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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산업에 있어 생산성 정보는 공사 진행의 효율성 파

악, 시공방법, 작업여건 및 투입자원의 성능이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프로젝트별 성과 측정, 향후 공사 계획

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지닌다(Oh, 2006). 따라서 

일정, 원가 등 공사계획 수립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생산성 실적 정보의 축적과 활용은 건설 프로젝트의 계

획 및 관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Woo, 

2008). 그러나 건설산업에서 생산성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기능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생산성 데이터

의 수집 및 분석 방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건설 생산

성 관리를 대부분 현장관리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고 있

으며, 생산성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사계획 및 관

리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Oh, 2006). 또한 

현재 국내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생산성 기준을 제공하면서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할 때 근거가 되는 표준품셈은 공동주

택공사에서 실제 투입되는 노무량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

으며 전문가 설문에서도 표준품셈 대비 실투입노무량이 적

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Jeon, 2015). 이

에 따라 공사계획 시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 없이 개산견적 

및 공정계획이 진행되고, 공기 지연 시 공기단축을 위해 무

조건적인 인원투입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단축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적정공기 

산정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설공사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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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산정 시 공정계획의 기본이 되는 생산성 정보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에 건설 생산성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시도되어 왔

으나, 주로 골조공사에 대한 생산성 영향요인 도출 및 생산

성 데이터 분석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골조공사가 공기의 약 50%, 공사비의 약 45%를 차지하는 

동시에 형태와 구조가 반복되고, 주 공정을 이루어 공사기

간의 단축 및 공사비용의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공

종이기 때문이다(Woo, 2008). 하지만 점차 고층화 되는 건

축공사에서 마감공사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마감공

사 또한 토공 및 골조공사와 함께 전체공기를 결정하는 요

소이다(Kim, 2003). 하지만 현재 마감공사 생산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기존의 생산성 관련 연구는 생산성 분석 시 필요한 

작업물량 데이터를 전문가의 경험 및 직관에 의해 산정함으

로써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데이터 분석기술에 대한 한계

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발전되고 있으며 이미 타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과 딥

러닝(Deep learning)기술을 활용한 데이터분석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하루 단위로 매일 발생하며 데이터 간에 복

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설 생산성 데이터 분석에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생산성 데이터는 보다 다양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마감공사를 대상으로 생산

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영향요인과 생산성 간의 관계

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딥러닝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개

산견적, 공정계획을 위한 작업일수 산정, 투입인원 산정 등

과 같은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과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따

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생산성 예측 

및 생산성 영향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단위작업별 생산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딥러닝 기반

의 생산성 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설공사에서 노무관리의 경우 비용적 측면에 있어 순 공

사 대비 노무비용이 약 40%를 상회할 정도로써 매우 중요

한 공사관리 요소라 할 수 있다(Ha. 2002).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딥러닝 기반 단위작업별 생산성 예측모델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의 범위를 공동주택 마감공사 중 주공종인 

동시에 노무 투입량이 가장 많은 내장공사의 노동 생산성으

로 한정한다.

딥러닝 기반 공동주택 단위작업별 생산성 예측모델을 개

발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생산성에 관한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건설산업에서의 

생산성 개념을 정의하고, 생산성 영향요인을 도출한다. 

또한 딥러닝 개념 및 원리에 대해 파악한다.

2)  도출된 생산성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생산성 도출 프로

세스를 개발한다. 생산성은 기준생산성, 실적생산성, 

측정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각각의 생산성 

도출 프로세스를 정립한다.

3)  생산성 도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반 공동주

택 단위작업별 생산성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4)  샘플 프로젝트 적용을 통해 기존의 생산성 분석방식과 

비교 분석하여 개발된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한다. 

2. 예비적 고찰

2.1 기존 연구 고찰

건설산업에서의 생산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생산성 영향요인 도출, 생산성데이터 수집·분석 및 예측 

측면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연구는 <Table 

1>과 같다.  

