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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CM (Construction Management) 제도는 건설 사업

의 대형화, 복잡화에 따른 건설 사업 수행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후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

선이 이루어져 왔고 가치 향상, 비용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중요한 건설 사업 관리 기법으로 자리매

김하였다(Ryu et al., 2020). 

지난 25년간 국내 CM 시장은 용역형 CM 방식을 중심으

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국내 건설 시장의 발주 방식 다양

화, 생산 체계 효율화 등을 위하여 책임형 CM 방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관련하여, 2011년 건설산업기본

법에 시공책임형 CM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7년부터 시공

책임형 CM을 시범 도입 운영하고 있다.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하면, CM사는 발주자를 위하여 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용역형 CM사는 수수료(Fee)를 받고 이와 관련된 서비

스만 제공하는 반면, 책임형 CM사는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

비 상한액(Guaranteed Maximum Price; GMP) 내에서 시공

까지 수행하게 된다. 

책임형 CM 방식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책임형 CM 시

장 규모는 2009년 894억 달러에서 2018년 1,430억 달러

로 약 37.5% 성장하였고, 미국 건설 시장 전체의 약 11%를 

점유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Ryu et al., 2020). 국내 책임

형 CM 시장의 경우도 2014년 1,373억 원에서 2018년에는 

3,151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공 분야의 시공책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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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책임형 CM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용역형 

CM(이하 Agency CM, ACM)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기존의 

설계사들과 CM사들도 책임형 CM(이하 CM at Risk, CMR)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시공 부문을 도입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들이 역량을 갖추고 

CMR 시장에 참여한다면, 회사 간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

기 위해서 경쟁할 것이고, 이는 국내 CMR 분야의 성장과 국

제 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사업 관리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

하우를 가지고 있는 ACM사들이 CMR 시장에 진입할 여건

이 만들어졌다는 가정 하에, 이들이 CMR 프로젝트를 수행

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역량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1.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ACM사가 CMR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역량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1) 문헌 조사 수행

국회도서관 및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등 학술 정보 플랫

폼의 자료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용역형 CM, 책임형 CM, 시

공책임형 CM, CM at Risk, 역량 등으로 검색된 문헌 중 27

건의 관련 문헌을 추출하였다.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CMR 

프로젝트에서 수행되는 주요 업무 및 역량을 파악하였다.  

(2) 설문지 작성

도출된 역량별로, CMR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의 크기와 ACM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

다고 생각하는 역량의 크기를 묻는 질문을 작성하였고, 질문

에 대한 답변은 1부터 5까지 5개의 척도로 구성된 리커트 형

태 척도(Likert Type Scale)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3) 설문 조사 수행

CMR 프로젝트의 발주 경험이 있거나 발주할 만한 공공 

및 민간 발주처 직원과 CMR 프로젝트의 수행 경험이 있거

나 수행할 만한 ACM사 직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각각 수행

하였다.

(4)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전체 설문 응답자의 역량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해 ACM

사가 CMR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역량

을 도출하였다. 먼저 각각의 역량에 대한 프로젝트 관련 이

해 당사자1)들의 요구 수준과 이들이 평가하는 ACM사의 보

유 수준을 분석하였다. ACM사가 보완해야 할 역량은 CMR 

사업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역량 수준과 현재 ACM사 보유

하고 있는 역량 수준의 차이로 계산되었다. 또한, 도출된 역

량의 효과적인 보완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

산분석을 수행하여 프로젝트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간 그리

고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역량에 대

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5) 결론 및 시사점 도출

설문 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본 연구의 기여점과 한계점을 논의한 후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선행 연구의 동향 및 한계

