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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tudy of rapid construction technology is actively underway that necessity of rapid 

construction was increased. Actually New rapid construction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that 

is difficult to apply to construction site. Because analysis is insufficient for overall rapid 

construction hindering factors. Therefore survey was conducted for rapid construction hindering 

factors of actual construction site.

요  약

최근 공기단축에 한 필요성이 증 되고 있음에 따라 공기단축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새로운 공기단축기술이 개발되어도 실제로 장에 용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총체

인 공기단축 해요인에 한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공사 장의 공기단축을 한 

해요인을 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 서 론

공기단축기술의 지속 인 개발에도 불구하고 실질 으로 개발된 기술의 용을 통한 공기단축이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기술개발 장에서 요소기술 주의 기술개발이 주를 이루고 총체 인 공기

단축 해요인의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실무에서 겪는 실질 인 공기단축 애로사항을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악하고, 주요 공종별로 원인과 요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2. 설문조사  설문문항 분석

2.1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설문지는 설문응답자 인 사항과 공기단축기술 용의 애로사항, 공기단축기술의 효과와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공종별 공기지연의 주요 원인에 한 3개의 세부주제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의 

요도는 설문답변 5가지 척도  낮음은 1, 높음은 5로 하여 평균을 내어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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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M사 등에 근무하는 소장  이상 6인의 개인 인터뷰형식 설문조사를 통해 공기단축 기술

의 문제 을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체 인 설문항목을 추출하여 건설기술자 122명을 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설문응답자 부분은 15년 내외 경력의 40  형건설사 소장 이었고, 2008년 6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조사를 실시하 다.

 

그림 3 설문지

2.2 설문조사 주요결과 요약

공기단축을 하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효과

와 경제성에 한 확신을 갖는 데에 요한 정도

를 설문한 내용으로 4개의 분류 하에 총 14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 다. 분류 에서는 경제성 

설득이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성 5개 

문항 에서 기술의 목표달성  정량  정도가 

가장 요하고 용사례가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

났다.

건설공사에서 공기를 단축하고자 할 때 실무에

서 겪는 애로사항을 설문한 내용은 총 15개의 설

문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결과 15개 항목  

공기단축을 하여 해결해야할 요소의 우선순 로 

민원발생에 한 우려, 최 가 낙찰제도, 설계 단

계시 공사기간에 한 고려미흡, 연차별 산 리

방식, 하도 업체의 기술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 공사에서 공기지연의 주요원인에 한 설문조사로 자재, 노무, 장비, 공법 등 17개 분류 하

에 총 70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결과, 공기지연은 공법보다는 발주자, 청과의 계에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공자의 입장에서 주요 공정별 공기단축 애로사항  공기지연의 주요원인을 도출

하기 하여 실무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결과로 공기단축이 실무에 용되기 

해서 민원 련 법 제도정비와 공기단축에 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신기술 용에 한 

요도면에서는 경제성에 한 설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기지연의 주원인으로 공법보다 발주자, 

청과의 계가 지배 이므로 이에 한 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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