기존에는 주로 골조공사를 대상으로 한 생산성 관련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마감공사에 대한 생산성 연구는 미비한 시

점이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과 같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생산성 데

이터 분석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건축공사의 전체공기를 결정하는 요소인 마감공

사를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Fig. 1. Proces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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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liminary study on productivity

Category Title of paper Contents

Productivity 

impacting 

factor

Analysis of Delay Factors 

Based on Importance of 

Construction subject-

classified in Apartment 

Finishing Works

Analysis of work delay factors by 

construction subject and priority 

of management items for delays 

in finishing process

A Process of Selecting 

Productivity Influencing 

Factors For Forecasting 

Construction Productivity

Propose a process to select 

productivity factors which affect 

productivity to predict productivity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 Analysis on the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Productivity Improving 

Factors in Apartment 

Building Construction

Propose a breakdown structure of 

productivity improvement factors, 

derive major factors and apply/

analyze the application easiness 

and application effect of these 

factors

Collecting, 

analying and 

predicting 

productivity 

data

Analysis of Labor 

Productivity in Reinforced 

Concrete Work

The labor productivity of the 

reinforced concrete work is 

derived and compared with 

the labor quantity of standard 

estimating system

The Development of a 

Productivity Prediction 

System in the Structural 

Framework of Apartment 

Housing Projects Using 

Data Mining Technique

Propose a system for predicting 

the productivity of each uni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based on the 

information accumulated in the 

data warehouse

The Application of Data 

Warehouse for Developing 

Construction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Propose a methodology for 

accumulating and analyzing 

construction productivity data 

and presenting a productivity 

prediction model

2.2 생산성

생산성은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서, 기본적인 개념은 투입량(Input)에 대한 생산량

(Output)의 비(Ratio)로 나타낼 수 있다(Huh, 2009).

건설 생산성의 경우 투입자원과 산출물을 무엇으로 규정

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프로젝트의 효

율적 관리와 시공능력 향상, 그리고 생산성 데이터의 기능

적 활용을 위해 공종 및 단위작업의 생산성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공종 및 단위작업 수준의 생산성 측정

에서 투입된 자원은 노무량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산출물은 

진행된 작업물량으로 정의된다(Oh, 2006).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생산성은 단위작업의 노동생산성

으로써 단위작업에 있어 노무자 1인이 1시간 동안 작업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물량(Qty/man·hour)을 의미하며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식 1)

2.3 생산성 영향요인

생산성 영향요인이란 생산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 인자들을 말하며 생산성 영향요인으로는 기후조건, 작

업환경, 공법, 노무자의 숙련도 등 수많은 인자들이 있다

(Lim, 2008). 

본 논문에서 생산성 예측모델 개발 시에 적용할 내장공사 

단위작업에 대한 생산성 영향요인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생산성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였으며 <Table 2>와 같다.

Table 2. Productivity-impacting factors in interior works

No. Impacting factor Example

1 Weather clear, cloudy, rainy, snow, …

2 Temperature
average of minimum and maximum 

temperature

3 Month of construction Jan., Feb., Mar., …, Dec.

4 Unit size 59m2 , 84m2 , 124m2 , …

5 Number of floors 1st floor, 2nd floor, 3rd floor, …

6 Crew combination group of one, group of two, group of three,…

<Table 2>에서 제시된 생산성 영향요인은 공사 특성 및 

기후조건과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인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의 주관적인 영향요인은 생산성 데이터 수집 

시에 일일 작업일지 및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것이다.

2.4 딥러닝

기본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은 입

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며 출력값과 목표값을 비

교하여 오차값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하며 학습이 이루어진

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의 일종인 기계학습 모델로 입력

층과 출력층 사이에 여러 단계의 은닉층으로 구성되어있으

며, 자율적으로 사고하여 결론을 내리는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 기술로 작동된다.

기존의 신경망은 은닉층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질수록 

학습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딥러닝은 

‘activation’, ‘optimizer’ 등의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였다.

Fig. 2. Deep neural network diagram (Par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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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야에서는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공정 및 체계화가 힘들다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건설 정보 통합을 위해 필요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와 그러한 데이터의 정보를 판단하는 등의 

작업에 딥러닝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다(Park, 2017). 이

에 건축 현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산성 데이터의 경우에도 

향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고, 

수많은 생산성 영향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축적

된 생산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분석함에 있어 딥러닝을 접목

하고자 한다.

3. 생산성 도출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산성 도출 프로세스는 <Fig. 3>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된다. 본 프로세스는 대량의 데이터 세트

를 분류하고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데 용이하도

록 딥러닝 학습모델을 적용한 프로세스로서 각 단계별 구체

적인 프로세스는 3.1~3.3과 같다.