국회도서관 및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등 학술 정보 플랫

폼의 자료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용역형 CM, 책임형 CM, 시

공책임형 CM, CM at Risk, 역량 등으로 검색된 문헌 중 27

건의 관련 문헌을 추출하였다. 이중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

하게 관련된 7건의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선행 연구의 동향

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2.1 선행 연구의 동향 

김중곤 외(2009)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

여 CMR 도입에 따른 업체 인식도를 파악하고 건설업체의 

내·외부 환경을 파악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자 면담을 통해 대응 

방안 제시를 위한 영향 인자를 도출하였고 설문 조사를 통

한 중요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하여 CMR 방

식 도입에 따른 건설업체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광호

(2009)는 CMR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CM 제도 기본 정책 방향과 CMR 제

도화에 따른 입법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후 주요 대

형 건설사의 CM 관련 대비 현황을 조사하고 최근 민간 공

사를 중심으로 수행된 주요 프로젝트의 수행 실적과 성과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문을 통하여 대형 건

설사들의 CMR 수행을 위한 핵심 기능별 역량 평가를 하였

다. 마지막으로 대형 건설사의 성공적인 CMR 프로젝트 수

행을 위해 각 업무 기능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설

정하였다. 유승규 외(2009)는 국내·외 관련 연구 문헌의 조

사 및 분석을 통해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대형 건설

회사의 CM 경험과 지식수준 그리고 세부 업무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의 도출 및 결정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후 선

정된 CM 역량 평가 항목으로 대형 건설회사의 CMR 역량

을 평가한 후, 건설회사의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

식수준의 분석, 세부 업무의 중요도 및 현재와 미래 요구 역
1)  발주자, CM사, 설계자, 시공자 등 여러 참여 주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발주자와 ACM사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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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할 세부 업무

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건

설회사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고 미래 요구되는 CM 역량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변일우 

외(2012)는 국내·외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시공 이전 단계

의 업무 및 Preconstruction Service (이하 Pre-con)와 관련

된 연구 경향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공 이전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Pre-con

의 주요 수행 업무 및 세부 업무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을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Pre-con 수행 업무 및 역량 평

가 항목으로 설문을 통하여 실제 건설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시공 이전 단계의 업무 요소 및 Pre-con 업무 요소 중 중요 

업무를 도출하고 현재 각 사의 역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

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건설사가 국제적인 

Pre-con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업무 요소를 규명하고 이 업

무 수행을 위해 보완해야 할 역량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박상혁(2014)은 실제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다양한 

목적지향의 CMR 사례를 대상으로 CMR이 성장하지 못하

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CMR 사업을 추진

하는 국내 건설기업이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CMR 사업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CM 전문 기업

이 수행한 6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CMR 사업을 수행하면

서 경험했던 문제들을 정리하여 국내에서 CMR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직면해 있는 도전 과제를 제안하였다. 김한수(2016)

는 제대로 된 CM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사에서 준

비할 세 가지로 프리콘 역량, 협업 문화, CMR사의 마인드와 

태도를 제시하였으며 이 세 가지는 CMR이라는 새로운 경향

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이며 향후 CMR의 정착과 확

산을 위한 기본 동력이라 주장하였다. 류한국 외(2020)는 건

설사의 CMR 수행을 위한 ‘자가 역량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역량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건설사의 CMR 수행 역량 향상

을 도모하였다. 선행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 참고한 관련 문

헌들은 위의 <Table 1>과 같다.

2.2 선행 연구의 한계

앞 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그 연구 대상이 건설사에 국

한된 것으로서, CMR 방식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대응 방안 

또는 대응 전략,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건설사의 역량 

분석 또는 역량 평가, 건설사의 Pre-con 역량 분석 등 건설

사의 역량 분석 또는 역량 평가나 건설사의 대응 방안 또는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ACM사

의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 분석 또는 역량 평가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해관계나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를 다룬 정량적인 

연구 또한 찾을 수 없었다. 이는 CMR 방식이 기존의 ACM 

방식과 같은 프로젝트 관리 방식(Project Management 

Method)이 아닌 프로젝트 발주 방식(Project Delivery 

Method)의 하나라는 인식과 CMR사가 분담해야 하는 위험

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되는 대형 건설사의 비즈니스 영역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

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

해, ACM사가 CMR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역량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도출된 역량의 효과적인 보완

