standard Duration, Influencing Factors, Planning Stage, Hist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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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항, 플랜트 등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건설사
업관리에 있어, 기술우위를 가지고 많은 참여조직을 종
합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은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 PMO)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이
다. 특히, 해외 대형 발주자들은 발주 경험과 사업관리 인력
확보를 통한 발주정책으로 인하여 비용감소 및 일정단축, 원
천기술 확보 및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사업관리 역량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종합사업관리 업무 중에서도 단시간에 역량을 향상
시키기 어려운 분야가 사업초기(설계이전단계)에 있어서의
기획업무이며, 예로서 사업초기의 사업일정 계획(공정관리),
사업비 계획(원가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초기 단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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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가 기획업무는, 설계와 공법 등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
으므로, 숙련된 전문 인력들의 경험에 의해 비정형화된 자료
를 위주로 수행됨에 따라 정확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과다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며, 또한, 내부
적으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
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의 공정/원
가 기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유사사업 실적자료를 재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실적자료의 구조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많은 경험과 지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항사업에 대한 실적 및
경험 자료를 구조화함으로써 자료가 충분치 않은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기술자도 쉽게 공항사업의
공기를 산정할 수 있는 실적 및 경험자료 기반의 공항사업 기
준공기 산정 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공항사업의 경우 다양
한 시설들이 복잡한 연관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
요처리능력, 각 시설의 규모, 그리고 착수시점 등 다양한 조
건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What-if Simulation)이 가능
하도록 CPM 네트워크 공정표를 기반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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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ing 작업을 수행하여 표준 공정 activity를 제시하였
다. 또한 제시된 표준 공정 activity를 대상으로 기준공기, 선
후행관계, 대표변수 등의 산정기준을 실적 및 경험자료를 토
대로 정의하였으며, 제시된 기준공기 산정체계를 제주신공항
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Table 1). 참고로, 이상의 과정은 15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공항실무진과의 워크샵(17회)을 바탕
으로 수행하였다.

Table 1. Research scope & methods
Scope
Methodology
of Standard
Scheduling

Category
Previous Research Review
Influencing Factors for Airport
Process & Method of Standard Scheduling
Standard Classifications for Airport

Framework of
Standard
Scheduling

Standard WBS
Structured Historical & Experience Data
Case Verification (Jeju New Airport)

Method
Literature
Analyses/
Workshop
Analyses/
Workshop
Analyses/
Workshop
Analyses/
Workshop
Analyses/
Workshop
Analyses

2. 선행연구 고찰

이상의 실적 및 경험자료 기반의 공항사업 기준공기 산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공기 산정 방법론 제
시’, ‘기준공기 산정체계 구축(실적 및 경험자료 구조화) 및 사
례 검증’과 같이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기준공기 산정 방법론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 내용을
토대로 공항사업을 대상으로 한 기준공기 산정 영향인자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영향인자를 고려한 기준공기 산정절차

사업초기 건설 소요기간의 예측은 매우 주관적이며 기술
자의 역량에 따라 예측값의 오차도 클 뿐 아니라 정확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예측방법 개발
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고찰
된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분석을 통한 전체 소요일
수만 산정되며, 구체적인 작업을 표현하는 CPM 공정표로 작
성되지 못하여 주요처리능력, 각 시설의 규모, 그리고 착수시
점 등 다양한 조건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한 CPM
네트워크 공정표 기반의 기준공기 산정체계를 제시하는 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철소를 대상으로 시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준공기 산정체계(실적 및
경험자료 구조화)에서는 공항사업에 대한 표준분류체계(시설
분류 및 공종분류)를 정의하고, 실적 공정자료(인천공항의 1,
2, 3단계 사업)를 새롭게 정의된 표준분류체계에 맞게 재가
공하였으며, 재가공된 실적 공정자료를 기반으로 유형화 및
Table 2. Research variables and literature review

Analysis Method (A)

O

Koo & Choi (1999)

Climate Data Analysis during 10 years

Historical Data Based, Regression Analysis
Kwon & Lee (2004)
(15 High School Buildings)
Regression Analysis
Lee et al. (2015)
(17 Dams, 74 Water Supply Plants)
Historical Data Based, Regression Analysis
Lin et al. (2011)
(56 Building Projects)
Historical Data Based, Regression Analysis
Martin & Thomas (2003)
(93 Construction Projects)
Previous Research Review, Interview,
Shin & Lee (1996)
Question Investigation
Historical Data Based, Regression Analysis
Stoy et al. (2007)
(216 Construction Projects)
Historical Data Based (14,307 Historical Activity of
This Study
Airport Project)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Non-Working
Day

O

O

Construction
Condition

Historical Data Based, Probability Analysis

O

Productivity

Kim, et al. (2016)