3.1 기준 생산성

본 프로세스의 1단계는 공사시작 전 기준생산성을 도출하

는 단계이다. 기준 생산성은 공사계획 시 기준(baseline)이 

되는 생산성으로서 협력업체 내역서, 표준품셈, 공사기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다. 협력업체 내역서에서는 단위

작업에 대한 계약 수량을, 표준품셈에서는 단위작업에 대한 

품을, 그리고 공정표 및 공정계획 자료에서는 공종별 계획

된 공사기간 데이터를 수집한다. 각각의 데이터를 상기 식

(1)에 대입하여 기준생산성을 도출한다.

3.2 실적 생산성

본 프로세스의 2단계는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일보와 본 

연구에서 제작한 일일 작업일지 상의 데이터를 통해 실적생

산성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작업일보에서는 단위작업에 대

한 출력인원을, 일일 작업일지에서는 단위작업에 대한 작업

물량과 작업시간 데이터를 수집한다. 각각의 데이터 또한 

상기 식(1)을 통해 일별 실적생산성을 도출한다. 

3.3 측정 생산성

본 프로세스는 1단계에서 도출된 기준생산성과 2단계에

서 도출된 실적생산성의 비교·확인 후 허용범위 이상의 차

이값이 발생하게 되면 3단계인 측정생산성 도출 단계를 진

행한다. 이 때 허용범위 이상의 차이값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측정생산성 도출 단계는 진행하지 않는다.

본 프로세스의 3단계는 직접 눈으로 보고 데이터를 수집

하는 워크샘플링(Work sampling)기법을 통해 측정생산성

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워크샘플링은 작업내용 중 비효율적

인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수립을 목적으로 확률과 통

계이론에 근거하여 고안된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워크샘플링의 종류 중 단시간 내에 대상 작업의 효율평

가와 작업지연에 대한 원인분석에 용이한 5분 측정법(Five-

minute ratings)을 사용하여 생산성 영향요인 관련 데이터

와 측정생산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측정생산성

Fig. 3. Deep learning-based productivity calcu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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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이사항 분석 및 기준/실적 생산성과의 비교를 통해 기

존의 생산성 영향요인을 점검 보완한다. 이 때 기존 영향요

인이 제거될 수도, 새로운 영향요인이 추가될 수도 있다. 또

한, 이 단계에서 수집된 생산성 영향요인 및 측정생산성 데

이터는 실적생산성 영향요인 및 실적생산성 데이터와 함께 

딥러닝 학습모델을 통해 학습된다.

수많은 현장의 실적생산성 및 측정생산성 데이터가 딥러

닝 학습모델에 축적되어 학습된다면 표준생산성이 도출될 

것이고, 이는 새로운 현장의 기준 생산성 산출 시 협력업체 

내역서와 표준품셈을 보완하며 피드백 역할을 할 것이다.

4. 딥러닝 기반 생산성 예측모델 개발

앞서 제시된 생산성 도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

서는 생산성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는 딥러닝을 이용하

여 생산성 예측 및 영향요인별 영향도를 분석할 수 있는 모

델을 나타낸다. 본 모델을 통해 예측되는 생산성은 프로젝

트 단위작업별 영향요인 조건에 따른 표준생산성으로서 유

사프로젝트의 초기 개산견적, 공정계획을 위한 작업일수 산

정, 투입인원 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Fig. 4>는 딥러닝 

기반 생산성 예측모델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으

로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생산성 데이터 수집

여러 현장의 실적생산성 및 측정생산성 관련 데이터는 

딥러닝 기반 생산성 예측모델의 데이터베이스로 수집된

다. 수집된 생산성 데이터는 딥러닝 학습을 위해 Input값과 

Output값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정의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4.1.1 Input

Input값은 딥러닝 학습모델의 입력층 데이터로써 본 연구

에서는 일별로 수집된 생산성 영향요인으로 정의된다. 상기

에 제시된 내장공사 단위작업에 대한 생산성 영향요인은 작

업일보, 일일 작업일지 및 워크샘플링 기법을 통해 수집되

며 딥러닝 학습을 위해 <Table 3>과 같은 규칙을 통해 정량

적 데이터(숫자)로 변형되어 Input값으로 설정된다.

Table 3. Productivity impacting factor variation rules 

No. Impacting factor Variation rules

1 Weather clear→1, cloudy→2, rainy→3, snow→4, …

2 Temperature
average of minimum and maximum 

temperature

3
Month of 

construction
Jan.→1, Feb.→2, Mar.→3, …, Dec.→4

4 Unit size 59m2→59, 84m2→84, 124m2→124 …

5 Number of floors 1st floor→1, 2nd floor→2, 3rd floor→3, …

6 Crew combination group of one→1, group of two→2, …

4.1.2 Output

Output값은 딥러닝 학습모델의 출력층 데이터로써 본 연

구에서는 일별 생산성 값(Qty/man·hour)으로 정의된다.