을 위하여 프로젝트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간 그리고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3.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 도출

3.1 문헌 조사 개요

국회도서관 및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등 학술 정보 플랫

폼의 자료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용역형 CM, 책임형 CM, 시

공책임형 CM, CM at Risk, 역량 등으로 검색된 문헌 중 27

건의 관련 문헌을 추출하였다. 관련 문헌은 학위논문(6건), 

학술 및 학회지 논문(19건), 기타 자료(2건) 등으로서 이의 

분석을 통해 CMR 프로젝트에서 수행되는 주요 업무를 먼저 

파악하였다. 파악된 주요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으로 

도출하였다. 역량 도출을 위해 참고한 관련 문헌들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Table 1. Previous studies about CMR

Author

(Year of issue)
Relevant literature

Kim et al.

(2009)

Response measures of construction compani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CM at Risk method.

Ahn et al.

(2009)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the change CM at Risk.

Yoo et al.

(2009)

An Analysis of Capability of CM at Risk in Major Construction 

Company.

Byun et al.

(2012)

An Analysis of Core Competence of Pre-construction Service 

of the Making Inroads into Oversea Construction Market(for 

the Entry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Business).

Park et al.

(2014)

Cases and Challenges of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CMAR).

Kim et al.

(2016)
Is the construction industry ready for ‘CM at Risk’?

Ryu et al.

(2020)
Evaluation of Capability for Practicing CM at Risk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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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evant literature to derive the CMR competency

Author

(Year of issue)
Relevant literature

Chun et al.

(2008)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CM service provide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M at Risk.

Kim et al.

(2009)

Response measures of construction compani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CM at Risk method.

Ahn et al.

(2009)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the change CM at Risk.

Yoo et al.

(2009)

An Analysis of Capability of CM at Risk in Major Construction 

Company.

Byun et al.

(2012)

An Analysis of Core Competence of Pre-construction Service 

of the Making Inroads into Oversea Construction Market(for 

the Entry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Business).

Ahn et al.

(2013)

CM at Risk (CM at Risk) delivery method in US public 

architecture.

Park et al.

(2014)

Cases and Challenges of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CMAR).

Lee et al.

(2015)

A Study on the Analysis of main Barriers for the Activation of 

CM at Risk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Kim et al.

(2016)
Is the construction industry ready for ‘CM at Risk’?

Park et al.

(2016)
Proposal for the CM at Risk pilot project.

Ahn et al.

(2016)

Application of Preconstruction Service in CM at Risk delivery 

method.

Lee et al.

(2016)

A Benchmarking study on Pre-construction Estimating 

Services of Overseas Construction Companies for the CM at 

Risk Firm's competitiveness.

Park et al.

(2016)

Improvement through Analysis of Current Open Book Policy 

for the Korean CM at Risk.

Ahn et al.

(2016)
Role of Design Company for CM at Risk Delivery Method.

Koo et al. 

(2017)

Risk Factor Assessment for Guaranteed Maximum Price 

Contract in CM at Risk.

Kim et al.

(2017)

Activities of CM at Risk Based on the performing experience 

of Posco A&C.

Kim

(2017)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CM at Risk.

Ahn

(2017)

Contractor’s Roles of 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Delive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Lee et al.

(2017)
Strategies for Successful Establishment of CM at Risk.

Lee(2017)

Benchmarking of Foreign General Cotractor's Pre-

construction Services for a CM at risk Project to Improve 

Contractor's Competitiveness.

Lee et al.

(2017)

Benchmarking of US General Contractor's Pre-construction 

Services for a CM at Risk Project to Improve Contractor's 

Competitiveness.

Koh

(2017)
The role of architects in CM at Risk (CM at Risk) projects.

Han

(2017)

Construction Industry Innovation and Pre-Con Service of GS 

E&C.

Son

(2018)

Importance Analysis of Obstacle Factors on the CM at Risk 

Projects using AHP Method.

Han et al.

