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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an Construction recommends implementing site production management by measuring the reliability of daily production
tasks, collecting the causes for failure of incomplete tasks, and identifying problems in the existing process based on the col-
lected data. Although many research projects have been performed to introduce Lean Construction in Korea, there are not
many cases in which day-to-day site production operations has been stringently evaluated based on such methods . This paper
introduces three cases in which such techniques were implemented on a residential, civil infrastructure and plant project. On
each project, process maps were created with the superintendents and daily production meetings were held for two weeks. Con-
sequently, the average PPC for the three projects was 79% for PPC and 16% for PAT. In addition, the majority of the failures
were due to ‘Directive/Plan’ and ‘Prerequisites.’ The results show that project stakeholders (owners, contractors, etc.) lack the
ability to plan ahead and keep to their plans, and also lack the capability to synchronize workflow between themselves.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project participants need to be more proactive in solving process problems on site and also need to be
better educated in Lean concepts and method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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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린 건설에서 권장하는 프로세스 개선 기법은 다양하지만 상세공정 단위에서 신뢰도를 측정하고 작업 지연 사유를 분석하
여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 개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도 린 건설에 관한 활발
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린 건설이 지향하는 일일 관리 방식을 실제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
토목 및 플랜트 현장에 일일 작업 관리 방식을 각각 2주씩 적용하였다. 그 결과 3개 현장의 PPC는 평균 79%였으며, 2일
기준 PAT는 16%였다. 외국과 비교 시 PAT 점수가 유난히 낮았고, 이는 국내에서 전체 프로세스를 참여 주체들간에 협력
하여 기획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작업 지연 사유의 주된 이유는 ‘계획 변경’ 및 ‘준비 작
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외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세 단위에서의 계획 능력이
약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며, 계획한 작업을 실천하려는 의식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산업차원에서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하고 있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들이 린 건설을 도입하는 데에도 역시 걸림돌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선진기법의 도
입과 동시에 선진 발주 및 계약 방식의 적용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린 건설이라는 선진기법을 통해
상세공정 단위에서 분석을 한 결과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그 문제점들의 원인과 린 건설에서 사용하는 측정치들
을 사용하여 정량적인 데이터로서 외국과 비교를 함으로서 국내 현장 운영의 현주소를 파악했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둔다.

핵심용어 : 린 건설, 현장 생산관리, 일일 작업 신뢰도, x일 기준 작업신뢰도, 작업지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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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사업의 성패는 현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현장 운

영을 공기 및 손익 계산 위주의 결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데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정상에서 생기는 비가치 창출

(Non-Value Added)작업이나 낭비요소들에 대한 관리는 간과

되고 있는 실정이다.

린 건설(Lean Construction)방식은 도요타 생산 방식

(Toyota Production System: TPS)을 건설 프로세스에 특성

화한 혁신 기법으로서 성과 중심이 아닌 신뢰도(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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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관리를 통해 과정상에 내재된 변이성(variability)을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린 건설에서 권장하는 프로세스 개선 기법은 여럿 있으나

그 중에서도 상세공정 단위에서 일일 작업 신뢰도(Percent

Planned Complete: PPC)를 측정하고 작업 지연 사유를 분

석하여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 개선(Kaizen) 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국내에서도 현장 운영 문제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린 건설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가치 흐름

매핑(Value Stream Mapping)작성을 통하여 기존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신봉수, 김창덕, 2004; 이형수 외,

2004; 김창덕 외, 2006), TACT공법을 적용하여 업체들의

공정 사이클을 같은 시간으로 맞추어 선후행 작업이 연속적

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례(서상욱 외, 2003), 그리고

린 건설 도입을 위한 국내 공정관리 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

한 연구 등이다(임철우 외, 2006). 현장에서 직접 신뢰도를

일일 단위로 측정하고 그로부터 나온 작업 지연 사유를 토

대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점을 찾은 사례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 토목 및 플랜트 현장에 실

제로 일일 단위에서 린 건설 방식을 적용한 방법 및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사례들을 통해 국내 현장의 PPC가 공

사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작업 지연 사유

들은 어떤 종류의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된 린 건설 절차 및 시스템을 그대로 적

용하였으므로, 외국과 국내의 현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객관적

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었고, 국내 현장에서 린 건설을 도입

하는 데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할 수 있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적용 대상은 국내 도급순위 5위안에 드는 일반건설업체 A