4.2 딥러닝 학습

설정된 Input, Output 데이터세트들은 딥러닝 학습모델에 

축적되어 생산성 영향요인과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가 학습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딥러닝 학습모델은 2개의 은닉층

으로 이루어진 모델로서 Keras와 Tensorflow 라이브러리를 

통해 구동시키도록 Python언어로 코딩되었다.

Fig. 4. Deep learning-based productivity prediction process Fig. 5. Deep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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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딥러닝 학습모델에 사용된 함수는 <Table 4>와 

같다. ‘loss’는 한 번 신경망이 실행될 때마다 오차 값을 추적

하는 함수이고, ‘optimizer’는 오차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정

하는 함수이며 ‘activation’은 다음 층으로 어떻게 값을 넘길

지 결정하는 함수이다. 

Table 4. Deep learning model used functions

function category used function

loss ‘mean_squared_error’

optimizer ‘adam’

activation 

hidden layer 1 ‘relu’

hidden layer 2 ‘relu’

output layer ‘linear’

사용된 함수를 기반으로 생산성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학

습절차는 생산성 영향요인(Input)과 생산성(Output) 간의 은

닉층 및 출력층의 가중치가 학습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다.

1)  Input과 Output 값이 포함된 데이터세트와 임의의 가중

치를 지정한다.

2)  초깃값을 입력하여 신경망을 실행한 후 임의의 가중치

를 거쳐 생산성 값을 산출한다.

3)  신경망을 통해 산출된 생산성 값과 목표 생산성 값(생산

성 산출식에 의해 도출된 생산성)의 오차를 측정한다.

4)  역방향으로 전파하여 오차가 줄어들도록 출력층과 은닉

층의 가중치 값을 갱신한다.

5)  위의 2~4 순서를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여 조정된 가

중치를 통해 결과를 출력한다.

본 학습모델에 Input, Output 데이터세트를 축적하여 학

습시킴으로써 가중치 값은 수렴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생

산성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생산

성 영향요인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4.3 생산성 예측 및 영향요인별 영향도 분석

수많은 현장의 생산성 데이터가 딥러닝 학습모델에 축적되

어 학습되면 영향요인에 따른 생산성 예측 및 영향요인별 영

향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단위작업에 대한 생산성 영향요인을 Input값으로 설

정하고, 딥러닝 학습모델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수렴된 가

중치 값으로 신경망을 실행하면 생산성 값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된 생산성 값을 통해 향후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기간별 

투입인원 산정이 가능할 것이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단위작업의 생산성 영향요인을 <Table 3>의 규칙을 통

해 변형하여 딥러닝 학습모델의 Input 값으로 설정한다.

2)  신경망을 실행하여 딥러닝 학습모델을 통해 수렴된 가

중치 값을 거쳐 예측되는 생산성(Output)을 도출한다.

3)  예측된 생산성을 통해 유사 프로젝트의 물량을 고려하

여 기간별 투입인원을 산정한다.

또한, 본 모델은 각각의 생산성 영향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지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6개의 생산성 영향요인들 중 1개씩 요

인을 제외하여 딥러닝 학습을 한 뒤, 평균 제곱 오차(mean_

squared_error)를 산출하여 영향도 순위를 파악하였다. 평균 

제곱 오차를 측정할 때에는 각 요인별 10번의 학습을 실시하

여 산출한 뒤 평균값을 통해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5. 샘플 프로젝트 적용 및 검증

5.1 샘플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1개

의 공동주택 현장을 대상으로 딥러닝 기반의 생산성 예측모

델을 적용하였다. 현장에 대한 정보 수집 개요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Overview of gathering data from sample project

Category Contents

project name Yongin A apartment new construction

construction period 2016.02.~2019.03.(38months)

scale 5 basement floors, 23-26 floors above ground

number of units 1,679units

target scope 2 buildings (Unit size:73A, 73B, 84A, 84B)

target activity
interior work–ceiling installation work 

(wooden ceiling)

data collection period about 1month (2018.0705~2018.07.27)