O

Starting
Date

O

Jung (2008)

O

Specialist

O

Jin et al. (2015)

O

Work Capacity

Case Project Based, Probability Analysis

Hoffman et al. (2007)

O

Zone (Work)
Division

Kim & Lee (2004)

Hammad et al. (2008)

Facility
Capacity

Jung et al. (2000)

Historical Data Based, Regression Analysis
(100 Road Projects)
Historical Data Based, Regression Analysis
(140 Construction Projects)
Historical Data Based, Regression Analysis
(856 Construction Projects)
Historical Data Based, Regression Analysis
(83 Apartment Projects)
Historical Data Based, Productivity Adjustment,
Regression Analysis
Historical Data Based, Regression Analysis
(6 Army Facilities )

Climate
Condition

Historical
Data based

Adjustment
Formula

Probability

Czamigowska & Sobotka
(2014)

Regression

Previous Research

Influencing Factors (B)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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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 분석이 가능한 CPM 네트워크 공정표 기반의 공기산
정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Jung et al., 2009)가 수행되었으나
시공자 관점에서 매우 상세한 수준(2,000개 activity)에서 공
기보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발주자 PMO 관점에서 상위
수준에서 공기보정이 이루어지는 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CPM
네트워크 기반의 공항사업 기준공기 산정을 위한 영향인자,
산정절차, 그리고 방법 제시를 위하여 공기산정 방법론과 공
기산정 영향인자와 같이 2가지 관점에서 선행연구 고찰을 수
행하였다(Table 2).

는 콘크리트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콘크리트 양생 온도별 거
푸집 벌수, 거푸집 존치실태 등의 영향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보정식을 제시하였다(Shin & Lee, 1996). 마지막으로,
기후조건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에서는 10년간의 기후데이터
를 토대로 월별 가능한 작업일 수를 도출하여 공기를 보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Koo & Choi, 1999).

2.2 공기산정 영향인자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확률론적 분석, 공종별 보정, 실
적자료 기반의 공기산정, 그리고 기후 조건과 같이 5가지 항
목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공기산정 방법론을 고찰하
였다(Table 2의 A).
첫째, 실적자료를 토대로 회귀식을 도출하여 공기를 산

본 연구에서는 시설용량, 공구분할, 공종별 용량, 공사 착
수시점, 생산성, 공사 여건, 그리고 작업 불능일과 같이 7가
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공기산정 영향인자
를 고찰하였다(Table 2의 B). 첫째, 시설용량의 경우, 해당 프
로젝트의 시설규모(길이, 면적 등)를 공기산정 영향인자로 적
용하여 공기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Hammad et al.
2008; Hoffman et al. 2007; Jin et al. 2015; Jung 2008;
Jung et al 2000; Kim et al. 2016; Kwon and Lee 2004;
Lee 2001; Lee et al., 2015; Lin et al., 2011; Stoy et al.,

정하는 방법이 고찰된 선행연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였으며, 시설규모에 의해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Czamigowska & Sobotka, 2014; Hammad et al., 2008;
Hoffman et al., 2007; Jin et al., 2015; Jung, 2008; Jung
et al., 2000; Kwon & Lee, 2004; Lee et al., 2015; Lin et
al., 2011; Stoy et al., 2007)과 그리고 공사금액에 의해 공
사기간을 산정하는 방법(Czamigowska & Sobotka, 2014;
Martin & Thomas, 2003)을 제시하였다. 둘째, 확률적 분석
에 의한 공기산정은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공기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공정계획에서의 불확실한 요인에 의한
생산성의 변화(변동성)를 수용할 수 있는 공정버퍼 개념을 적
용하여 공기를 산정하는 방법(Kim & Lee, 2004)과 대표 공
종들의 실적자료를 토대로 공사기간의 규모별 평균값, 생산
성 등을 활용하여 공기를 산정하는 방법(Jung, 2008; Kim et
al., 2016)을 제시하였다. 셋째, 보정식에 의한 공기산정에서

2007). 둘째, 공구분할의 경우, 투입되는 작업조의 수에 따
른 작업분할을 공기산정 영향인자로 적용하여 공기를 보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Lee, 2001; Shin & Lee, 1996). 셋째,
공종별 용량의 경우, 공종별 대표물량(터파기, 콘크리트, 철
골 톤수 등)을 공기산정 영향인자로 적용하여 공기를 보정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Jung, 2008; Kim et al., 2016; Kwon
& Lee, 2004; Shin & Lee, 1996). 넷째, 착수시점의 경우, 공
사기간 및 작업불능일 등을 토대로 목표공기에 공사가 완공
될 수 있는 착수시점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다(Kim et al.,
2016; Kwon & Lee, 2004). 다섯째, 생산성의 경우,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작업조의 작업량을 기반으로 공기를 보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Jung, 2008; Kim et al., 2016; Lee,
2001; Shin & Lee, 1996). 여섯째, 공사 여건의 경우, 작업
의 어려움, 시설의 특이사항에 따른 보정값을 제시하고, 제
시된 보정값에 의해 공기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Jin