사의 국내 건축(주상복합아파트), 토목(도로 공사), 플랜트(알

킬레이션)현장을 선정하였고 각 공사에서 특정 공구 또는 팀

에 국한하였다. 특히 참여 주체들간에 의존성이 높거나 제약

조건이 많은 공구를 선택하였다. 각 현장에서는 2-3주간 향

후 작업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해 프로세스 매핑(Process

Mapping)을 하였고, 2주간 일일 작업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주 후에는 신뢰도 및 작업지연 사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

하고 원인 분석을 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스템은 미국의 Strategic Project

Solutions(SPS)사가 개발한 SPS Production Manager(SPS

PM)라는 웹 기반 툴로서, 외국 대규모 현장에서 여러 해

동안 다수의 프로젝트에 실제로 쓰이면서 현장 현실에 맞게

구현된 시스템이다(구본상 외, 2006). 특히 본 시스템을 사

용하면서 PPC와 더불어 ‘x일 기준 작업신뢰도’(Percentage

Anticipated Task: ‘PAT’)라는 새로운 신뢰도 측정지표도 적

용하였다. PPC는 하루 전 계획 대비 실적을 측정하는 신뢰

도 지표인 반면에 x일 기준 PAT는 x일 전에 계획했던 작

업을 당일 일일 작업 계획서(Production Plan)에 포함시키는

지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즉, x일 기준 PAT는 1-2주 단기

계획에 대한 실천 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어, 국내 현장에

서 계획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2. 예비적 고찰

2.1 이론적 고찰

린 건설방식은 도요타 생산 방식을 건설 프로세스에 특성

화한 생산 기법으로서 성과 중심이 아닌 신뢰도 위주의 관

리를 통해 변이성(variability)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혁신 기법이다.

린 건설은 현행 프로젝트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의 인

식에서 출발하는데 성과 위주의 현장 운영이 실제로 현장

작업 주체들간의 협업에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Koskela, 1992; Ballard and Howell, 1994). 즉, 각 사

업 주체가 개별 계획에만 치중하는 ‘칸막이식’ 운영을 하는

데 이것이 전체 프로젝트로 봤을 때에 궁극적으로 공기와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린 건설은 각 주체들이 현장에서 행하고 있

는 상세 공정 단위에서의 작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다

고 본다. 신뢰도가 높아야 사업 주체들간에 존재하는 변이성

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린 건

설에서는 2-3주 단기 계획의 신뢰도는 70-90%, 그리고

PPC는 90% 이상을 목표로 한다.

린 건설은 신뢰도 위주의 현장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사업 주체들이 함께 상세 공정 계획

의 표현 및 관리를 CPM 공정 기법이 아닌 작업흐름

(Workstream)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상세 공정을 관리하려면

실제 설치 작업 외에 그와 수반되는 여러 준비 작업의 관리

도 필수적인데 이를 CPM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이다(Tommelein, 1997). 그림 2와 같이 설치작업과 준비작

그림 1. 상세 공정 단위에서의 신뢰도 목표치

그림 2. 작업흐름 예시(콘크리트 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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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제약 분석을 통해 구분하고 작업흐름으로 표현하는 것

이다. 또한 각 작업의 크기를 일일 단위로 끊어서(즉, 하루

에 완성할 수 있는 작업량) 표현하도록 한다.

이렇게 구축된 작업흐름을 기초로 해서 일일 작업 회의

진행 시 앞 단의 준비 작업들을 우선적으로 이행해 나가도

록 한다. 즉, 확실히 완성 가능한 작업들만 일일 작업 계획

서(Production Plan)에 포함하고, 여러 작업을 시작하는 것

보다 한가지 작업을 완성하는 데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

록 한다.

신뢰도를 측정할 때도 시작이 아닌 완성된 작업들만을 기

준으로 한다. 또한 계획된 작업 중 미완성 작업들에 대한

사유를 축적하여, 이를 기반으로 작업흐름을 평가하고 개선

을 꾀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작업을 하여 각 참여 주체는 신뢰도

를 높일 수 있다. 각 주체는 준비작업의 철저한 완성으로 인

해 설치할 수 있는 작업의 예비 잔고량(workable backlog)

을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각 주체는 부침을 줄이고 연속

적으로 일(continuous flow)을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업체가

후행업체에게 필요한 작업을 계획 날짜에 확실히 인계해 줌

으로 인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균등한 작업량을 내어

주어 후행업체가 계획에 맞춰 일을 할 수 있다. 결국 린 건

설에서는 각 사업주체들이 신뢰도를 높임으로서 전체 프로

젝트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2.2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상기 린 건설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절차를 각 현장에 진행하였다.

