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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업비관리(cost management)는 CM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사업비관리를 위해서는 사업비, 공사비, 공종별 공사

비, 작업별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다양한 관점에

서 비용(cost)을 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견적이라고 

한다. 즉, 견적은 사업비관리를 위한 비용의 기준점 또는 목

표점을 설정하고, 의사결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주요 업무이

다(Ahn et al., 2021). 견적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도 또는 예

측도를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량의 양질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Ji et al., 2008). 

과거에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빅데이터의 활

용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Choi, 2016). 건설산업에서도 빅데

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막대한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으며 

건설 프로젝트 실행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Kang et al., 2014). 견적업무의 경우에도 빅데이터

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최대화하는 등 상당한 

잠재력과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u et al., 

2019).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Kang, 2015). 

견적은 발주자, 설계사, 시공사, CM사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다른 관점과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중 CM사는 

프로젝트 전(全) 단계에서 발주자의 사업비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견적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CM사 견적업무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활용 수준, 장애요인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 인터뷰 조사, IPA분석 등을 통

해 CM사 견적업무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인식, 활용 수준, 

장애요인 등의 관점에서 조사·분석하고 주요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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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CM사 견적업무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빅데이터 활용 관련 현안 및 한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CM사가 견적업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

한 전략 방향을 구상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견적 주체 중 CM사의 견적업무에

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현황 분석을 범위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CM사의 견적업무 및 빅데이터의 

개념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방법론인 

IPA기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문헌조사 및 예비 인터뷰 조사를 통해 CM사의 견

적업무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셋째, CM사 견적업무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설문지를 

송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회사별로 사전에 

배포하고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이

때 각 CM사의 견적업무 담당 책임자와 본 인터뷰도 진행하

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CM사 견적업무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특

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CM사의 견적업무

일반적으로 CM이란 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 품질 향상,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건

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요소들

의 종속변수인 비용(cost)은 CM사가 참여하는 모든 업무에

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CM사의 사업비 관리는 CM사

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준공까지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견적은 이러한 비용관리의 일환으로, 보다 정확한 

예산 산정과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견적업무가 필요하다. 

문헌조사 결과, CM사의 견적업무는 크게 사업초기 예산

견적 업무, 설계단계 공사비 산정 및 검증업무, VE를 위한 견

적업무, 발주자 예정가격 견적업무, 시공자 입찰가격 검증평

가 업무, 시공단계 설계변경 평가·대응 업무, 기성평가업무, 

준공정산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amooCM, 2011; Kim 

& Yoon, 2006; Park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이들 견적

업무를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견적업무를 구분하는데 활

용하였다.

2.2 건설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의미한다. 세계적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형세를 바꿀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빅데이터를 꼽

을 정도로 혁신, 경쟁력, 생산성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Manyika et al., 2011). 현재 건설산업

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주로 활용하는 분야는 장비와 안전분야이며, 공사 현

장의 상황을 빅데이터화 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상

황을 예측, 실시간 장비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장비 상태점검 

및 현장상황 파악, 건설기계의 가동률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건설경기를 예측하는 등의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Han et al., 2013)은 국내 건설기업들

의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 및 활용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향

후 산업이 발전하며 데이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빅데이터

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Koo et al. (2015)

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해외수주의 손실의 원인 중 하나는 

직관에 의존한 의사결정으로 지적하고,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를 제안,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분석했다.

위와 같이 건설산업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

지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빅

데이터는 상황을 분석, 예측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가능하

게 하는 도구로서 프로젝트의 불명확한 것들을 예측 가능하

게 하고,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관

점에서 빅데이터는 다양한 정보의 조합을 통해 수행하는 견

적업무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견적의 효율성과 정

확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You, 

2009), 본 연구에서는 CM사 견적업무 관점에서 빅데이터 활

용 현황에 주목하고 있다.