2.1 공기산정 방법론

Fig. 1. Influencing factors of standard scheduling for airport constru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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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5; Hwang et al., 2002). 마지막으로, 작업 불능일
의 경우, 월별 작업이 가능한 일수를 토대로 공기를 보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Hoffman et al., 2007; Koo & Choi,
1999; Kwon & Lee, 2004; Lee, 2001; Lin et al., 2011; Shin
& Lee, 1996; Stoy et al., 2007).

3. 공항사업의 기준공기 산정 방법론
본 장에서는 초기 기획단계의 공항사업의 기준공기 산정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앞서 수행한 선행연구 고찰 내용을
토대로 공항사업 대상의 기준공기 산정 영향인자를 도출하
고, 도출된 영향인자를 고려한 기준공기 산정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3.1 기준공기 산정 영향인자
공항사업은 토목시설, 건축시설, 기계/플랜트설비, 전기설
비, 그리고 정보통신 및 항행설비 등 다양한 시설분야가 포함
되는 복합적이며 대규모 사업이다. 이러한 공항사업의 특성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행한 선행연구 고찰에서
의 영향인자를 기반으로 하여 공항사업의 공정관리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실무자와의 인터뷰에 의한 경험 도출 및 인
천공항 1, 2, 3단계의 실적 공정자료의 분석을 통해 7가지 영
향인자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Fig. 1).
첫째, 공항사업의 경우 규모 및 입지유형에 따라 필수/선
택시설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항사업유형에 따른 시설물을
선정할 목적으로 시설선택을 영향인자로 도출하였다. 둘째,
국내 13개 공항에 대한 처리능력과 주요시설의 규모(여객수
와 여객터미널 면적 등)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초기의 여객수 등의 매우 한
정된 정보를 통해 주요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여 기준공기를
보정할 목적으로 주요시설 처리능력을 영향인자로 도출하였
다. 셋째, 사업초기단계에서 일부 시설의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된 시설물의 규모를 입력하여 기준공기를
보정할 목적으로 시설규모를 영향인자로 도출하였다. 넷째,
실적자료 분석 결과, 부지조성, 활주로, 계류장 등 주요 토목
시설과 여객터미널 등 대규모 건축시설의 경우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가 이루어져 공기가 단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구 수에 따른 기준공기를 보정할 목적으로 공구분
할을 영향인자로 도출하였다. 다섯째, 공항사업의 경우 다양
한 시설들이 복잡한 연관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
당 사업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주요시설의 착수시점을
변경함으로써 전체공기를 보정할 목적으로 착수시점을 영향
인자로 도출하였다. 여섯째, 주요 시설물에 대한 주요 공종별
대표물량을 입력하여 보다 사업특성에 맞는 기준공기를 보정
할 목적으로 공종별 대표물량을 영향인자로 도출하였다. 마
지막으로, 국가별 노동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보정지
수를 적용하여 해외사업 시 전체 공기를 보정할 목적으로 생
산성을 영향인자로 도출하였다. 이상의 7가지 영향인자에 대
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적용방법은 다음 절에서 기술한다.