샘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상기에 정의된 기준생산성, 실

적생산성, 측정생산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각의 생산

성 값을 도출하였다. 실적생산성 데이터 수집 시 2개동 3팀의 

작업조에 대해 총 53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도출된 기

준 및 실적생산성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Baseline and actual productivity of sample project

Category Contents

Baseline 

productivity

Standard 

estimating 

system

Planned 

work 

volume

Planned 

construction 

period

Productivity

0.0042man/m2 6930.69m2 14days 2.126m2/man·hours 

Actual 

productivity

Date
Manpower 

commitment

Work

volume
Productivity

2018.07.05. 3people 178.30m2 7.429m2/man·hours  

2018.07.06. 3people 141.35m2 5.890m2/man·hours 

：

2018.07.27. 3people 143.50m2 5.979m2/man·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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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준생산성과 실적생산성 차이값의 허용오

차범위를 5%로 설정하였다. 이에 샘플 프로젝트의 기준 및 

실적생산성은 허용범위 이상의 차이값이 발생하여 워크샘플

링의 5분 측정법을 통한 측정생산성 도출 단계를 진행하였

다. 5분 측정법에서는 각 작업조의 작업자 별로 관찰 단위시

간 동안 50%이상 실질적인 작업을 하고 있으면 “Working”

으로, 50%이상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면 “Not-working”으

로 분류하여 기록표에 기록한다. 본 샘플 프로젝트 단위작업

에 대한 작업 분류기준은 <Table 7>과 같이 설정하였다.

Table 7. Criteria for classification

Category Contents

Working

- When carrying or supplying material 

-  Participating in physical work related to ceiling 

installation such as cutting and machining materials, 

climbing ladders, installing materials, attaching 

gypsum boards, etc. 

- Operation of machine or equipment 

-  Review drawings and discussions to make decisions 

about work, work instructions

Not-working

- Waiting for another job to finish 

- Waiting for a hoist 

- conversation that is not relevant to work 

-  operation of machinery or equipment not related to 

work 

- private rest, smoking, restroom

본 연구에서는 워크샘플링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계획단계에서 신뢰도, 측정간격, 오차한계, 사건 발생률 설정

을 통한 최소 샘플수를 산출하였으며 <Table 8>과 같다.

Table 8. Five-minute ratings design of sample project

Category Value Remarks

Reliability 95%
95% of the observations are true and 

5% is not true

Measurement 

interval
1minute

Record Working/Not-working per labor

 in 1 minute

Margin of error 5% Set the accuracy of data analysis

Incident rate 50%

The ratio of events that occur during 

the whole observation. In this study, 

50% is set because it is divided into 

Working / Not-working

Minimum 

number of 

samples

384
Calculated according to sample size 

determination formula

샘플 프로젝트의 5분 측정법 설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소 샘플 수 이상인 총 4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5분 

측정법 기록 양식에 따라 <Fig. 6>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

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각 작업조 별 유

효작업 비율 및 측정생산성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Effective work rate and productivity by crew

Crew Labor
Total man 

units
Effective Effectiveness Productivity

CrewA 
labor1

180 98 54.44% 4.685m2/man·hours  
labor2

CrewB labor3 90 74 82.22% 4.350m2/man·hours 

CrewC 
labor4

130 81 62.31% 4.477m2/man·hours  
labor5

워크샘플링 결과, 측정생산성 값은 기준생산성과 실적생

산성의 사잇값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의 생산성 영향요인 외에 추가될 영향요인은 발견되지 않았

다. 하지만 5분 측정법을 통해 산출된 유효작업 비율은 측정

생산성 값과 비례관계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작업조 별 

유효작업 비율이 높다고 하여 단위시간당 수행할 수 있는 

작업물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하여 관측 시 분석한 결과 작업조A, C와 같이 2인1조로 구

성된 작업조의 경우 작업자 1명이 주된 작업을 실행하고, 그 

외의 작업자 1명이 자재 운반 및 절단과 같은 보조 작업을 

실행하였다. 이는 보조 작업을 실행하는 작업자의 유효작업 

비율이 주된 작업을 실행하는 작업자의 유효작업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음으로써 전체적인 작업조의 유효작업비율은 

낮게 나타나지만,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분담을 통해 생산

성 측면에서는 1인1조로 구성된 작업조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작업조 구성뿐만 아니라 작업

자 별 숙련도 및 작업 날짜, 층수, 평형타입 등 다양한 생산

성 영향요인이 측정생산성 값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5분 측정법의 단순한 관측을 통해 객관

적인 분석이 어려우며, 이를 위해 5.2절에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였다.