2.3 견적업무의 빅데이터 활용

견적업무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문헌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대표적인 연구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ilal 

et al. (2016)은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관리 측면에서 빅데

이터가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효과 및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

다. Han et al. (2008)은 비용 데이터베이스를 사례기반 추론 

및 회귀분석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견적을 위한 견적 모델

을 제시하였다. Kim et al. (2004)은 빅데이터의 분석방법인 

Back-Propagation Network Model Incorporating Genetic 

Algorithms를 활용한 견적이 정확도가 높아짐을 제시하였

다. Petruseva et al. (2017)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인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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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과 support vector machine을 활용한 견적의 적

합성과 효과성을 상호 비교, 두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견

적방법이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

위와 같이 빅데이터를 견적에 활용하는 관련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효과성 분석 또는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CM사 견적업무의 빅데이

터 활용에 대한 진단과 관련된 연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CM사 견적업무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본 

연구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IPA분석 기법

IPA기법은 경영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요인들의 중요도(importance)

와 실행도(performance)를 측정해 X-Y축의 평면상의 좌표

로서 분석하고(Jeong, 2019), 개선 운선순위와 과잉 투자요

인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법이다(Kim, 2014). IPA분

석 모델과 사분면의 정의는 <Fig. 1>과 같다(Kim, 2012).

•   제 1사분면: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영

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영역.

•   제 2사분면: 높은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낮게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영역. 

•   제 3사분면: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낮게 나타나 관리에 

대한 주의가 낮지만 개선이 필요한 영역.

•   제 4사분면: 중요도는 낮은 반면 높은 실행도로 과도한 

노력이 지양되어야할 영역.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실무자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

해 CM사 견적업무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IPA기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리커

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각각의 항목들의 중요도, 실행도를 

파악하고 IPA기법의 사분면 분석을 통해 다면적으로 현황

을 분석하였다. 

3. 데이터 수집

3.1 데이터 수집 개요

CM사 견적업무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현황에 관한 분석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조사와 예비 인터뷰를 통해 설문에 필요한 항목을 도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본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한국CM협회에서 2020년에 발

간한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공시’에 수록된 상위 CM사들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개사가 인터뷰 및 설문

조사에 응하였다.

본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각 기업의 견적

업무 책임자에게 송부하였으며, 기업별로 설문지를 작성하

여 취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때, 각 기업

의 견적업무 책임자와는 대면 인터뷰를 통한 본 인터뷰 조

사도 병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은 일부 상위 기업

을 제외하고는 국내 CM사 견적 부서의 인원이 예상보다 많

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예상했던 것 보다는 적

은 설문지가 수집되었지만, 현재 국내 CM사 견적 관련 부서

의 인원 현실을 감안할 때 수집 가능한 범위에서 설문지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기 과정을 통해 총 6개 기업, 

41명의 견적실무자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를 분

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3개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본 인터뷰와 설문조

사를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첫 번째 파트는 응답자 

일반사항이며, 두 번째 파트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전반

적인 인식,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견적업무, 빅데이터 활

용에 따른 장애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파트는 IPA분

석을 위해 기업문화, 인적자원, 지식정보자원, 실무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2 응답자 일반사항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CM사 견적실무자는 총 41명으로 

소속 부서는 CM, PCM, 견적, QS, 기술연구소 등 기업에 따

라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적으로 견적업무를 포

함한 사업비관리(cost management) 업무를 담당하는 실

무자들이었다. 응답자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사원 17.1%(7

명), 대리 2.4%(1명), 과장 4.9%(2명), 차장 12.2%(5명), 부

장 26.8%(11명), 임원 36.6%(15명) 등으로 부장급 이상이 

Fig. 1. IPA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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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6명)로 나타나 비교적 상위 직급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경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균 건설산업 총 종

사년수는 17년 1개월이며, 견적업무 평균 종사년수는 13년 

3개월로 나타났다. 주로 담당하는 견적업무의 공종은 건축 

78.1%(32명), 토목 2.4%(1명), 기계 7.3%(3명), 전기 7.3%(3

명), 인테리어 4.9%(2명)으로 현재 국내 CM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건축 프로젝트의 견적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높은 응답

자 비중을 보였다.

4.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인식 분석

CM사의 견적업무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현황에 관한 인

식 분석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견적업무,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장애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평가되었

으며, 각 항목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CM사 견적실무자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인

식을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 트렌드 인식,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필요성, 가능성, 노력 정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질문은 아래와 같고, 분석 결

과는 <Fig. 2>에 제시하였으며 응답 값이 5점에 가까울수록 

각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Q1(빅데이터 트렌드 인식): 최근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건설산업을 포함한 전(全) 산업분야에

서 증대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   Q2(빅데이터 활용 중요성): 빅데이터의 활용이 건설산

업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3(빅데이터 활용 필요성): CM사의 견적업무에서 빅데

이터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4(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CM사의 견적업무에서 빅데

이터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5(빅데이터 활용 노력): 귀사에서는 견적업무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빅데이터 활용의 전반적인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인 <Fig. 