Fig. 2. Concept of standard scheduling process

Fig. 3. Standard modules and adjust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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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준 공기 산정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기준공기 산정 방안은 사업단계별 정보의 양에
따라 이상의 7가지 영향인자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준공기
를 보정하는 개념으로, 정보의 상세도에 따른 4가지 단계별
로 CPM 공정표 생성이 가능한 구조이다(Fig. 2 & Fig. 3).
첫 번째 단계는 ‘사업 규모/특성에 의한 기준 공기 산정
(Level 1)’으로 기획 초기단계에서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적일
경우에 해당되며, 7가지 영향인자 중 시설선택과 주요시설
처리능력이 적용된다. 우선, ‘시설선택’은 사업의 특성(규모,
유형, 현장특성 등)에 따른 시설물의 유무에 따라 해당 신규
공항사업의 WBS를 생성하는 영향인자이며, 신규 공항사업
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사업 규모 및 유형에 따라 미리 정의
된 시설물을 해제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activity를 삭제하
여 해당 사업의 WBS를 생성한다(Step 1). 다음으로, ‘주요시
설 처리능력’은 일반적인 공항사업 개요(여객수, 화물량, 활
주로 수 등)을 입력하여 미리 정의된 산정식에 의해 주요 시
설물(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활주로 등)의 규모를 자동 산
정하고, template에 정의된 기준 규모와의 차이를 기반으로
시설물별 기준공기를 보정한다(Step 2).
두 번째 단계는 ‘시설 규모에 의한 기준 공기 산정(Level 2)’
으로 기획 초기단계에서 시설의 규모가 일부 결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며, 7가지 영향인자 중 ‘시설규모’가 적용된다. 해당
단계에서는 결정된 시설물의 규모(면적, 길이, 그리고 연면
적 등)를 입력하고, 입력된 규모와 미리 정의된 시설물의 기
준 규모와의 차이를 기반으로 시설물별 기준공기를 보정한다
(Step 3).
세 번째 단계는 ‘시설 배치에 의한 기준 공기 산정(Level 3)’
으로 기획 단계에서 기본적인 배치가 결정된 경우에 해당되
며, 시설물에 대한 부지 요건 등 (예로써, 공구 분할, 착수시
점 등)을 입력함으로써 보다 정확도가 높은 기준 공기가 생성
되는 단계로 7가지 영향인자 중 ‘공구분할’과 ‘착수시점’이 적
용된다. 우선, ‘공구분할’은 시설물별 공구(작업)분할 수에 따
라 기준공기를 보정하는 영향인자이며, 예로써, 활주로의 경
우 공구분할 수가 2개일 경우 2개 공구가 동시에 공사를 시작
한다는 개념으로 공구분할이 1개일 때 보다 공기가 단축된다
는 개념이다. 공구분할은 토목시설 일부 및 대규모 건축시설
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설물의 규모에 1공구당 기준규모를
나눔으로써 공구분할 수가 자동 산정되고, 산정된 공구분할
수를 그래도 적용하거나 혹은 이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 특성
에 맞게 공구분할수를 수정 입력함으로써 기준공기를 보정한
다 (Step 4). 다음으로, ‘착수시점’은 주요 시설물(CP 시설: 공
항부지조성, 여객터미널 등)의 착수시점의 변경을 통해 전체
사업의 공기를 조정하는 영향인자이며, 정의된 기준 착수시
점을 참조하여 해당 사업특성에 맞게 착수시점을 입력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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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djustment method of standard duration

써 전체공기를 조정(착수시점을 늘릴 경우 전체공기 증가, 착
수시점을 줄일 경우 전체공기 단축)한다(Step 5).
마지막 단계는 ‘공사규모에 의한 기준 공기 산정(Level 4)’
으로 시설물에 대한 대표 공종별 공사 요건(예로써, 주요 대
표물량 등)을 입력함으로써 보다 사업특성에 맞는 기준 공기
가 산정되는 단계로 7가지 영향인자 중 ‘대표물량’과 ‘생산성’
이 적용된다. 우선, ‘대표물량’은 주요 시설물의 주요 공종별
대표물량(예로써, 여객터미널 철골공사의 철골물량)을 입력
하고, template에 정의된 기준 대표물량과의 차이를 기반으
로 activity별 기준공기를 보정한다(Step 6). 마지막으로, ‘생
산성’은 해외사업 시에 적용되며, 국가별 노동생산성을 기반
으로 한 생산성 보정지수를 적용하고, 이를 통하여 전체 공기
를 보정하는 영향인자로 추가적인 연구 및 검증이 필요한 사
항으로 본 연구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본 연구의 기준공기 산정 방법은 크
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단계별 정보의 양에 따라 7가
지 영향인자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WBS 및 기준공기를 보정
한다. WBS 및 기준공기의 보정은 on/off, 회귀식, 0.6승법을
이용한 용량보정(six-tenths factors), 비례식, 단순 일수 가
감, 보정지수에 의한 방법들이 시설특성 및 7가지 영향인자
에 따라 적용된다. 첫째, ‘시설선택’에서는 시설의 on/off 방
식에 의해 WBS가 조정된다. 둘째, ‘주요시설 처리능력’과 ‘시
설규모’에서는 회귀식, 0.6승법, 비례식에 의해 기준공기가
보정된다. 이 경우 시설특성에 따라 보정방법이 달리 적용되
며, 주요처리능력에 따라 시설규모와 공기가 변경되는 시설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경우 회귀식과 0.6승
법에 의해, 각 개별시설의 규모 변동에 따라 공기가 변경되는
시설(교통센터, 관제탑, 커브사이드 등)의 경우 0.6승법에 의
해, 주요시설의 규모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시설(활주로의 경우
항공등화시설/계기착륙 및 표지시설)의 경우 주요시설 공기
와의 비례식에 의해 공기가 보정된다. 셋째, ‘공구분할’과 ‘대
표물량’의 경우 0.6승법에 의해 기준공기가 보정된다. 마지막
으로, ‘착수시점’의 경우 단순 일수 가감에 의해, ‘생산성’의 경
우 생산성 보정지수를 곱하여 전체공기가 보정된다(Fig. 4).
추가적으로, 회귀식과 0.6승법에 의한 용량보정의 지수값의

초기 기획단계의 실적 및 경험자료 기반 공항사업 기준공기 산정체계

경우 실적자료가 지속적으로 쌓여 나가면, 보다 정교하고 신
뢰성 있는 보정값으로 발전되고, 결과적으로 예측의 정확성
이 높아질 수 있다.