(2018)

Major Risk Factors to Implement CM at Risk Pilot Project on 

the Public Sector.

Han

(2019)
Risk factors to Implement CM at risk Projects.

Ryu et al.

(2020)
Evaluation of Capability for Practicing CM at Risk in Korea.

3.2 문헌 조사 결과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 

총 459개(중복 포함)를 도출하였다. 설문 편의상, 459개의 

역량을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21개 역량으로 

도출하였다. 21개의 역량은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였고 지면 

관계상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 추진’과 ‘협력업체 통합 관리’ 

역량에 대해서만 관련 문헌 및 내용을 정리하였다. 

1)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 추진

건설 현장에서 사망이나 구조물 붕괴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해 건설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

게 되므로 안전관리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에 따른 안전 교육 훈련, 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 활

동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류한국 외

(2020)는 ‘CMR 자가 역량 평가 모델의 역량 평가 항목’을 설

정함에 있어, 안전관리 계획 검토, 안전관리 규정 수립, 위험 

예방 계획 검토 등을 설정하여 해당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당 역량

들은 아래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Competency #1 to carrry out the CMR projects: 

Promotion of safe construction 

Reference Relevant literature Relevant competency

Ryu et al.

(2020)

Evaluation of Capability for 

Practicing CM at Risk in Korea.

Review of safety 

management plan

Establishment of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eview of risk prevention 

plan 

Son

(2018)

Importance Analysis of Obstacle 

Factors on the CM at Risk 

Projects using AHP Method.

Review of safety issues

Yoo et al.

(2009)

An Analysis of Capability of CM 

at Risk in Major Construction 

Company.

Preparation and review of 

safety management plan

Lee et al.

(2017)

Strategies for Successful 

Establishment of CM at Risk.

Establishment of safety 

management plan

2) 금융 조달 및 보증

3) 기성 계획 및 집행

4) 다양한 기법과 도구의 활용

5) 리스크 예측 및 관리

6) 발주자 의사 결정 및 업무 지원

7) 사업비 관리

8) 사업비 산정 및 검토

9) 사업 시행으로 인한 위해 방지

10) 설계 기준 및 시공성 검토

11) 설계의 경제성 검토

12) 시공 노하우 및 시공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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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구 품질 확보 및 개선

14) 우수 협력업체 선정 및 조달

15) 유사 프로젝트 및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

16) 일정 및 진도 관리

17) 조직의 구성 및 전문성

18) 참여자들 간의 협의 및 조정

19) 책임자의 리더십

20) 클레임 분석 및 관리

21) 협력업체 통합 관리

건설 현장에서 실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협력업체

이며 이의 성과는 CMR사의 성과와 직결되므로 협력업체 통

합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김선식 외(2017)는 사

업자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한가지로 회사의 규모

와 네임벨류 보다는 사업을 진행할 회사의 하도급업체 통합 

관리 경험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당 역량들은 아래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Competency #21 to carry out the CMR project: 

Integrated Management of Subcontractors

Reference Relevant literature
Relevant 

competency

Kim et al.

(2017)

Activities of CM at Risk Based on the 

performing experience of a CMR 

company 

Experience 

in integrated 

management of 

subcontractors

Ryu et al.

(2020)

Evaluation of Capability for Practicing 

CM at Risk in Korea.

Subcontractor

management

Park et al.

(2014)

Cases and Challenges of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CMAR).

Subcontractor 

management

Son

(2018)

Importance Analysis of Obstacle 

Factors on the CM at Risk Projects 

using AHP Method.

Subcontractor 

management

Ahn et al.

(2013)

CM at Risk (CM at Risk) delivery 

method in US public architecture.

Subcontractor 

management

Lee et al.

(2017)

Strategies for Successful Establishment 

of CM at Risk.

Establishment 

of subcontract 

management plan

Lee(2017)

Benchmarking of Foreign General 

Cotractor's Pre-construction Services 

for a CM at risk Project to Improve 

Contractor's Competitiveness.