2>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CM사 견적실무자들은 건설산업을 포함한 전(全) 산

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1(빅데이터 트렌드 인식) 그래프

를 살펴보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증대와 관련한 

질문에 약 88%가 긍정적인 답변(strongly agree+agree)으

로 나타났다. 인터뷰 조사 결과, 이는 CM사 견적실무자들은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전 산업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CM사들은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활용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M사 견적실무자들은 견적업무에서 빅데이터 활

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2(빅데이터 활용 중요성) 및 Q3(빅데이터 활용 

필요성) 그래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정적 답변(strongly 

disagree+disagree)에 대한 비율은 0%인 반면, 긍정적 답변

은 약 97%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터뷰 조사 결과, 

건설산업에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인 빅데이터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실무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CM사 견적실무자들은 견적업무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4(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그래프를 살펴보면 긍정 답변이 

약 95%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인터뷰 조사 결과, 일부 

견적실무자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부분적으로 

Fig. 2. General Perception Towards the Use of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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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차원에서 견적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어 전

사적인 활용은 아직 미흡하지만 대형 CM사부터 점차적으로 

기술력과 체계를 갖춰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견적업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CM

사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Q5(빅데

이터 활용 노력) 그래프를 살펴보면, 기업에서 진행 중인 노

력은 긍정적, 부정적인 답변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견적업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CM사의 노

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일정 부분 노력이 진행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Q2(빅데이터 활용 중요성)~Q4(빅데이터 활용 가

능성)의 그래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부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높아 CM사의 노력

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조사 결과, 기

업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 시간과 비용,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기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견적실무자

들은 견적업무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성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기업 차원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2 빅데이터 필요 견적업무

빅데이터 필요 견적업무란 CM사가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견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를 의미한다. 빅데이터 필요 견적업무는 건설 프로젝트

의 진행 흐름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대표적인 8개 업무로 구

분되었다. 이때, 응답 값이 5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견적업무

를 위해 빅데이터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석결

과는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 Task1: 사업초기단계 예산견적업무

• Task2: 설계단계 공사비 산정 및 검증업무

• Task3: VE를 위한 견적업무

• Task4: 발주자 예정가격 견적업무

• Task5: 시공자 입찰가격 검증평가 업무

• Task6: 시공단계 설계변경 평가 및 대응 업무

• Task7: 기성평가업무

• Task8: 준공정산업무

빅데이터 필요 견적업무에 관한 분석 결과인 <Fig. 3>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견적업무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향을 보

면 건설 프로젝트의 앞 단계로 갈수록 빅데이터 활용의 필

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공단계보다는 시공이전단계의 견적업무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Task1(사업초기단계 예산견적 업무)과 Task2(설계단계 공

사비 산정 및 검증업무)와 같이 설계이전 및 설계단계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조

사 결과,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해당 프로젝

트 관련 정보량이 적은 상황 또는 해당 프로젝트의 불확실

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시하는 견적업무에서 견적의 정확도

를 향상시키기 위해 빅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M사 견적실무자들의 빅데이터 필요 견적업무에 관한 인

식에서 나타나는 주요 시사점은, 견적업무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시공이전단계의 견적업무에서 빅데이터를 활

용하기 위한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해 견적실무자들의 필

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데이터의 축적 및 관리

에 우선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서는 순차적인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Fig. 3. Estimating Tasks Requiring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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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빅데이터 활용의 장애요인

빅데이터 활용의 장애요인이란 CM사가 견적업무 시 빅데

이터를 활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의미하며 문헌조

사와 예비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장애요인(Barrier)은 

장애요인1~장애요인5의 기업 내부요인과 장애요인6~장애

요인8의 기업 외부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

된 바와 같다. 장애요인은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고 해

당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더욱 심각한 장애요인임을 의미하

며, 분석결과는 <Fig.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 Barrier1: 경영진의 낮은 관심도

• Barrier2: 부족한 보유 데이터

• Barrier3: 관련 인력 확보의 어려움

• Barrier4: 기업 규모상의 한계

• Barrier5: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견적업무량

• Barrier6: 정보유출의 위험

• Barrier7: 검증된 효과성의 부재

• Barrier8: 정책·제도적 지원의 부재

빅데이터 활용의 장애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인 <Fig. 4>에

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를 활

용함에 있어 다양한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래프가 중간값인 3 부근이

거나 이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요인1~장애요

인8 중 대부분의 요인이 비록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뷰 조사 결과, 견적실무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장애요

