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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설공사에서 공정 리는 공사 기간을 결정하는 요한 단계이나, 설계단계에서 작업불가능 일수 측  산정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공기와 실행공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정계획 수립 시 실제에 가장 근 하는 방법으로 추석  구정연휴를 휴무일에 반 한 작업불가능 일수 산정방법과, 주요공

종별 특성분석을 통한 작업가능일수 산정방법을 제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단 공종에 한 공기산정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포함된 최 의 단 공기 산정방법을 제안하 다. 같은 장 동일공사에 한 기존 방법과 개선된 방법의 보정계수를 

용하여 소요작업 일수를 산출한바 개선된 방법이 실작업일수 기 으로는 22일(9.1%) 단축됨을 확인하 으며, 공종별 작업

소요일수 기 (안)을 수원지역 개착식 공동구 공사에 하여 용 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 다. 기 (안) 용  공사일 

수는 총 304일 이었으나, 기 (안) 용 후 공사일 수는 총 421일로 설계단계에서 공정계획의 요성을 로 확인하 다.
본 연구 결과는 그동안 장에서 행 으로 시행되어 오던 실 작업일수 계산과 공정표상 작업일수의 불일치로 인한 공정지

연을 방지하고 보다 실제에 근 한 공정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한다.

Abstract  Schedule management in construction work is an important step for determining the construction period.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lanned schedule and execution schedule because the estimation
and calculation of Non-Working days, in which possible at the design stage is not performed properly.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estimating the working days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work type and estimating
the Non-Working days reflecting the Chuseok and New Year Holidays, which is the closest method to the actual work
in the schedule planning. By applying the correction factor of the existing method and the improved method for the
same construction in the same site, improved method was reduced by 22 days (9.1%) based on the actual working
days. The importance of schedule management was confirmed as an example by comparing the data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 (pla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schedule delays, which are caused by the 
inconsistency between actual working days calculation that had been practiced conventionally and the working days
on the schedule table, can be prevented. In addition, it will help to establish a schedule plan that is closer to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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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정 리란 건설공사에서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
가와 사 조사, 자재발주, 력회사 선정 등 공사착수 

비와 본 공사 단계별 시공과 공 등 일련의 과정을 계

획하여 단계별로 수행하는 리로서 매우 요한 과정이

나, 재 수행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는 과거의 경험  

례에 따른 계획과 리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장 

용 시 많은 어려움을 수반되고 있다.
공정계획 수립에서 해당 지역에 한 기상정보 분석 

 반 은 매우 요한 과정이나 재 수행되는 모든 공

정계획에는 발주기 에서 제시한 작업불가능 기상조건

을 기 으로, 공사 정 지역 기상 의 과거 10년간 기상

측자료를 이용하여 작업불가능 일수를 산정한 후 법정 

공휴일 일수를 합하여 년 간 작업불가능 일수를 산정한

다. 그러나, 법정 공휴일 이외에도 추석 연휴와 구정 연

휴 기간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휴무로 진행되

고 있으나 년간 휴무일수에는 반 되지 않고 있는 실정

으로, 이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년 간 작업불

가능일 산정을 한 휴무일에는 기존의 법정 공휴일에 

추석  구정 연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실에 부합한다.
Lee et al.(2004)에서는 기후에 의한 작업불능일 산정

기 의 산정기간별 측오차를 비교분석[1] 하 으며, 
Shin et al.(2005)는 인천 지역의 기후조건을 고려한 작

업불가능 일수를 제시[2]하 다. Kim et al.(2006)은 철

골공사의 작업불가능일수를 정확하게 측하기 하여 

기후요소 도출  정량  기 을 설정[3]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존자료를 통한 측과 특정 지

역  공종에 하여 언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추석연휴와 구정연휴를 포함한 년간 작업불가능일수 산

정  반  방안과 발주기 별로 제각각인 기존의 천후

에 의한 작업불능일수 산정사례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와 산업안 보건에 한 규칙 등을 검토하여 보완 용

한 작업불가능 일수 용기 을 제안하 으며, 기존 가

동율 산정방법  문제 을 비교 분석하여 작업조건별 

작업가능일수 산정과 이에 따른 보정계수 산출  용

방법을 제시하여 보다 합리 으로 실제에 근 한 공정계

획이 되도록 하 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설공사에서 공정 리는 기획단계, 설계단계, 발주

단계, 시공단계, 운 단계에 이르는 로젝트  과정 동

안 제한된 산  자원을 가지고 로젝트가 요구하는 

품질의 목 물을 정기간 내에 완성해야 하는 주요 

리항목이다[4].  Fig. 1은 공정 리 체 범   사용자

에 따른 범 를 나타낸다.

