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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ion industry has become higher, larger and more complicated.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process 

planning in the construction site has been made by the site engineer experience mostly and some were made based on 

historical data. However, such plans have been investigated that require numerous revisions during construction which 

means that the plans made through such methods are not reliable. Numerous studies in this field have been conducted 

trying to solve such problems developing methodologies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It has been analyzed that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suggesting prediction models only that cannot be used for both actual planning prior to 

construction and process monitoring during co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methodology that effectively 

manages construction productivity by applying simulation methodology combined with bayesian approach focusing on the 

high-rise curtain wall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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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고층화․대형화․복잡화 되고 있는 초고층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과 다른 효율적인 건설관리기법과 

이를 이용한 정확한 공사계획이 요구된다. 생산성 및 단위비용과 같은 건설성능의 예측 및 분석은 추후 공정과 공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1)
.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공정계획이 필수적이며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의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예측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

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베이시안 접근법을 이용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커튼월 공법은 유닛의 비교적 가벼운 무게와 공장 생성으로 인한 현장 하역 공간 절약 등의 장점으로 인해 도심지 초고층 공사에 많이 적용되

는 공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커튼월 공법을 선정하였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데이터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건설 현장의 특성상 데이터를 

타 분야와 같이 일정하고 많은 양을 획득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건설데이터는 현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작은 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웹사이클론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생산성 예측을 실시하였고 장비, 노무, 자재에 대하여 각각의 단가를 곱하여 단위 비용을 계산하였다. 또한, 투입된 자원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공정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 현장 관리자는 수행되어야 할 공정의 물량을 도면에서 추출할 수 있으며 최적의 장비, 노무, 자재 조합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튼월 공정계획 수립 시, 층당 커튼월의 필요 개수가 20개이며 총 층수는 60층이라고 가정할 때 총 커튼월의 설치 대수는 1,200 유닛이다. 

현장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1,200 유닛을 가장 작은 단위 비용과(노무비, 장비비) 가장 높은 생산성으로 작업을 

수행할 자원 조합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건설현장에서 절대적인 값을 제시하

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도구에 사용되어야 하고 공사가 수행중인 동안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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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할 시스템이 또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베이시안 기법을 적용하여 입력된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공사 패턴을 분석하여 데이터가 추가됨에 따라 생산성이 수렴하는 분포를 제시하여 공정 마감 시기 및 비용을 예측한다
3)
. 새로 예측된 결과 값은 전 단계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되고 향후 유사 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목적인 

공정관리 통합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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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합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고층 커튼월 공사의 설치 공정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실시하였고 생산성 및 

단위비용 예측을 실시하였다. 또한, 투입된 자재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공정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되게 하였다. 또한, 베이시안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공정의 공기와 비용을 예측하였다. 

베이시안 기법은 단순 평균과는 달리 데이터가 입력되는 패턴에 따라 그 값이 변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항시 내재되어 

있는 건설현장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어 온 신뢰성 높은 예측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중인 

베이시안 접근법을 적용한 생산성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와 현장 관리자에게 기존의 경험에 의한 방법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한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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