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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the importance of managing factors affecting labor productivity has been recognized and 

emphasized. However, in the previous study, qualitative evaluation only took place for these factors. In this 

study, therefore, identified and quantified the priority of factors decreasing labor productivity, and established 

basic data.

기존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예상, 1994)의 연구, (전용덕, 2001)의 연구, (손창백, 2002)의 연구, (박주현, 2003)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의 문제점으로 정석적인 평가만으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부

족하였고,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생산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저하요인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정량화함으로써 저하요인의 관리를 통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

다.

노동생산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표 1.에서 처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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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골조공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인력 관련요인, 설계 및 엔지니어링 관련요인, 공사관리 및 작업계획 관련요인, 건설공사 

투입자원 관련요인, 공사성격 관련 및 시공외적 요인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

로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류 하였으며, 이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적합한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모형화 하였다.

노동생산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 공사관리 및 작업계획 관련요인, 하위변수의 건설인력의 사기, 설계변경, 의사결정의 

지연, 장비조달 공급시간의 발생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저하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노동생산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저하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써 가장 먼저 관리를 해야 할 변수의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

키는 요인들의 정량적인 수치화를 하여서 저하요인들의 개선 된 정도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를 바탕

으로 실제 현장을 대상으로 하여 노동생산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저하요인의 우선적인 관리를 통하여 노동생산성의 저하요인의 

정량적인 데이터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문대상의 확대, 설문조사 기준의 세분화, 거푸집공사 외의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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