인은 상기 제시된 장애요인 외에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데이터 처리의 어려움, 관련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등이 

추가적인 장애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기업 내부적인 차원의 장애요인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4>의 내·외부 요인의 값을 비

교해보면, 기업 내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장애도가 기업 외부

적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조

사 결과, 견적실무자들은 기업 외부적인 차원의 장애요인보

다 기업 내부적인 차원의 장애요인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

고 있으며 내부요인의 개선이 더욱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적 차원에서 인식의 개선보다는 실

무 인프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업 내부요인들을 비교해보면, 장애요인1(경영진의 낮은 관

심도), 장애요인4(기업규모상의 한계), 장애요인5(빅데이터

를 필요로 하는 견적업무량)와 같은 장애요인의 장애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장애요인2(부족한 보유데이터), 장애요

인3(관련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같은 요인들의 장애도는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터뷰 조사 결과, 대부분의 CM사

들은 기업 내부적으로 견적업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대한 관심과 필요도 등 인식기반은 갖추고 있지만 데이터 

및 인력 확보와 같은 실무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CM사 견적실무자들의 빅데이터 활용의 장애요인에 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주요 시사점은, 기업은 효과적인 견적업

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실무 인프라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견적업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다. 즉, 인식기반과 실무기반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IPA분석을 통한 활용현황 분석

5.1 IPA분석 개요

4장에서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는 응답자의 인식을 직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다면적인 분석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견적업무의 실

행에 관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도 및 실행도 측면에서 다

면적 분석이 가능한 IPA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Fig. 4. Barriers in the Use of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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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ㆍ김한수

5.2 IPA분석을 위한 항목 도출

IPA분석을 위해 다양한 항목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으며, 

IPA분석 항목이란 다면적인 측면에서 중요도 및 실행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의미한다. IPA분석을 위한 항목 도출

은 문헌 조사(Kim¹, 2018; Kim², 2018; Jung, 2019)와 실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

이 4개 부문, 16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기업문화란 견적업무에

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사적인 차원의 

관심 또는 의지 등 기업의 문화적인 측면을 의미하며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 C1: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사적 관심

• C2: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의지

• C3: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상급경영진의 관심

• C4: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존중 기업문화

■  인적자원(Human Resource): 인적자원이란 견적업무

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교

육·훈련 등을 의미하며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 H1: 견적자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 및 경험 보유

• H2: 견적자의 빅데이터 활용 의지

• H3: 빅데이터를 활용을 위한 견적실무자 교육ㆍ훈련

• H4: 빅데이터 관리·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지식정보자원(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지

식정보자원이란 견적업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

해 필요한 지식ㆍ정보 및 데이터 자원을 의미하며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 K1: 빅데이터 관련 지식ㆍ정보의 보유 및 활용

• K2: 기수행 사업의 실적자료 및 정보 관리

• K3: 견적업무를 위한 빅데이터 축적

• K4: 외부 개방형 데이터 확보 및 응용

■  실무시스템(Practice System): 실무시스템이란 견적업

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의 실무기반을 의미하며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 P1: 빅데이터 기반 표준적 견적 프로세스 구축

• P2: 빅데이터 기반의 견적 IT시스템 구축

• P3: 빅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P4: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운영

IPA분석을 위해 상기 항목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7

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5.3 IPA분석 결과

5.3.1 신뢰도 분석

IPA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 앞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

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IPA분석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검증이다(Kim, 2014). 일반적으로 0.8이상이면 

일관성이 있고, 0.6∼0.7이면 수용가능한 일관성을 갖는 것

으로 판정할 수 있다(Hong, 2015). 본 연구의 IPA분석에서 

산출된 크론바하 알파 평균값은 중요도 0.943, 실행도 0.942

로 나타나 신뢰도 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3.2 IPA분석을 통한 특징과 시사점

CM사 견적업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IPA분석 수치 값과 

IPA 그래프는 각각 <Table 1>과 <Fig. 5>에 제시된 바와 같

다.

IPA분석에 관한 <Table 1>과 <Fig. 5>에서 나타나

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실행도

(Performance)가 중요도(Importance) 보다 낮게 나타났으

며 일정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Table 1>에 제시

된 전체 평균(Total Average)을 보면, 실행도가 중요도 보다 

1.11 낮게 나타나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카테고리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

향이었다.