Subcontractor 

management

4.  ACM사의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 도출

4.1 설문 조사 개요

3장에서 도출한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들을 토

대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약 한 달간 수행하였으며, CMR 프로젝트의 발주 경험이 있

거나 발주할 만한 공공 및 민간 발주처 직원과 CMR 프로젝

트의 수행 경험이 있거나 수행할 만한 ACM사 직원을 대상

으로 동시에 각각 수행하였다. 발주처 직원 57명과 ACM사 

직원 56명에게 설문 링크를 전송, 설문 조사 플랫폼에서 설

문을 진행하였고, 발주처 직원 37명과 ACM사 직원 36명이 

응답하였으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응답이 부적합한 설문

서 5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활용된 설문

서는 발주처 직원용 35부와 ACM사 직원용 33부, 총 68부로

서 60.17%의 유효 회신율을 보였다.

4.2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전체 설문 응답자의 역량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해 ACM

사가 CMR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역량

Table 5. Survey result from all survey respondents

NOC Competency
LOD

(a)

LOH

(b)

LOC

(c=a-b)

Note

(d=b/a)

1
Promotion of safe construction in 

construction work
4.59 3.57 1.02 0.78

2 Financial procurement and surety 4.38 2.91  1.47  0.66

3
Plan and execution of progress 

payment
4.40 3.76  0.64  0.85

4 Use of various techniques and tools 4.51 3.22  1.29  0.71

5 Risk prediction and management 4.43 3.06  1.37  0.69

6
Owner decision making and business 

support
4.53 3.50  1.03  0.77

7 Project cost management 4.53 3.26  1.27  0.72

8 Project cost estimation and review 4.57 3.21  1.36  0.70

9
Prevention of environmental harm 

caused by business implementation
4.37 3.37  1.00  0.77

10
Design criteria and constructability 

review
4.63 3.69  0.94  0.80

11
Review of design's economical 

efficiency
4.44 3.54  0.90  0.80

12
Construction know-how and 

construction competency
4.65 3.82  0.83 0.82

13
Securing and improving the required 

quality
4.47 3.72  0.75  0.83

14
Selection and procurement of excellent 

suppliers
4.44 2.96  1.48  0.67

15
Experience in performing similar 

projects and CMR projects
4.46 3.37  1.09  0.76

16 Schedule and progress management 4.51 3.60  0.91  0.80

17
Organizational composition and 

professionalism
4.63 3.53  1.10  0.76

18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among 

participants
4.47 3.63  0.84  0.81

19 Responsible person’s leadership 4.65 3.43  1.22  0.74

20 Claims analysis and management 4.47 3.13  1.34  0.70

21 Integrated management of suppliers 4.47 3.13  1.34  0.70

 - NOC : Number Of Competency

 - LOD : Level Of Demand

 - LOH : Level Of Hold

 - LOC : Level Of Co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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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역량의 효과적인 보완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하여 프로젝트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간 그리고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4.2.1 전체 설문 응답자의 역량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의 보완 수준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인식을 파악한 결과, 위의 <Table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수 협력업체 선정 및 조달(평균: 1.48), 금융 조달 및 

보증(평균: 1.47), 리스크 예측 및 관리(평균: 1.37), 사업비 산

정 및 검토(평균: 1.36), 클레임 분석 및 관리(평균: 1.34) 역

량 등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역량으로 인식하였다.

4.2.2 프로젝트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간 역량에 대한 

인식과 인식 차이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의 보완 수준에 대한 프

로젝트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이하 발주자 집단과 ACM사 

집단)의 인식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Fig. 1>과 같

았다.

발주자 집단은 금융 조달 및 보증 역량 등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역량으로 인식하였고 ACM사 집단은 우수 협력

업체 선정 및 조달 역량 등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역량

으로 인식하였다.