Fig. 1. Step Scope of Schedule Management

본 논문의 공정 리 범 는 설계단계에서 공사기간 

산정과 련된 사항이다. 설계단계에서 공사기간이 정확

히 분석되어야 발주/시공단계에서 공정표 작성이 수월하

며, 계산 공기와 실행 공기 차이 한 최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기간을 이루는 구성요소(Fig. 2)는  크게 작업가

능기간과 작업불가능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업불가

능 기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통제 가능한 요인

과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있으며,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

로는 법정 공휴일과 추석  구정연휴 등 휴무일과과 기

상요인을 들 수 있다[1].

Fig. 2. Construction Period Component

본 논문에서는 합리 인 공정계획 수립을 하여 기

상요인에 의한 작업불가능 요소와 련하여 서울권, 수
원권, 구권, 부산권, 목포권, 태백권 등 6개 지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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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rea) Holiday Rainfall Snowfall Wind Temperatures

Seoul Legal 
Holiday

80㎜ or 
more

(24 hours)

Daytime 
50㎜ or 

more
(one day)

Up to 13㎧ 

or more
(one day)

Daily average 
less than 

0℃

에서 설계단계 공정 리계획 수립 시 용된 과거 10년
간 기상자료에 의한 년 간 작업불능일수  휴무일 산정

과 용 황을 조사하 다. 사례별 기상자료에 의한 작

업불가능 일수가 용된 황에 하여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  도출  토목공사일반표 시방서와 산업안 보

건기 에 한 규칙 등 을 검토하여 보완 용한 작업불

가능 일수 기 (안) 제시하 으며, 분류 작업조건별 작

업가능일수 산정과 이에 따른 보정계수 산출  용방

법을 제시하여 보다 체계 이고 합리 인 공정계획이 수

립되도록 하 다.

3. 휴무일 및 작업불가능 일수 산정을 

위한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3.1 지역별 현황

기존 공정계획 수립에서 용 는 사용되고 있는 기

상조건에 의한 작업불가능일수 산정방법은 해당 지역 기

상 에서 공사착수일 기  과거 10년 간 기상통계자료

를 입수하여 년 간 작업불가능일수를 산정하고 있다.
○○ 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장 설

계단계시 연간 작업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

다. 1단계는 해당 지역 발주처에서 제시한 법정공휴일 

 기상조건에 의한 작업불가능일 용기 (Table 1)을 

검토  확인한다. 2단계는 작업불가능일수 산정을 해 

해당지역(목포기상 )의 최근 10년간(2005년∼2014년) 
기상통계자료를 입수하여 작업불가능 용기 에 부합

하는 일수를 산정(Table 2) 한다.
3단계는 작업불가능일을 기 으로 년 간 가동율을 산

정한 다음 보정계수를 구한다. 4단계는 공사용 다  칼

다(Table 3)을 이용하여 작업불가능 용계획을 기

으로 단계별로 년 간 작업가능 공종을 검토한다. 5단계

는 산정된 보정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실작업일수에 곱

하여 소요작업일수를 산정한다. 6단계는 선, 후행작업을 

고려하여 최 의 공정계획표를 작성한다.

Table 1. Application Standard of Non-Working day 
(Level 1)

Division Holiday Rainfall Snowfall Wind Temperatures

Standard Legal 
Holiday

80㎜ or 
more

(24 hours)

Daytime 50㎜ 

or more
(one day)

Up to 13㎧ 

or more
(one day)

Daily average 
less than 0℃

Table 2. Non-Working day Calculation(Level 2)

Division Ja Fe Ma Ap Ma Ju Jl Ag Se Oc No De Sum

Sum ① 18 16 5 5 6 5 6 5 7 6 5 10 94

Rainfall ② - - - - - - 1 - - - - - 1

Snowfall ③ - - - - - - - - - - - - 0

Temperatures ④ 12 10 - - - - - - - - 1 5 28

Wind ⑤ - - - - - - - - - - - - 0

Holiday ⑥ 6 6 5 5 6 5 5 5 7 6 4 5 65

Table 3. Multiple calendars Application(Level 3)

Division Application 
plan

Closed days calculation(year)
Yearly 

working 
day

Applicati
on

standard
days

Working day 
calculation 

method

Cal.0 Preparation 
for start, etc. - 365 - 365

Cal.1
License, 
material 

production
⑥ 65 365-⑥ 300

Cal.2 Interal work ④+⑥ 93 365-(④+⑥) 272

Cal.3 Exterior work
②+③+
④+⑤+

⑥

94 365-(②+③+④
+⑤+⑥) 271

상기의 년 간 작업일수 산정 방식은 재 부분 로

젝트 설계단계에서 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Table 4는 최근 10여 년간 발주된 공사  ○○ 역