2.2.1 프로세스 메핑 워크숍을 통해 작업흐름 작성

작업흐름 작성을 위해 프로세스 매핑 워크숍을 실제 현장

에서 관리하는 작업반장들과 함께 작성한다. 이때 주의할 것

은 작업의 단위를 하루 단위로 끊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작업의 크기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참여 업체들 간의 연관관계 및 제약요건을 파악(Constraint

Analysis)하여 작업흐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2.2.2 일일 단위로 계획 실천 여부 측정

이렇게 형성된 작업흐름을 SPS PM에 입력하고 일일 작

업 회의를 진행한다. 일일 작업 계획서에는 작업흐름 맨 앞

단에 있는 설치작업 및 준비작업들만 우선적으로 계획하기

로 한다. 즉, 준비작업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치

작업을 일일 작업 계획서에 입력할 수 없다.

작업반장들과 현장 기사들의 업무에 지장을 최소하기 위해

일일 작업 회의는 하루에 20분으로 엄수한다. 회의 절차는

전날 계획하였던 작업들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 완료

시 작업지연 사유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명일 계획 작업을

선정한다.

2.2.3 신뢰도 측정

신뢰도는 두 개의 지수를 가지고 측정한다. 그 중 하나는

일일 작업 신뢰도(Percent Planned Completed: PPC)라고

한다. 이는 전날 수행 계획 작업 중 당일 수행 완료한 작업

의 백분율을 말한다. 

작업의 완료 여부는 ‘completed’ 또는 ‘not-completed’로

서 단순히 구분하되, 완료의 의미는 시작한 작업이나 진행

중인 작업이 아니며 반드시 계획한 만큼 완료된 작업일 경

우에만 성립된다.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제대로 된 PPC의

측정이 가능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업체간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

또한 전날에 계획하지 않았던 작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이를 ‘completed not planned’(미계획 수행완료 작업)라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획된 작업이 아니므로 신뢰도의 측정

시 포함시킬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작업의 완료가 다음 작

업의 시작을 가능케 함으로(release) 이들의 완료 여부를 업

데이트하는 것은 필요하다.

두 번째 지수는 ‘x일 기준 PAT’(Percent Anticipated Task)

로 PPC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개발한 신뢰도 지수이다. 즉,

PPC 측정 시 x일전에 계획했던 작업을 당일 일일 작업 계

획서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이 작업은 명일로 미뤄진다. 그

러나 PPC는 이에 대한 신뢰도 점수상의 손해를 주지 않는

다. 즉, 당일 일일 작업 계획서에 넣지 않고 다음날 하면

그만인 맹점이 있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PAT는

x일전에 계획했던 작업들 중 일일 작업 계획서에 입력이 되

는 작업들을 백분율 한 값이다. 

외국 현장의 경우 린 건설을 오래 적용한 현장의 경우에

는 5일 기준 PAT를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 본 실험의 경우

2일 기준 PAT를 적용하였다. 즉, 2일 전에 계획했던 작업

중 당일 일일 작업 계획서에 입력한 작업들의 백분율을 측

정하였다.

2.2.4 작업 지연 사유 취합

미완성된 작업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작업 지연 사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한다. 작업 지연 사유는 표 1

과 같이 8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들 중 ‘계획 변경’은 완료 예정이었으나 발주자, 원도급

자의 지시사항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선행업체가 계획된 작

업을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다. 이

에 비해 ‘준비 작업’은 설치 작업 전에 선행적으로 준비해야

표 1. 작업지연 사유의 종류 및 정의

작업 지연 사유 정 의

계획 변경
(Directive/Plan)

발주자, 원도급자의 지시사항으로 계획이 변경
되거나 선행업체가 계획된 작업을 이행하지 않
아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준비 작업
(Prerequisite)

설치 작업 전에 선행적으로 준비해야 할 작업의
미완수로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여기에는 작업
물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인력(Labor) 인력의 부족 또는 부재

자재(Materials) 자재의 부족, 부재 또는 불량

장비(Equipment) 장비의 부족, 부재 또는 불량

날씨(Weather) 악천후로 인한 작업 지연

정보(Information) 설계 또는 인허가 등

현장여건
(Site Conditions) 현장 병목 현상 또는 현장에 자재나 장비 유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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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작업의 미완수로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로 여기에는 작업

물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즉, 각 참여

업체의 자체 계획 오류로 인한 작업지연이 이에 속하겠다.