3.3 기준 공기 산정 구성 요소
본 연구의 공항사업 기준 공기 산정을 위한 기본 요소는
1) 표준분류 DB (Standard Classification DB), 2) 실적 CPM
DB (Historical CPM DB), 3) 표준 CPM DB (Standard CPM
DB), 4) 프로젝트 CPM DB (Project CPM DB)와 같이 4가지
로 구성된다. 이상의 기본 구성요소를 토대로 기준공기 산정
방법을 요약하면, 표준분류에 의해 축적된 실적 공정자료에
의하여 구조화된 표준 CPM DB의 ‘기준공기 Template’을 기
반으로 하여 ‘7가지 영향인자의 단계적 적용’을 거쳐 해당 신
규 사업에 대한 CPM 공정표 초안이 생성되며, 또한, 생성된
신규사업에 대한 공정자료는 실적 CPM DB에 축적됨에 따라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에 의한 기준 공기 산정의 정확도를 높
이는 구조이다(Fig. 5).

Fig. 5. Standard scheduling method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공항사업 기준 공기 산정의 구성 요
소를 ‘실적자료 재구성 및 표준공정체계 구축’과 ‘기준공기
산정체계’와 같이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구축하였으며, 우
선, ‘실적자료 재구성 및 표준공정체계 구축’에서는, 공항사
업에 대한 표준분류(시설 및 공종분류)를 정의하고, 인천공항
의 14,307개의 실적 activity를 새롭게 정의된 표준분류에 맞
게 재가공하였다. 또한, 재가공된 실적 activity를 기반으로
유형화 및 clustering 작업을 거쳐 표준공정분류체계(35개 표
준 master, 111개 표준 facility, 그리고 442개 표준 activity)
를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4장 공
항사업의 표준공정체계’에서 기술한다. 다음으로, ‘기준공
기 산정체계’에서는 실적 공정자료(인천공항 1, 2, 3단계 사
업) 및 공항실무진의 경험자료를 기반으로 7가지 영향인자
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기준공기 보정의 기반이 되는 기준 공
기 template을 제시하였다. 이는 각각의 공항 시설물에 대
한 activity별 기준공기, 선·후행관계, 착수시점, 필수/선택

여부, 기준규모(면적, 길이 등), 기준 공구분할 수 및 1 공구
당 규모 등의 산정기준을 정의하여 구조화하였으며, 이와 관
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5장 공항사업의 기준공기 산정체
계’에서 기술한다.

4. 공항사업의 표준공정체계
본 장에서는 공항사업에 대한 표준분류체계를 정의하고,
실적 공정자료(인천공항 1, 2, 3단계 사업)를 새롭게 정의된
표준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였다. 또한, 재가공된 실적 공
정자료를 기반으로 유형화 및 clustering을 수행하여 표준 공
정체계를 구축하였다.

4.1 표준분류체계 정의
공항사업 초기 기획단계의 기준공기 산정 시스템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항사업 발주자 조직의 PMO 관
점에서 상세수준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서, PMO 관점의 공정표로서 가장 효율적인 상세도를 가지
는 공정패키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정패키
지 구성의 중심이 되는 시설분류체계(Physical Breakdown
Structure, PBS) 및 공종분류체계(Functional Breakdown
Structure, FBS)에 대한 공항공사의 현행 체계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현행 시설분류(PBS)는 3단계로 구
성되며 시설중분류(PBS02) 및 시설소분류(PBS03)의 경우 너
무 상세히 구분되어 초기 기획단계의 공정표 생성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공종분류(FBS)는 2단계
로 구성되며 공종항목분류(FBS02)의 경우 추가 또는 삭제하
여야 할 항목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시설분류(PBS)는 공사의 현행 시
설분류체계의 검토를 통해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워크샵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최종적으로 9개의 시설대
분류(PBS01), 46개의 시설중분류(PBS02), 그리고 111개의
시설소분류(PBS03)와 같이 정의되었다. 다음으로, 공종분
류(FBS) 역시 시설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행 공종분류의
검토를 통해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워크샵을 통해 지속적으
로 수정·보완되어 최종적으로 11개의 공종대분류(FBS01)와
140개의 공종항목분류(FBS02)와 같이 정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공정액티비티 분류체계
의 개선된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며, 공정분류번호(Activity
Numbering System, ANS)의 구조는 사업단계(예, 2: 2 단계
사업), 생애주기(C: 시공단계), 시설분류(340: 화물터미널),
시설일련번호(A: A동), 공종분류(A: 건축분야, 2: 골조공사),
그리고 일련번호의 총 10자리로 구성된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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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tructuring historical scheduling data by PBS and FBS

