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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lection of an appropriate contract method is vital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project.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studies on objective decision making support models for use in the planning stage of a project 

contract. The present study had the goal of analyz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contract method selection, as an initial 

study for developing a project contract method selection model. The existing related studies were analyzed, and the 

factors considered in the literature were selected. Then, based on the findings, the opinions of an expert group on the 

important factors for contract method selection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The collected opinions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a statistical analysis method. The results will be utilized in the future as preliminary data for 

developing a decision making model for selecting a contrac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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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공사에 있어서 기획단계의 적절한 발주방식 선정은 프로젝트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공사에는 공사의 

유형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발주방식이 선정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건설 사업성과에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인 측면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발주방식 선정을 위해 발주자의 특성,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특성, 외부환경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발주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발주 방식 선정 모델의 개발을 위한 초기 연구로써 발주 방식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상 고려되고 있는 발주방식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요소를 종합하여 중요한 요인들을 선정한 후 선정된 요인에 관한 전문 집단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분석한다. 

2. 발주방식 연구 고찰

발주기관에서는 합리적인 발주방식 선정이 사업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기준이 너무 많아 모두 

다 고려하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행 연구들[1-6]의 발주방식 선정 요인들을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범주화 하여 대분류 및 세부분류로 구성 하였다. 대분류로는 발주자의 특성, 발주자의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특성, 외부환경 

등이 있고, 세부분류로 발주자의 특성에는 발주선정을 위한 경험 유·무, 발주자의 의사결정권한, 발주기관의 능력과 관심, 발주자의 관리조직, 

발주자의 인력관리 규모, 클레임관리, 책임 등 7가지로 분류 할 수 있고, 발주자의 요구사항은 품질, 공기, 총건설비용, 비용절감, 발주자의 

프로젝트에 관여 및 통제로 5가지로 분류되었다. 프로젝트의 특성으로는 불확실성, 프로젝트의 유형, 복잡성, 혁신·창의성, 규모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환경은 시장의 여건·수준, 법적 제도적 여건으로 분류되었다. 

3. 설문조사

기존연구들을 통해 분류된 총 19가지의 발주방식 선정 요인들의 중요도 지수를 파악하고자 전문 집단을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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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설문기간동안 7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결과를 다음의 수식(1)에 의해 분석하였다.

Severity Index(SI) = 
  



·
ƒ ··------------------------------------- (1)

여기서, ω는 각 점수별 가중치로서 “1”은 덜 중요함이며, “5”가 매우 중요함이다. f는 각 응답항목의 점수에 대한 빈도를 나타내고, n은 

응답자의 수, a는 응답의 최고 점수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5”를 의미한다. 

중요도 산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중요도 지수 산출에 따르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중요 요인은 “총건설비용”, “법, 제도, 정책”, 

“비용절감”으로 나타났다. 

분류
중요도지수 순위

대분류 세부분류

발주자의 특성 질문

경험 0.786667 5

의사결정권한 0.76 9

능력과 관심 0.776 6

관리조직 0.666667 17

관리인력 규모 0.637333 19

클레임 관리 0.717333 15

책임감 0.738667 13

발주자의 요구사항 질문

품질 0.76 9

공기 0.792 4

총건설비용 0.893333 1

비용절감 0.805333 3

프로젝트 관여 및 통제 0.693333 16

프로젝트의 특성 질문

불확실성 0.773333 8

프로젝트의 유형 0.746667 12

복잡성 0.76 9

혁신/창의성 0.656 18

규모 0.773333 7

외부환경 질문
시장의 여건,수준 0.728 14

법·제도·정책 0.816 2

표 1. 요인별 중요도 분석 결과

4. 결 론

본 연구는 공공공사 발주방식 선정 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향후 요인 분석 등을 통한 요인의 정제과정을 거친 후 의사결정 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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