2.2.5 2주간 신뢰도 및 작업 지연 사유 분석, 개선점 발견

및 반영

이렇게 측정한 신뢰도 및 작업 지연 사유를 토대로 하여

기존의 구축된 프로세스들에 내재된 낭비 요소나 방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프로세스들을 재설

계한다.

3. 적용 현장 개요 및 분석 결과

3.1 건축공사 현장

3.1.1 공사 개요 및 분석 대상

적용 현장은 주상복합아파트로서 건물의 골조는 완성된 상

태였으며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현장의 작업반장

들과 면접한 결과 천정 설치 작업과 관련된 다수 업체들의

상호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들의 작업 실태를 집

중적으로 파악하기로 하였다.

천정설치 작업은 7개의 작업 조(보온, 콘센트, 단열, 석고

취부, 커텐박스, 간접등, 경량천정)가 10개의 개별 공종을 밀

접한 선후행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층마다 반복 설치해야 한

다. 이들의 작업 현황 분석을 위해 개별 공종을 담당하고

있는 작업반장들과 프로세스 매핑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그림 3과 같이 층당 작업흐름을 파악하였다. 그 다

음 단계로 이 프로세스를 각층에서 일일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각 작업흐름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 날

짜로부터 역산하여 SPS PM에 입력한 후 일일 작업 회의를

진행하였다.

3.1.2 현상 분석 및 개선사항

현장에서는 기존에 월간 공정회의도 하고 일일 단위로 공

사일보를 제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회의에서는 대체로

기존 작업 진도율을 월간 단위로 체크하는 데에 그치고 향

후 작업도 층수에 대한 구두 지시사항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어 체계적으로 작업 조율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

기에는 부적합하였다. 개별 작업 조들이 제출한 공사일보는

상호간 연관관계나 일일 작업량을 맞춘 상황에서 작성된 것

이 아니었다. 더불어 상호 작업 진도에 대한 정보 공유가

미흡한 상태였으며, 어느 날짜까지 특정 층을 끝내야겠다는

공유된 목표도 부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일 작업 회의를 진행하면서 측정한

결과 PPC의 평균은 76%가 나왔으며 2일 기준 PAT는

10%가 나왔다(그림 5). 또한 2주간 미완성된 총 작업 수는

48개였으며 그 중 ‘계획 변경’이 21건, ‘준비 작업’이 14건

으로 가장 많았다.

PPC는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2일 기준 PAT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듯이 계획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변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선행 작업 조가 약속한 날짜에 층당 설치를 끝내지

못한 사유가 대부분이다. 즉, 선후행 작업 조간 조율이 제때

에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준비 작

업’에 의한 작업 지연이 많은 것은 그 만큼 각 조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작업물량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요약하건대 각 작업 조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이로 인해 후행업체의 계획에 차질을 빗는

전형적인 계획 미 조율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상호 신뢰성 부족으로 필요 이상의 버퍼가 존재하

게 되었다. 즉, 선행 작업 조가 2-3개 층을 완성하기 전까

지 후행 작업 조가 작업의 시작을 미루는 것이다. 결국에는그림 3. 건축공사 층당 천정설치를 위한 작업 흐름

그림 4. 2개 층에 적용된 천정설치 작업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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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주간의 분석 후 다

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공사일보 대신 서로의 연관관계 및 진도율을 고려한 프

로세스 매핑을 하고 이를 일일 작업 회의를 통해 관리하

도록 한다. 또한 각 작업 조는 할 수 있는 작업만 일일

작업 계획서에 입력하고, 명일 하기로 계획한 작업을 지

켜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선행 작업 조가 하루에 같은 양의 일을 후속 작업 조에

게 일정하게 줌으로 인해 전체 공정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후속 작업 조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을

고려하여 선행 작업 조가 이에 맞춰서 일을 해주는 조

율 작업이 필요하다.

3.2 토목공사 현장

3.2.1 공사 개요 및 분석 대상

두 번째 현장은 도로 공사로서 일반 도로공사와 교량공사

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교량의 진입부와 관련된 토공(성토,

절토 등), 배수공(용수개거, U형, V형 측구) 및 교량공(옹벽

등)과 같은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들의 작업 현황 분석을 위해 각개 공종을 담당하고 있

는 작업반장들과 프로세스 매핑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그 결

과로 각 구조물에 대한 작업흐름을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6은 구조물 중 용수개거에 관한 작업흐름을 보여준다.