기존 문헌에서는 CM 제도 안에서 프로젝트 이해당사자

인 발주자, CMr, 설계자, 시공자의 관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는데(Ahn et al., 2008) 프로젝트 이해관계에 따른 인식

차이의 정량적인 분석은 발주자 니즈(Needs)를 인지하여 정

확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프로

젝트 이해관계에 따라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

로 가정하고 유의 수준 0.1 기준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

하여 발주자 집단과 ACM사 집단 간 역량의 보완 수준에 대

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1개의 역량 중 아래의

<Table 6>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기성 계획 및 집행 역량과 유

사 프로젝트 및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 2개의 역량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Table 6. Student’s t-test result                                                       (N=68)

Competency Group

Level of

complementation t(p)

N M SD

  Plan and execution of progress

  payment

Owner 35 0.89 1.157
1.755(0.084)

ACMr 33 0.36 1.295

  Experience in performing similar     

  projects and CMR projects

Owner 35 0.83 1.098
-1.842(0.070)

ACMr 33 1.36 1.295

기성 계획 및 집행 역량의 경우, t=1.755, p=0.084로 유의

수준 0.1 기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주자 집단이 ACM사 집단보다 해

당 역량의 보완 수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사 프로젝트 및 CMR 프로젝트 수행 경

험의 경우, t=-1.842, p=0.070으로 유의수준 0.1 기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발주자 집단보다 ACM사 집단이 해당 역량의 보완 수

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2.3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역

량에 대한 인식과 인식 차이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의 보완 수준에 대한 

CMR 수행 경험이 있는 발주자 집단(이하 유경험 발주자 집

단)과 없는 발주자 집단(이하 무경험 발주자 집단) 그리고 

CMR 수행 경험이 있는 ACM사 집단(이하 유경험 ACM사 

집단)과 없는 ACM사 집단(이하 무경험 ACM사 집단), 총 4

개 집단의 인식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Fig. 2>와 

같았다.
Fig. 1. Perception level of complementation by stakeholder

Fig. 2. Perception level of complementation by stakeholder and 

CM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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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험 발주자 집단은 클레임 분석 및 관리 역량 등을 우

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역량으로 인식하였고 무경험 발주자 

집단은 금융 조달 및 보증 역량 등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역량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유경험 ACM사 집단은 우

수 협력업체 선정 및 조달 역량 등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역량으로 인식하였고 무경험 ACM사 집단은 시공 노하우 

및 시공 역량 등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역량으로 인식

하였다.

기존 문헌에서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 유무에 따라 인식

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MOLIT, 2016) CMR 프로젝

트 수행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의 정량적인 분석은 발

주자 조건(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 유무)에 따른 유연한 보

완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CMR 프로젝

트 수행 경험 유무에 따라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으로 가정하고 유의수준 0.1 기준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하여 4개 집단 간 역량의 보완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1개의 역량 중 아래의<Table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유사 프로젝트 및 CMR 프로젝트 수행 경

험과 발주자 의사결정 및 업무 지원 역량 등 2개의 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Table 7. One-way ANOVA result                                                   (N=68)

Competency Group
Level of complementation

n M SD F p

Experience in 

performing similar 

projects and CMR 

projects

Experience 

Owner
17 0.71 0.920

3.190 0.029

Experience 

ACMr
13 0.77 1.235

Inexperience 

Owner
18 0.94 1.259

Inexperience 

ACMr
20 1.75 1.209

Owner decision 

making and 

business support

Experience 

Owner
17 1.06 1.249

2.441 0.072

Experience 

ACMr
13 0.31 0.855

Inexperience 

Owner
18 1.33 1.188

Inexperience 

ACMr
20 1.20 1.056

위 2개의 역량에 대해서 적어도 2개 집단 간에는 보완 수

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후검정

(Post-hoc)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8>과 같

았다.