이는 <Fig. 2>의 Q5와 <Fig. 4>에서 나타나는 견적실무자

들의 전반적 인식과 비교해 기업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는 인식과 유사한 맥락을 보이는 결과이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 견적실무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보다 빅

데이터 활용의 실행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우선적으로 마

Table 1. Result of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Category Code Importance Performance Gap(I-P)

Corporate

Culture

C1 5.78 5.00 0.78

C2 5.83 4.93 0.90

C3 5.93 4.95 0.98

C4 5.41 4.73 0.68

Average 5.74 4.90 0.84

Human

Resources

H1 5.76 4.83 0.93

H2 5.95 5.15 0.80

H3 5.71 4.02 1.69

H4 5.63 3.66 1.97

Average 5.76 4.41 1.35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K1 5.68 4.80 0.88

K2 5.93 5.56 0.37

K3 6.00 5.32 0.68

K4 5.29 4.02 1.27

Average 5.72 4.92 0.8

Practice

System

P1 5.32 4.29 1.03

P2 5.29 3.80 1.49

P3 5.44 4.07 1.37

P4 4.95 3.02 1.93

Average 5.25 3.79 1.46

Total Average 5.62 4.5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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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각 카테고리의 중요도를 비교했을 때,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견적실무자들이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중요도를 특별하

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카테고리를 유

사한 중요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빅데이터를 

견적업무에 활용함에 있어서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인적자원(Human Resource), 지식정보자원(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실무시스템(Practice System) 등 

측면이 모두 다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각 카테고리의 실행도를 비교했을 때, 인적자원과 

실무시스템은 타 카테고리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1>에서 나타나는 각 카테고리의 실행도를 비교

해보면, 기업문화와 지식정보자원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인

적자원과 실무시스템은 타 카테고리와 비교해 비교적 낮은 

실행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실무시스템의 실행도는 3.79로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나며, 중요도와의 격차 또한 가장 크

게 나타나 실무 인프라 및 프로세스 구축 등 실무시스템의 

구축전략이 실행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조사 결과, 실무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 물리적인 

인프라 환경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를 견적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마련도 중요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실무시스템보다는 인적자원의 중

요도 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인적자원의 

확보전략과 실무시스템 구축전략을 중점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인적자원의 확보전략을 보다 우선시해 빅데이터 활

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IPA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2사분면을 살펴보면, 4

개 카테고리 중 인적자원의 카테고리에 속한 H3(빅데이터

를 활용을 위한 견적자 교육ㆍ훈련)와 H4(빅데이터 관리·분

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도는 높지만 실행도는 낮

아 중점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견적업무

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수반되어야 하

며, 기업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과 견적실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마지막으로, 실무시스템과 인적자원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경향이 관찰된다. 실행도 측면에서 보

면, 실무시스템의 평균 실행도가 카테고리 중 가장 낮은 값

(3.79)을 보이지만, 모든 항목(P1~P4)이 3사분면에 배치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에 제시된 IPA분석에서 3

사분면이 의미하는 바는 낮은 우선순위(low priority)이다. 

즉, 이 관점에서 본다면 견적업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실무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

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4개 카테고리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로, 

<Table 1>에서 나타나는 중요도의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

고 실무시스템의 중요도 또한 7점 척도의 중간값인 4보다 

높은 5.25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인터뷰 조사 결과, 인

터뷰에 참여한 견적업무 책임자 6명 중 5명이 실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은 실무시스

템이 3사분면에 위치함에 따라 낮은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중요도, 실행도 측면에서 개선대상으로 인식해 관심 제고 및 

개선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CM사 견적업무는 사업비관리를 위한 비용의 기준점 또는 

목표점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업무이다. 최근 부상

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은 견적의 효율성과 예측도를 향

상 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

사, 인터뷰 조사, IPA분석 등을 통해 CM사 견적업무의 빅데

이터 활용 현황을 인식, 활용 수준, 장애요인 등의 관점에서 

조사·분석하고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

로 수행되었으며 도출된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  CM사 견적업무에서 빅데이터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측면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CM사 견적업무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설계이전단계 및 설계단계 등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 지식정보자원(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지식

정보자원이란 견적업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

한 지식․정보 및 데이터 자원을 의미하며 구성 항목은 다음

과 같다. 