다음에는 각 구조물이 완성되어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작

업흐름을 SPS PM에 입력한 후 일일 작업 회의를 진행하

였다.

3.2.2 현상 분석 및 개선사항

토목공사는 당일 계획했던 작업을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

대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건축공사보다 수월하였

다. 즉, 건축공사에 비해 참여 업체 수도 적었고 상호 의존

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가

능하였다. 그러므로 일일 작업회의에서 전날 계획했던 작업

을 당일 이행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작업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개시하여 인력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작업량을 구축

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할 수 있는 일일 작업

량보다 많은 작업들을 계획하였고 그 결과로 계획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인력과 장비가 대기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 작업 회의를 진행하면서 측정한 결과

PPC의 평균은 85%가 나왔으며 2일 기준 PAT는 13%가 나

왔다(그림 5). 2주간 미완성된 총 작업 수는 16개였으며 그

중 ‘준비 작업’이 7건, ‘계획 변경’이 6건, ‘날씨’가 2건, ‘자

재’가 1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5. 3개 현장의 PPC, PAT 및 작업 지연 사유

그림 6. 토목공사 용수개서 설치를 위한 작업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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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와 유사하게 PPC는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2일

기준 PAT는 낮게 나왔다. 이는 역시 작업을 계획하고 이에

맞춰 실행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계획 변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측 작업이

늦어져 다음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검측을 담당하는 감독관과 시공사간의 체계적인

절차가 일일 단위로 수립되지 않았고 그나마 기 수립된 절

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검측 프

로세스를 따로 매핑하여 분석한 결과, 감독관이 검측 일정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시공사 측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통보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즉, 감독관과 작업

조간에 검측 체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이로 인해 서로

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결국 작업 대기 시간 및 작업 지

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주간의 분석 후 다

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림 7과 같이 검측 프로세스를 매핑하여 각 과정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였다. 이 프로세스를 작업흐름으로 표현하고

각 구조물의 작업흐름과 연계시킨다. 예를 들어, 그림 6에서

는 용수개거 작업흐름과 검측 작업흐름을 연계시켰다. 이로

써 제반 구조물에 대해서 감독관이 검측을 해줘야 하는 날

짜가 정확하게 파악된다. 

이런 작업 흐름을 일일 작업 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감독

관에게 통보함으로써 상호간 작업 조율이 가능토록 한다.

3.3 플랜트 공사 현장

3.3.1 공사 개요 및 분석 대상

세 번째 현장은 플랜트 공사로서 알킬레이션(Alkylation)

플랜트였다. 기본 골조는 완성된 상태였으며 내부에 설치될

각 종 생산 기기, 배관, 보온, 계장 및 방화재의 설치가 진

행 중이었다.

특히 주요 배관의 설치 후 보온 및 계장의 설치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작업 조들간에 상호 의존도가 높았으며, 또한

간섭 사항도 많은 편이었다. 그림 8과 같이 배관(Piping) 설

치 후 발주처, 시공사, 협력업체가 개별적으로 배관 검측

(Punch)작업을 하고, 그 후 배관의 성능을 시험하는 하이드

로 테스트(Hydro Test) 및 플러싱(Line Flushing)작업을 마

쳐야만 계측 장비 및 배관 보온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이들의 작업 현황 분석을 위해 각개 공종을 담당하고 있

는 작업반장들과 프로세스 매핑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그 결

과로 2개 공구에 대한 작업흐름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각

공구가 완성되어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작업흐름을 SPS

PM에 입력한 후 일일 작업 회의를 진행하였다.

3.3.2 현상 분석 및 개선 사항 

측정 결과 PPC의 평균은 78%가 나왔으며 2일 기준 PAT

는 25%가 나왔다(그림 5). 2주간 미완성된 총 작업 수는

48개였으며 그 중 ‘계획 변경’이 31건, ‘준비 작업’이 8건,

‘인력’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 토목 공사와 마찬가지로 플랜트 공사에서도 역시 2

일 기준 PAT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변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이드로 테스

트작업과 플러싱 작업이 24시간 안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

다는 발주처의 기준과 펀치 작업 등 발주처의 검사 방법이

그림 7. 토목공사 검측 프로세스 파악

그림 8. 플랜트 공사 배관, 검사, 계장, 보온 작업 설치 순서

그림 9. 플랜트 공사 기존의 펀치작업 작업흐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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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개별적으로 프로세스

매핑 하여 집중 분석하였다. 그림 9와 같이 펀치를 하는 주

체가 다섯 팀이나 존재한다(발주처의 생산, 검사, 프로젝트팀;

원도급자팀, 배관팀). 이 중에서 3개 발주처 팀은 개별적으로

펀치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펀치하는

주기와 횟수가 일정치 않아, 하나의 배관 패키지를 검측하는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주간의 분석 후 다

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림 10과 같이 배관팀이 첫 펀치 작업을 할 때 발주처

측의 생산팀이 함께 동반함으로써 초반에 하자를 찾도록

한다.