사후검정(Post-hoc) 수행 결과, 유사 프로젝트 및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의 경우, 유경험 발주자 집단은 평균 

0.71점, 무경험 ACM사 집단은 평균 1.75점으로 무경험 ACM

사 집단이 유경험 발주자 집단보다 해당 역량의 보완 수준

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주자 의사결정 및 업무 지원 역량의 경우, 유경험 ACM사 

집단은 평균 0.31점, 무경험 발주자 집단은 평균 1.33점으로 

무경험 발주자 집단이 유경험 ACM사 집단보다 해당 역량의 

보완 수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5. 결론

5.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사업 관리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

하우를 가지고 있는 ACM사들이 CMR 시장에 진입할 여건

이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이들이 CMR 프로젝트를 수행하

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역량을 도출하였다. 문헌 조사를 통

해 CMR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역량들을 도출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각각의 역량에 대한 프로

젝트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 수준과 이들이 평가하는 

ACM사의 보유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후 요구 수준과 보유 

수준의 차이를 통하여 향후 ACM사가 보완해야 할 역량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도출된 역량의 효과적인 보완을 위하여 

프로젝트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간 그리고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설문 응답자의 보완 수준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설문 응답자들은 ACM사의 CMR 프로젝트 수

행을 위한 역량의 보완 수준과 관련하여, 우수 협력업체 선

정 및 조달, 금융 조달 및 보증, 리스크 예측 및 관리, 사업비 

산정 및 검토, 클레임 분석 및 관리 역량 등을 우선적으로 보

완해야 할 역량으로 인식하였다.

Table 8. Post-hoc results (same group)

Competency Group  N
Subset for alpha=0.1

1 2

Experience in 

performing

similar projects and 

CMR projects

 Experience Owner  17 0.71

 Experience ACMr  13 0.77 0.77

 Inexperience Owner  18 0.94 0.94

 Inexperience ACMr  20 1.75

 sig. 0.950 0.128

Owner decision 

making

and business support

 Experience ACMr  13 0.31

 Experience Owner  17 1.06 1.06

 Inexperience ACMr  20 1.20 1.20

 Inexperience Owner  18 1.33

 sig. 0.15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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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형 CM사가 책임형 CM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우수 협력업체 선정 및 조달 역량은 CMR 프로젝트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CMR사의 경쟁력

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ACM과 CMR의 주요한 차이 중 하나

는 시공 주체가 다르다는 것인데 이 시공 주체의 시공 능력

은 우수 협력업체 선정 및 조달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향

후 ACM사는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금융 조달 및 보증 역량에 대해서는, 최근 건설 사업의 규

모가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CMR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 

조달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사업의 실패에 대하여 

CMR사에 광범위한 보증을 요구한다. CMR 프로젝트에서는 

금융 조달 및 보증과 관련된 리스크의 크기가 현저히 증가

하기 때문에, ACM사는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하다. 

리스크 예측 및 클레임 분석, 관리 역량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불확실하고 광범위해지는 리스크와 클레임을 사전

에 철저하게 예측,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최

근 건설업의 리스크와 클레임이 예전과는 다르게 매우 다양

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에 막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로 부각되면서 발주자는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나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설문 응답자들은 리스크와 클레임 비전문가인 

ACM사의 해당 역량을 부족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비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비용 분쟁으로 인한 공

기 지연, 소송 등과 관련되며 사업비 산정을 통해 사업 수행

(시공)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업비 산정 및 검

토 역량은 CMR 프로젝트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

는 부분이다. 그러나 설문 응답자들은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ACM사가 해당 역량을 충분히 보유했

다고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프로젝트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간 보완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독립표본 T검정 수행 결과)

프로젝트 이해관계에 따라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여 발주자 집단

과 ACM사 집단 간 역량의 보완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기성 계획 및 집행 역량과 유사 프로젝트 

및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 2개의 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기성 계획 및 집행 역량의 경우, 발주자 집단이 ACM사 집

단보다 해당 역량의 보완 수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성 계획 및 집행 역량은 전체 공

사에 대한 기성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성금에 대한 실적 

검토 및 조정을 통하여 수금, 집행하는 역량이며 사업비 관

리의 일부로서 Open Book Policy 유지, Profit Share 협상 

준비 등에 따른 정산 내역 관련 작업, 현장 지원 및 본사 지

원 등 기존 ACM 방식에 비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

러나 발주자 집단은 ACM사가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다고는 하나 해당 역량에 대해서 아직은 부족하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 프로젝트 및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의 경우, 발주