Ÿ K1: 빅데이터 관련 지식․정보의 보유 및 활용

Ÿ K2: 기수행 사업의 실적자료 및 정보 관리

Ÿ K3: 견적업무를 위한 빅데이터 축적

Ÿ K4: 외부 개방형 데이터 확보 및 응용

■ 실무시스템(Practice System): 실무시스템이란 견적업무

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의 실무기반을 의미하며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Ÿ P1: 빅데이터 기반 표준적 견적 프로세스 구축

Ÿ P2: 빅데이터 기반의 견적 IT시스템 구축

Ÿ P3: 빅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Ÿ P4: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운영

IPA분석을 위해 상기 항목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7

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5.3� IPA분석�결과

5.3.1� 신뢰도� 분석

IPA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 앞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

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IPA분석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검증이다(Kim, 2014). 일반적으로 0.8이상이면 

일관성이 있고, 0.6∼0.7이면 수용가능한 일관성을 갖는 것으

로 판정할 수 있다(Hong, 2015). 본 연구의 IPA분석에서 산

출된 크론바하 알파 평균값은 중요도 0.943, 실행도 0.942로 

나타나 신뢰도 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3.2� IPA분석을� 통한� 특징과� 시사점

CM사 견적업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IPA분석 수치 값과 

IPA 그래프는 각각 <Table 1>과 <Fig.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IPA분석에 관한 <Table 1>과 <Fig. 5>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실행도(Performance)

가 중요도(Importance)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일정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Table 1>에 제시된 전체 평균

(Total Average)을 보면, 실행도가 중요도 보다 1.11 낮게 

나타나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각 카테고리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이는 <Fig. 2>의 Q5와 <Fig. 4>에서 나타나는 견적실무자

들의 전반적 인식과 비교해 기업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는 인식과 유사한 맥락을 보이는 결과이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 견적실무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보다 빅

데이터 활용의 실행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우선적으로 마

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Category Code Importance Performance Gap(I-P)

Corporate

Culture

C1 5.78 5.00 0.78

C2 5.83 4.93 0.90

C3 5.93 4.95 0.98

C4 5.41 4.73 0.68

Average 5.74 4.90 0.84

Human

Resources

H1 5.76 4.83 0.93

H2 5.95 5.15 0.80

H3 5.71 4.02 1.69

H4 5.63 3.66 1.97

Average 5.76 4.41 1.35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K1 5.68 4.80 0.88

K2 5.93 5.56 0.37

K3 6.00 5.32 0.68

K4 5.29 4.02 1.27

Average 5.72 4.92 0.8

Practice

System

P1 5.32 4.29 1.03

P2 5.29 3.80 1.49

P3 5.44 4.07 1.37

P4 4.95 3.02 1.93

Average 5.25 3.79 1.46

�otal� Average 5.62 4.51 1.11

�a�le� ��� �es�lt� of�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g�� ��� IPA�Model

둘째, 각 카테고리의 중요도를 비교했을 때,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견적실무자들이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중요도를 특별하

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카테고리를 

유사한 중요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빅데이터를 

견적업무에 활용함에 있어서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인적자원(Human Resource), 지식정보자원(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실무시스템(Practice System) 등 

측면이 모두 다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각 카테고리의 실행도를 비교했을 때, 인적자원과 

Fig. 5. IP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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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ㆍ김한수

한다.

•  효과적인 견적업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인식기반

과 실무기반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실무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인적자원은 견적업무의 빅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기반으로, 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한 전략과 견적

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  실무시스템은 중요도와 실행도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실무시스템에 대한 관심 제고

와 관련 프로세스,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개선전략의 마

련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활용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현안이 되

고 있으며 발주자를 위해 사업비관리와 견적 업무를 대행하

는 CM사 업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현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M사 견적업무의 빅데

이터 활용 현황을 인식, 활용 수준, 장애요인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시공이전단계 견적업무에

서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효과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알

고리즘 개발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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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사업비관리는 발주자를 위한 CM사의 주요 업무이며, 견적은 사업비관리를 위한 비용의 기준점을 설정하고 의사결정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업무이다. 이를 위해 CM사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 및 활용하여 견적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CM사 견적업무
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진단한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M사 견적업무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으며, 이는 견적업무를 위한 CM사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참고될 수 있다.

키워드 : 견적, 빅데이터 활용, CM사, IPA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