•또한 발주처의 생산, 검사 및 프로젝트팀이 본격적으로

펀치 작업을 할 경우 하나의 팀으로 병행하여 시간을 단

축하도록 한다.

4. 주요 시사점

3개 현장에서 린 건설을 적용한 결과 국내 현장 운영상

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린 건설의 적용을 위

해 개선되어야 할 국내 산업의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도 도

출이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을 통해서 린 건설의

효율적 도입을 위해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도 함께 도출하

였다.

4.1 국내 현장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1.1 PPC 및 PAT의 관점

그림 5에서와 같이 3개 현장의 PPC는 평균이 79.6% 나

왔으며 2일 기준 평균 PAT는 16%였다. PPC는 대체로 양

호한 값이나, PPC에 비해 PAT가 극명하게 낮게 나온 것은,

그 만큼 당일 작업에만 급급하고 향후 작업의 실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사

업참여자간의 의존성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내 사례에서 2일 기준 PAT가 16%에 불과한 반면, 외

국 사례의 경우 5일 기준 PAT가 20-30%의 평균을 유지한

것1) 역시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PAT는 x일 전에 계획했던 일을 당일 일

일계획서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하면 그만인 PPC

측정방법상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이다. 즉,

PAT의 점수를 높이려면 당일 동떨어진 작업보다는 명일 작

업의 실행을 가능케 하는 작업에 작업 우선순위를 줘야 하

고 PAT를 측정하는 근본 취지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일 계획된 작업이 3개(A, B, C) 있고, 그 중 작업

A 및 B는 동떨어진 작업 또는 당일에 마무리되는 작업이고,

작업 C는 명일 작업(D)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가정하자.

또한 그날 할 수 있는 작업은 리소스 역량으로 봤을 때 2

개뿐이라 하자. 이 경우, 작업 A와 B를 하던, 작업 C와 작

업 A, B 중 하나를 하던, PPC는 똑같이 66%가 나온다.

그러나 작업 C를 안 할 경우, 명일 계획되어 있는 작업 D

는 자동적으로 못하게 된다. 만약 명일에 작업이 두 개 있다

면, PAT는 아무리 잘해도 50% 이상을 받을 수 없다. PAT

를 고려한다면, 작업 C에 우선순위를 줘야 하는 것이다.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작업 C가 후행업체 작업의 시작

(D)을 가능케 하는 작업이라면 이 작업에 우선순위를 줘야

하고 이로써 현장의 협업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결국 PAT의 점수를 높이려면 작업간의 연계성을 충실히

파악하고 업체간의 “release point”를 명확하게 찾아내어 전

체 프로젝트 관점에서 계획을 하고 실행해나가는 업무의 혁

신이 절실하다고 본다. 본 사례에서는 건축의 경우 협력업체

들간, 토목과 플랜트의 경우 발주자, 시공사 및 협렵업체 간

의 작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협업체제를 구축하려면, 공사일보와 같은 체계

로는 한계가 있고, 본 사례에서 사용한 상세 단위의 컨트롤

메케니즘이 필요하고, 상호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

스 매핑과 같은 기술 역시 필요하다. 

특히, 린 건설의 중요한 기법인 “Shielding”과 풀 방식

(pull technique)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Shielding은 선행업체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잔

고(backlog)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며, 풀 방식은

후속업체가 일을 계획대로 마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앞단의

작업들을 계획하는 것이다. 두 방법 모두 이런 업체간의 협

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업흐름(workflow)을 개선하기 위해

서 고안된 기법들이다. 