Fig. 6. Example of five-minute 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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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샘플 프로젝트 생산성 분석

수집된 샘플 프로젝트의 실적 및 측정생산성 관련 데이터

는 딥러닝 학습을 위해 Input값과 Output값으로 구분하여 

<Table 3>의 규칙에 따라 정량적 데이터로 변환 후 학습모델

에 적용하였다. 변환된 데이터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Deep learning model data of the sample project

Input

Output
Weather

Temperature 

(℃)

Month of 

construction

Unit size 

(m2)

Number

of floors

Crew 

combination

2 26.5 7 84 10.00 3 7.43

1 28.5 7 73 14.00 2 5.88

1 31.0 7 73 16.33 1 7.84

：

2 31.5 8 73 11.00 2 4.48

수집된 Input, Output 데이터세트를 기반으로 본 인공

신경망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표로 주

로 사용되는 평균 제곱근 오차(root_mean_squared_error, 

RMSE)값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의 예측모델

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일반 회귀분석 모델 및 3차 회귀분석 

모델과 본 논문의 DNN모델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비교하

였다. 그 결과, 일반 회귀분석 모델은 1.702, 3차 회귀분석 

모델은 1.205, 본 논문의 DNN모델은 0.645로 산출되었다. 

이는 본 모델의 평균 제곱근 오차가 기존의 모델 대비 약 

62%, 46%를 나타내어 기존 모델들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유사프로젝트에 생산성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생산

성을 산출한 결과 4.38m2/man·hours 값이 산출되었다. 이는 

실제 시공 후 생산성을 측정하였을 때 4.57m2/man·hours 값과 

0.19의 미미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샘플 프로젝트의 실적 및 측정 생산성 데이터를 딥

러닝 학습모델에 적용하여 평균 제곱 오차 값을 통해 영향

도를 분석 하였으며 영향도 순위는 <Table 11>과 같이 나타

났다.

Table 11. Impact analysis of sample project impacting factor

Ranking Impacting factor Mean Squared Error

1 Crew combination 0.425776178

2 Weather 0.356041349

3 Unit size 0.239837265

4 Month of construction 0.230310184

5 Temperature 0.130245713

6 Number of floors 0.117560328

평균 제곱 오차 값은 각 영향요인을 제거하였을 때 딥러

닝 학습을 통해 산출된 값으로, 산출된 값이 클수록 생산성

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는 샘플 프로

젝트의 천장틀공사 데이터만을 학습하였을 때 영향도 분석

으로 향후 다른 단위작업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었을 경우 

각 영향요인 별 영향도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5.3 표준품셈과 생산성 예측모델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산성 예측모델과 기존 국내 건설공

사의 일반적인 생산성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표준품셈과 투

입인원 산정 프로세스를 비교해보면 <Fig. 7>과 같다.

비교 결과, 기존의 표준품셈을 통한 투입인원 산정 시에

는 프로젝트별 조건이 반영되는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품셈의 경우 1일 작업시간이 같다면 동일한 생산성 값

이 산출되는 프로세스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산

성 예측모델의 경우 프로젝트별 상이한 조건들이 학습을 

통해 반영된다. 또한, 샘플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을 때 표

준품셈의 경우 천장틀, 석고보드 항목의 품을 각각 추출한 

뒤 작업시간에 따라 생산성을 산출하여 합산해야 하는 반

면에 본 모델의 경우 작업조 단위로 실행하는 단위작업별 

딥러닝 학습을 실시하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을 별개로 고

려하여 합산할 필요가 사라진다. 이는 전체적인 투입인원 

산정 프로세스를 고려하였을 때 소요시간이 절약되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유사프로젝트의 생산성을 표준품셈과 생

산성 예측모델을 통해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2>

와 같다. 