하나이다. 즉, 14,307개의 실적 activity(1단계: 3,766, 2단계:
4,832, 3단계: 5,709개)는 앞서 제시한 공정분류번호(ANS)
의 To-Be 구조로 재구성되어야 향후 프로젝트에서 효율적

Fig. 6. Standard numbering system for CPM activities

4.2 실적 공정자료 재구성
본 연구의 목표는 ‘실적 데이터 기반의 공기 산정 체계 구
축’이며, 따라서, 인천공항 1, 2, 3단계 사업의 실적 공정자료
는 기준공기 산정 체계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인 재활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한 시설분
류 및 공종분류에 맞게 기존 사업에 대한 실적 activity를 재
구성하였다. 실적 activity의 공정분류번호(ANS) 분석 결과,
activity 코드를 기반으로 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시설소분
류(PBS03) 및 공종항목분류(FBS02)의 추출은 불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4,307개 실적 activity 각각
에 대한 시설소분류(PBS03) 및 공종항목분류FBS02)를 직접
입력하여 RDB를 구축하였다(Fig. 7).

4.3 표준공정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항사업의 표준공정체계는 표준
master(Level 1), 표준 facility(Level 2), 그리고 표준 activity

Fig. 8. Clustering and restructuring activities for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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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andard WBS structure and relational database

(Level 3)의 3단계로 구성된다.
공항사업의 표준공정체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는 표준 activity 항목을 정의하였으며, 이는 재구성된 실
적 공정자료를 토대로 As-Is matrix를 작성하고, 유형화 및
clustering 작업을 통해 As-Is matrix를 수차례 수정·보완
하여 최종적인 표준 activity의 To-Be matrix를 작성하였다
(Fig. 8).
표준 activity 구축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
선, 재구성된 14,307개 실적 activity별 시설소분류(PBS03)
와 공종항목분류(FBS02)와의 기계적인 조합을 바탕으로 491
개의 표준 activity을 생성하여 As-Is matrix를 작성하였으
며, 이는 각각의 시설별로 공정항목의 배치가 매우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났다(Fig. 8의 A). 다음으로는, 불규칙한 형태의
As-Is matrix를 clustering할 목적으로 유사한 특성의 시설
물(예로써,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유형화 작
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111개의 시설물을 23개의 유형화 그
룹으로 분류하고, 같은 그룹의 시설물들의 activity들을 동일
하게 구축하여 443개의 activity를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화 작업 후의 activity matrix를 수차례 수정·보완(유형
화 그룹별 동일한 activity를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종
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To-Be matrix를 작성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442개 표준 activity를 정의하였다(Fig. 8의 B).
공항사업의 표준공정체계 구축을 위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표준 master 및 표준 facility를 정의하였으며, 이는 인천공항
1, 2, 3단계 사업의 기본공정표(Level 1)를 기반으로 35개의
표준 master 항목을, 앞서 정의된 시설소분류(PBS03)을 준
용하여 111개의 표준 facility 항목을 정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본 연구의 표준공정분류체계는
35개의 표준 master, 111개의 표준 facility, 그리고 442개의

표준 activity로 구성되며, 442개의 표준 activity에는 14,307
개의 실적 공정자료가 분개되어 있고, 표준 activity별 실적
공정자료는 기준공기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RDB를 구축하였다(Fig. 9).