4.1.2 작업 지연 사유의 관점

그림 11은 외국에서 시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작업지연사유

들을 취합해 총 평균을 낸 것이다.1) 그림 11에서 보듯이 외

국의 경우 작업지연 사유 중 ‘계획 변경’(Directive/Plan)에

대한 비중은 23%인데 비해 국내 3개 현장에서는 무려

49%를 차지했다. 외국에서 ‘준비 작업’(Prerequisite)에 대한

비중은 13%인 데 비해, 국내 3개 현장에서는 평균 23%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에서 작업의 완성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준비작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일일

단위로 인력 및 장비 생산성 대비 가능한 작업물량을 산출

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외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10. 플랜트 공사 개선된 펀치 프로세스 작업흐름

1)본 평균은 SPS사에서 외국 대규모 현장에서 20개 업체를 3
년 이상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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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상세 단위에서 수립하는 능력도 외국에 비해 뒤처

지지만 계획대로 실천하려는 의식의 부족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일 작업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음날 작업에 대해

서 전날 약속(commit)하는 것도 참여 업체들은 부담스러워

하여 ‘완성할 수 있는 일만 계획하라’는 습관을 들이기가 쉽

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린 건설에서 중요시 하는 것

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의 작업을 완

성하는 데에 더 역점을 둔다.

또한 명일 약속한 작업들의 완성보다는 지시사항이나 당일

여건에 따라 작업 수행 가능한 작업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3개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다

수의 미 계획 완료 작업(completed-not-planned)이 나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하

나의 독립된 작업으로 명시하는 것, 계획된 작업을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LastPlanner의 Make Ready개념(Ballard, 1994)은 이런 문제

점에 착안하여, 준비 작업의 명시와 신뢰도 위주의 성과 측

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프로세스에 대한 주체의식의 고취가 필요하다.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상명하복 식의 관리 관행이 아직도 지배적

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협력업체들은 수동적으로 일을 하

며 원도급자의 지시사항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원도급자와

발주자 또한 전체 프로세스를 관장하기보다는 각자 업무에

만 책임 범위를 국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 생

산 방식에서 중요시 하는 오토노메이션(autonomation)2)은 생

산라인 상에서 불량품 또는 낭비요소가 발견될 경우 생산라

인을 과감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작업자들에게 부여

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의 권한과 주체의식을 작업자들에

게 부여함으로써 직접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일일 작업 회의 또는 주간 작업 회의는 강요가 아닌 상호

업무를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다소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

로 프로세스에 개입하고 문제점을 반복하려는 의지가 중요

하다고 보겠다. 

4.2 국내 산업 제도적, 구조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및 개

선 방안

4.2.1 장기계속 계약 공사

장기계속 계약 공사는 발주자의 예산 확보 수준에 따라

해마다 공사물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기간의 단축

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따라 당해 물량만 수행하면 된

다는 인식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이 물량은 계획된 공사의

30-40% 수준을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편성된다(이상

호 외, 2005). 즉,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려는

의지나 필요성이 부재하여, 린 건설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도 하나의 저해 요인으로 드러났다.

건축 및 플랜트공사의 경우 관련 업체 간의 계획 조율 및

일일 작업 회의를 통해 공기를 줄이고 협력업체들의 비용(특

히 인건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토목공사의 경우, 장기계속 계약 공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낮은 상

태였다. 

4.2.2 다단계 하도급구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시공참여자-팀·반장-…’으로 나

타나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는 실제 시공과정이 원도급자 또

는 하도급자의 통제로부터 멀어지게 해 시공자간의 협력 및

조정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건축현장에서 심각

하게 나타났다.

4.2.3 용지보상 민원과 관련된 공사 중단

특히, 도로공사의 경우 시공 중에 용지보상을 동시에 수행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정관리 계

획은 무용지물이 되고, 현장 실무자들은 린 건설방식 등에

무관심하게 되고 적용 의욕이 상실되었다.

4.2.4 근로자 변동에 따른 일일 작업량 산출 곤란 및 책

임감 부족

거의 모든 기능인력이 비정규직으로서 작업팀 구성원이 수

시로 바뀌므로 자신의 생산능력을 알 수 없어 자신이 생산

할 수 있는 일일 작업량 역시 불확실해졌다.

특히, 최근 저가수주가 심화되면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력을 투입하게 되면서 그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근

로자들 역시 비정규직 신분이므로 생산에 대한 주인의식

또는 책임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타 현장에서

약간의 일당만 더 주더라도 미련 없이 당해 현장을 떠나

기 때문이다.