표준품셈 및 생산성 예측모델을 통해 산출된 값은 실측생

산성 값 대비 각각 46.61%, 95.84%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

품셈의 경우 프로젝트별 생산성 영향요인에 대한 개별적인 

Fig. 7. Comparing input labor calculation process 
(AS-IS,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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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반영되지 않아 실측생산성 값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생산성 예측모델에 대량의 데이터가 축적된

다면 더욱 정확한 값이 예측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12. Productivity prediction comparison (AS-IS, TO-BE)

Measured 

productivity

AS IS

(Standard estimating system)

TO BE

(Productivity prediction model)

4.57 m2/man·hours 2.13 m2/man·hours 4.38 m2/man·hours 

6. 결론

국내 건설산업에서 생산성 관리는 대부분 현장관리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성 데이터를 공사계획 

및 관리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생산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엔지니

어링 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물로 딥러닝 기반의 생산성 예측모델을 개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성에 관한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건설산업에서의 생산성 개념을 정의하고, 

생산성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생산성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생산성 도출 프로세스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

으로 딥러닝 기반 공동주택 단위작업별 생산성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샘플프로젝트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딥러닝 기

반 공동주택 단위작업별 생산성 예측모델을 샘플프로젝트

에 적용한 결과, 영향요인에 따른 생산성 예측 및 영향요인

별 영향도 분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딥러닝 기반의 생산성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현

장에 적용함으로써 생산성 예측을 위해 딥러닝을 건축 분야

에 도입하여 체계적인 생산성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함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동주택 마감공사 중 내장

공사만을 대상으로 모델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범위적인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단위작업에 대한 일별 작업물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서류

가 체계화되어있지 못해 별도의 일일작업일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적용 측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

주택 모든 공종에 대한 생산성 예측 및 영향요인 분석이 가

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Ha, Y.H.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labor management system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Huh, Y.K., Lee, J.Y., Yun, S.H., Tae, Y.H., and 

Ahn, B.R. (2009). “Productivity Measurement and 

Analysis on Factors in Steel Erec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KIC, 9(2), 

pp. 31-38.

Jeon, S.H., and Koo, K.J. (2015). “Comparison between 

Labor Inputs by Quantity per Unit Method and by 

Actual Data Method in the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Work”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6(1), pp. 110-118.

Kim, T.H. (2009). “Analysis of Labor Productivity 

in Reinforced Concrete Work”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Kim, Y.J., Han, J.Y., Shin, D.W., Kim, K.R., Kim, 

C.D., and  Seo, S.W. (2003). “A Tact Planning and 

Scheduling Process Model for Reduction of Finishing 

Work Duration in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IK, 

19(1), pp. 161-168.

Lee, S.H., Kim, Y.M., Kim, J.H., and Kim, J.J. (2011). 

“Analysis of Delay Factors Based on Importance 

of Construction Subject-classified in Apartment 

Finishing Work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KIC, 11(1), pp. 73-81.

Lim, J.I., Kim, Y.S., Kim, Y.S., and Kim, S.B. (2008). 

“A Process of Selecting Productivity Influencing 

Factors For Forecasting Construction Productivit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9(4), pp. 92-100.

Oh, S.W., Kim, M.H., and Kim, Y.S. (2006). “The 

Application of Data Warehouse for Developing 

Construction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7(2), pp. 127-137.

Park, B.R., Choi, E.J., Lee, H.E., Kim, T.W., and 

Moon, J.W. (2017). “Research Trends for the Deep 

Learning-based Metabolic Rate Calculation” KIEAE 

Journal, KIEAE, 17(5), pp. 95-100.



12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0권 제2호 2019년 3월

이기륜·한충희·이준복

Son, C.B., and Lee, D.C. (2005). “An Analysis on the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Productivity Improving 

Factors in Apartment Building Constructio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IK, 21(4), 

pp. 133-140.

Woo, G.B., Oh, S.W., Kim, Y.S., and Kim, Y.S. (2008). 

“The Development of a Productivity Prediction 

System in the Structural Framework of Apartment 

Housing Projects Using Data Mining Techniqu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IK, 

24(9), pp. 113-122.

요약 : 국내 건설산업에서 생산성 정보는 중요성과 그 기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방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
하다. 또한 생산성 관리는 대부분 현장관리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성 데이터를 공사계획 및 관리에 적극 활용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생산성 예측 및 생산성 영향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단위작업별 생산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딥러닝 기반의 생산성 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인 딥러닝 
기반의 공동주택 단위작업별 생산성 예측모델은 신뢰할 수 있는 생산성 정보 데이터에 딥러닝을 적용하여 향후 데이터가 축적될수
록 발전되는 기술로 공동주택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의 기본 모듈이 될 수 있다. 또한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의 생산성 데이터를 통
한 개산견적, 공정계획을 위한 작업일수 산정, 투입인원 산정 등과 같은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과정에 활용 가능하며 공사 진행 중 
예측과 다른 생산성 발견 시 원인 분석에 용이하여 신속한 대응 및 향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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