5. 공항사업의 기준공기 산정체계
본 장에서는 7가지 영향인자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초기기
획단계에서의 공항사업 공기 산정의 기반이 되는 기준공기
template을 앞서 재구성된 실적자료 및 공항실무진의 경험자
료 분석을 토대로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기준 공기 template
을 제주신공항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5.1 기준공기 산정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는 공항사업 초기단계에서의 현장여건 및
WBS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규모(대형-여객수 3,000만,
중형-여객수 1,500만, 소형-여객수 500만)와 입지유형(육
상, 해상)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2가지 요소를 토대로 공항사
업의 유형을 소형-해상공항을 제외한 5가지 기본유형(대형해상, 대형-육상, 중형-해상, 중형-육상, 소형-육상)으로
정의하였고, 각각의 사업유형별로 기준공기 template을 작성
함으로써 기준공기 산정체계가 공항사업에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가지 사업유형별 기준공기 template은
인천공항 1, 2, 3단계 사업의 실적자료 및 경험자료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Fig. 10의 A).
첫째, 5가지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앞서 제시한 111개 표
준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유형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미사용시설(예로써, 육상공항의 방조제 등)을 제외하여 5가지
사업유형별 표준 시설물을 최적화하였다(Fig. 10의 A-①).
둘째, 최적화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각의 사업유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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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tandard schedule template and CPM schedule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시설(예로써, 활주로, 여객터미
널 등)과 사업특성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선택시설(예
로써, 탑승동, 지하차도 등)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해
당 사업 특성에 따라 포함될 필요가 없는 시설을 해제함으로
써 신규사업에 적합한 activity를 생성한다(Fig. 10의 A-②).
셋째, 5가지 사업유형별로 연간 총여객수, 연간 총화물톤
수, 활주로 수, 유도로 수 등의 기준 주요처리능력과 주요처
리능력에 따른 시설물 규모를 자동 산정하기 위한 산정식을
정의하였다(예로써, 연간 총여객수에 따른 여객터미널 면적
산정식 등). 이는, 주요 시설물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결정되
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적용되는 산정기준으로, 주요처리능
력(여객수, 화물량, 활주로 수 등)을 입력하게 되면, 주요 시
설물(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활주로 등)의 규모를 자동 산
정하고, template에 정의된 기준 규모와의 차이를 기반으로
해당 시설물의 기준공기가 보정된다(Fig. 10의 A-③).
넷째, 5가지 사업유형별로 시설규모(면적, 길이 등)를 정의
하였으며, 이는 회귀분석(여객터미널 면적, 화물터미널 면적
등), 실적자료 분석(예로써, 활주로 면적, 유도로 면적, 커브
사이드 길이 등), 그리고 실적자료에 경험을 더한 보정(예로
써, 정비고, 소방대시설, 기내식시설 등의 소규모 건축시설의
면적 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의하였다. 이는, 시설물의
규모가 일부 결정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산정기준으로, 결
정된 시설물의 규모(면적, 길이 등)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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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template에 정의된 기준 규모와의 차이를 기반으로
해당 시설물의 기준공기를 보정한다(Fig. 10의 A-④).
다섯째, 5가지 사업유형별로 주요 시설물(활주로, 유도로,
여객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 등)의 대표물량(예로써, 활주
로의 아스팔트 포장물량, 여객터미널의 철골물량)을 실적자
료 및 경험자료 분석을 통해 정의하였다. 이는 주요 시설물
에 대한 대표물량이 결정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산정기준으
로, 입력된 대표물량과 template에 정의된 대표물량과의 차
이를 기반으로 해당 activity의 기준 공기를 보정한다(Fig. 10
의 A-⑤).
여섯째, 5가지 사업유형별로 주요 토목시설 및 대규모 건
축시설을 대상으로 총공구수 및 1공구당 기준규모를 정의하
였다(예로써, 활주로의 경우 총공구수 2개, 1공구당 기준규모
는 112,500㎡). 즉, 이전 단계에서 자동 산정되거나 입력된 시
설규모에 정의된 1공구당 기준규모를 나눔으로써 공구분할
수가 자동 산정되고, 산정된 공구분할 수를 그래도 적용하거
나 혹은 이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 특성에 맞게 공구분할 수를
수정 입력함으로써 기준공기를 보정한다(Fig. 10의 A-⑥).
마지막으로, 5가지 사업유형별로 400여개 activity에 대
한 기준공기, 선·후행관계 및 lead/lag time을 정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구성된 실적자료를 토대로 activity별 실적
공기 등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실
무진의 경험을 더하여 정의하였다. 참고로, Fig. 10의 B는

초기 기획단계의 실적 및 경험자료 기반 공항사업 기준공기 산정체계

template에 정의된 기준공기, 선·후행관계 및 Lead/Lag
Time에 의해 생성된 CPM 공정표의 일부이다. 이와 더불어,
시설별 선·후행관계 역시 정의하였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SS(Start-to-Start)의 lag time(+day)으로 정의되어, 주요
시설의 착수시점으로 활용된다. 즉, template에 정의된 주요
시설(CP시설: 공항부지조성, 여객터미널 등)의 기준 착수시
점을 참조하여 해당 사업특성에 맞게 착수시점을 변경함으로
써 전체 사업의 공기를 조정한다(Fig. 10의 A-⑦).