4.2.5 개선 방안

이처럼 국내 산업의 현주소가 린 건설의 도입에 저해 요

인으로 드러났다. 선진국에서도 린 건설과 같은 새로운 패러

다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구

조적,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

서는 프라임계약방식(prime contracting)을 통해 장기협업관

계(long term relationship)를 구축하여 사업참여자들간의 적

대적 관계를 줄여나가고, 리스크와 이익을 공유하는 체제를

그림 11. 해외 공사에서 축적한 작업 지연 사유들의 비중

2) Autonomation은 도요타 생산 방식의 기법 중 하나인 “자동화
(自動化, jidoka)”에 대한 기법을 명칭하는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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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하고 있다(김한수, 2003). 또한 Best Value 방식의 도입

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저감을 지향하

고 있다. 국내에서도 린 건설의 도입뿐만 아니라 산업의 업

그레이드를 위해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

된다.

4.3 린 건설 이행 방식의 개선점

린 건설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 현장에서 개발해야 할 역

량도 있으나, 본 실험을 통해서 린 건설의 효율적 도입을

위해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

었다.

4.3.1 일일 작업 회의의 효율성 개선

린 건설에서 일일 단위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에는 여

러 가지 의도가 있다. 하나는 프로세스상의 문제를 정밀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즉 주간 또는 월간 단위의 분석은 상세

도가 떨어져 분석에 현실성이 없다. 또 한가지 이유는 각종

배치 크기(예: 자재의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월간 단위로

주문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작

업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다. 하루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그리고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움으로써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처럼 일일 단위의 관리를 통해 여러 이득을 볼 수 있으

나 매일 작업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관련 주체들이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은 작업흐름상에 있는 작업들에 대한 선별적

관리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작업을 가능케 하는

작업들, 비싼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는 작업들, 주공정(critical

path)상에 있는 작업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Six Sigma에서 제시하는 Critical to Quality

(CTQ)의 개념과 유사할 것이다. 실제로 저자가 한 연구는

CPM상에서 모두 주공정상에 있지만 그 중에서 후행 작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작업들을 더욱 세분해서 가려낼 수 있

는 방법의 정립을 시도한 바 있다(Koo et al., 2006).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다.

다른 방법은 RFID, USN 및 PDA등의 모바일 및 센싱

기기를 통해 작업들의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4.3.2 공사 특성에 따른 진행 방법에 관한 심층적 연구

본 실험에서 봤듯이 공사 형태에 따라서 작업흐름 구축

시 기본 단위를 다르게 사용하였다. 즉, 건축공사는 층(공간)

을 기본 단위로 하였고, 토목 공사에서는 각개 구조물을 기

본 단위로 하였다. 또한 플랜트 공사에서는 개별 시스템을

기본 단위로 삼아 작업 흐름을 구축하였다.

또한 신뢰도는 비슷하지만 그 이유는 각각 다르다. 건축공

사의 경우 선행업체가 작업을 제때에 완료해 주지 못한 것

이 주 원인이었으며,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건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체간 의존성이 크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된

일에 충실치 못한 점이 주 원인이었다. 플랜트 공사의 경우

앞 단의 작업 배치 사이즈를 크게 잡은 것이 병목 작업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작업 흐름의 기본 형태 및 문제도 각각이기 때

문에 각 공사 특성에 따른 프로세스 매핑, 문제점 발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 토목 및 플랜트 현장에 린 건

설에서 제시하는 일일작업 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신뢰도 및

작업 지연 사유를 측정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국내 현장 운

영의 문제점 및 산업차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의 개

선을 위한 방향도 제시하였다. 3개 현장의 PPC는 평균

79%였으며, 2일 기준 PAT는 16%였다. 외국과 비교 시

PAT 점수가 유난히 낮았고, 이는 국내에서 전체 프로세스를

참여 주체들간에 협력하여 기획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작업 지연 사유의 주된 이유는

‘계획 변경’ 및 ‘준비 작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외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

세 단위에서의 계획 능력이 약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며,

계획한 작업을 실천하려는 의식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산업차원에서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하고 있는 제도적, 구조

적 문제점들이 린 건설을 도입하는 데에도 역시 걸림돌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선진기법의 도입과 동시에 선진 발주

및 계약 방식의 적용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각 현장마다 2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측정된 신뢰도 값이나 작업 지연 사유들이 국내 건축, 토목,

플랜트의 특성이나 문제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반 프로세스들을 분석하지 못하였고, 측정 기간 중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에 국한하였다.

다만, 린 건설이라는 선진기법을 통해 상세 단위에서 분석

을 한 결과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그 문제점들의

원인과 린 건설에서 사용하는 측정치들을 사용하여 정량적

인 데이터로서 외국과 비교했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둔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한층 심화된 분석을 위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일 작업 회의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장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더불어 토목,

건축, 플랜트 등의 사업에서 봤듯이, 각 프로젝트의 생산

특성을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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