자 집단보다 ACM사 집단이 해당 역량의 보완 수준에 대한 인

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ACM사가 오

랜 기간 ACM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고 그 분야에서 많은 경험

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ACM사 집단은 CMR 프로젝트를 

ACM 프로젝트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보완 수준

에 대한 인식 차이(일원배치 분산분석 수행 결과)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 유무에 따라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하

여 4개 집단 간 역량의 보완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유사 프로젝트 및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

과 발주자 의사 결정 및 업무 지원 역량 등 2개의 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유사 프로젝트 및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의 경우, 무경

험 ACM사 집단이 유경험 발주자 집단보다 해당 역량의 보

완 수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경험 ACM사 집단은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없는 집

단이므로 해당 역량의 보완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되며, 해당 역량의 보유 수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도 타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발주자 의사 결정 및 업무 지원 역량의 경우, 무경험 발주

자 집단이 유경험 ACM사 집단보다 해당 역량의 보완 수준

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MR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없는 무경험 발주자 집단으로서는 프

로젝트 수행을 위한 의사 결정 및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자체

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여 사업 관리 조직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ACM사가 CMR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서 보완해야 할 역량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협력업체, 금

융 및 보증, 리스크 및 클레임, 사업비와 관련된 역량의 보

완 수준이 타 역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역량의 보유 수준이 요구 수준 대비 평균 76% 정도로

서 확보해야 할 역량의 보완 수준이 높음을 고려하였을 때, 

초기에는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소규모 CMR 프로젝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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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수행하면서 역량을 강화한 후 수행 규모를 키워 나가

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CMR 시장

의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CMR 프로젝트 발주 물량 중 소규

모 CMR 프로젝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규

모 CMR 프로젝트 발주자의 경우,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를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며 특히, 사업비 편차와 같은 원가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작을 수밖에 없는데 CMR의 최대공사비보증

(Guaranteed Maximum Price; GMP) 계약 방식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발주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규

모 CMR 프로젝트의 경우 대형 CMR사가 진입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어 소규모 CMR 프로젝트 발주자는 오히려 역량 

있는 ACM사를 찾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 CMR 시

장에서는 ACM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역량과 보완 수준이 확인되

었으므로 ACM사는 보완 수준이 높은 즉, 설문 응답자들이 

보완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역량부터 중점적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ACM사의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 확보, 이를 바탕

으로 국내 CMR 시장 참여와 성공적인 CMR 프로젝트 수행

을 위한 기초를 제공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잠재적 발주자가 CMR 프로젝트 발주 시 역량 있는 CMR사

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CMR 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일부 ACM사들은 최근 CMR 사업 진출을 위하여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또 최근의 건설업 업역이 통

폐합되는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향후 CMR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회사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ACM사가 향후 CMR 

시장에 진출을 고려할 때 본 논문은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

움이 될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관계로 보다 많은 자료

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CM사가 CMR 프로젝트를 수행

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역량과 역량의 보완 수준만을 도

출하였지만 도출된 역량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 대책 또는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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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CMR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ACM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기존의 설계사들과 CM사들도 CMR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
지를 보이고 있으며 시공 부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사업 관리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
우를 가지고 있는 ACM사들이 CMR 시장에 진입할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가정 하에, 문헌 조사를 통해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ACM사가 CMR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역량을 도출하
였다. 그 결과, 협력 업체, 금융 및 보증, 리스크 및 클레임, 사업비와 관련된 역량의 보완 수준이 타 역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전체 역량의 보유 수준이 요구 수준 대비 평균 76% 정도로서 확보해야 할 역량의 보완 수준이 높음을 고려하였을 때, 초
기에는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소규모 CMR 프로젝트 위주로 수행하면서 역량을 강화한 후 수행 규모를 키워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
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용역형 CM, ACM, 책임형 CM, CMR, 역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