5.2 기준공기 산정체계 적용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제주신공항을 대상으로 공항사업 기준 공기
산정체계에 대한 적용 및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사업 개요 및
입력 정보는 언론보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
토 연구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Table 3).
제주신공항의 수집된 개략적인 정보만을 토대로 기준공기
산정체계를 적용하였으며, 1) 중형-육상공항 template 선정,
2) 미포함시설(귀빈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 공항관리청사
등) 해제, 3) 주요처리능력 (국제 여객수: 561만명, 국내
Table 3. Outline of Case Project

Input
Data

Category

Contents

Project Period

approximately 84months
(Construction Start date : 2018,
Opening Date : 2025)

Airport Site Size

5,000,000 m2

Annual Passengers

25 Million
(Domestic : 20 Million,
International : 5 Million)

Runways

1 EA

Passengers Terminal

162,400m2

Cargo Terminal

10,000m2

여객수: 2,000만명, 활주로: 1본) 입력, 4) 시설 규모(공항부
지면적: 500만m2, 여객터미널 면적: 162,400m2, 화물터미
널 면적: 10,000m2) 입력과 같이 4단계 적용을 통해 CPM 공
정표 초안을 생성하였다. 생성 결과, 전체 사업 기간(설계는
fast track 적용)은 약 76개월 (2018.01.01.~2024.05.18.)로
제주신공항 목표 개항일 (2025년)에 비해 약 8개월 정도 단축
된 결과로 나타났다((Fig. 11).
이러한 단축 결과는 인허가 기간, 부지 보상 기간 등의 요
인들이 기준 공기 산정 체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조사
된 목표 개항일이 추정 기간임을 고려한다면 약 76개월의 사
업기간은 정보가 매우 제한된 초기 기획 단계에서의 CPM 공
정표 초안으로써 적정성 있는 결과라 판단되며, 구체적인 시
설규모나 주요 작업물량 파악이 가능할 경우 주어진 상세정
보에 의한 더 많은 보정이 이루어져 보다 조건에 맞는 공정표
초안 작성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산정체계에 의한 공정표는 초안으
로서의 의미를 갖으며, 즉,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 경험이 적
은 기술자가 빠른 시간 내에 신규 공항사업의 CPM 공정표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그룹에서는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보다 높은 신뢰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한 검토 및 수정 작업
이 이루어짐에 따라 activity 및 공기를 작성하는데 요구되는
전문가 그룹의 투입 노력 및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어 비용 절
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실적자료가 지속적으로 쌓
여 나가면, 보다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표준화된 기준자료로
발전되고,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이 높
아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향후 전문가 그룹의 투입 노력
및 시간은 보다 최소화될 것이라 판단된다.

Fig. 11. CPM schedule for Cas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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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기획초기 공기산정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계에 대한 정
보가 없는 상태에서 숙련된 전문가의 경험에 의하여 작성되
어,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
이 필요할 때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충분치 않은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 쉽고
빠르게 공항사업의 공기를 산정할 수 있는 실적 및 경험자료
기반의 공항사업 기준공기 산정 체계를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 고찰 내용을 토대로 공항사업을 대상으
로 한 기준공기 산정 영향인자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영향
인자를 고려한 기준공기 산정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
음으로, 공항사업에 대한 표준분류체계를 정의하고, 실적 공
정자료를 새롭게 정의된 표준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였으
며, 재가공된 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유형화 및 clustering 작
업을 수행하여 표준 activity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표준
activity를 바탕으로 5가지 사업유형별 기준공기 template(기
준공기, 선후행관계, 대표변수 등의 산정기준 정의)을 실적
및 경험자료를 분석하여 정의하였으며, 제시된 기준공기 산
정체계를 사례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초안으로서의 의미를 갖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정체계는 공항사업에 대한 실적 및
경험 자료를 구조화함으로써 경험이 많지 않은 기술자라도
사업초기 기획단계의 제한된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약 400여개의 activity 생성 및 공기 보정이 자동으로 이
루어져 업무부담의 최소화가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activity
가 CPM 네크워크 형식으로 자동 생성됨에 따라 조건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What-if Simulation)이 가능하다는 것
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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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사업초기 단계의 공정업무는 숙련된 전문 인력들의 경험에 의해 비정형화된 자료를 위주로 수행됨에 따라 정확도 높은 계획
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의 공정/원가 기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적자료를 재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실적자료의 구조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많은 경험과 지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항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초기 기획단
계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기술자도 쉽게 CPM 공정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실적자료 데이터 기반의 기준공기 산정 방법론 및 체
계를 제시하였으며, 사례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공정표 초안으로서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시한 기준공기 산정 방법론
및 산정체계는 실적 및 경험자료를 구조화함으로써 초기단계의 제한된 정보만으로도 CPM activity 및 공기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기획단계의 CPM 공정표로서의 신뢰성 및 정확성 향상은 물론 업무부담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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