상수도 용수공  신뢰성 제고사업[서울], ○○ 고속도로 

○○ 건설공사[수원], ○○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공사[ 구], 부산 ○○시티 조성공사[부산], ○○ 

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목포], ○○ 상수도 

망 최 리 시스템 구축사업[태백] 이며, 국 6개 지역

별 장에 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법정공휴일  기상

조건에 의한 작업불가능 일수 용기 이다. Table 5는 

지역별로 발주처가 제시한 작업불가능일을 기 으로 산

출된 년 간 작업불가능 일수에 한 년 간 가동율 황

이다.

Table 4. Non-Working day application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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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Legal 
Holiday

30㎜ or 
more

(24 hours)

Daytime 
10㎜ or 

more
(one day)

Up to 13㎧ 

or more
(one day)

Daily average 
less than 

0℃

Daegu Legal 
Holiday

80㎜ or 
more

(24 hours)

Daytime 
50㎜ or 

more
(one day)

Up to 13㎧ 

or more
(one day)

Daily average 
less than 

0℃

Busan Legal 
Holiday

10㎜ or 
more

(24 hours)

Daytime 
10㎜ or 

more
(one day)

Up to 10㎧ 

or more
(one day)

Daily average 
less than 

4℃

Mokpo Legal 
Holiday

80㎜ or 
more

(24 hours)

Daytime 
50㎜ or 

more
(one day)

Up to 13㎧ 

or more
(one day)

Daily average 
less than 

0℃

Taebeak

Reflects the 
probability 
of overlap 

with weather

10㎜ or 
more

(24 hours)

Daytime 
10㎜ or 

more
(one day)

Up to 13㎧ 

or more
(one day)

Daily average 
less than 

0℃

Table 5. Annual operating rate by region

Division Seoul Suwon Daegu Busan Mokpo Taebeak

Holiday 188
day

129
day

87
day

162
day

98
day

211
day

Operating 
rate 48.5% 64.7% 76.2% 55.6% 73.2% 42.2%

Constructi
on period

15.12∼
19.11

16.11∼
21.09

10.08∼
14.09

15.04∼
20.03

15.10∼
21.09

10.12∼
14.11

Months 48 59 50 71 71 48

Order A Co B Co C Lg A Co D Lg E Co

Lg ; Local governments

Table 4와 Table 5 분석 결과 지역별 작업불능일 

용 기 이 강우/강설의 경우 많이 상이하며, 바람/기온의 

경우 부산권이 타 지역과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A공사 경우 동일한 발주기 이지만 지역별 강우/강설/
바람/기온 등 용기 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3.2 구정 및 추석 연휴 현황

공정계획시 구정  추석 연휴에 하여 휴무일과 

복 계산되고 있으며, 정 공기와 실행 공기의 차이가 발

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불가능 일수 산정시 연휴(구
정  추석연휴)에 하여 고려하는 것이 실제와 부합한

다. Table 6과 Table 7은 최근 20년간 추석연휴기간  

구정연휴기간 동안 실제 휴무일  일요일 포함 여부를 

조사한 자료이다.
공식 휴무일은 일요일 포함 평균 3∼4일로 조사되었

으며, 실제 장에서의 휴무 기간은 평균 5일이 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장에서 공정계획 수립시 연휴에 

포함된 일요일을 복 반 하거나, 일요일을 제외한 휴

무일을 반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추석  구정 연휴 기간은 일요일 포함 5일을 

반 하고, 년 간 휴무일과 복되는 일요일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실제에 근 한다.

Table 6. Chuseok and Sunday in recent 20 years

Division Chuseok holiday Include 
Sunday Holiday Actual 

Holiday
1998 10.3∼10.6 10.4 Sunday 4 5
1999 9.23∼9.26 9.26 Sunday 4 5
2000 9.10∼9.13 9.10 Sunday 4 5
2001 9.30∼10.3 9.30 Sunday 4 5
2002 9.20∼9.22 9.22 Sunday 3 4
2003 9.10∼9.12 No Sunday 3 4
2004 9.26∼9.29 9.26 Sunday 4 5
2005 9.17∼9.19 9.18 Sunday 3 4
2006 10.5∼10.8 10.8 Sunday 4 5
2007 9.23∼9.26 9.23 Sunday 4 5
2008 9.13∼9.15 9.14 Sunday 3 5
2009 10.2∼10.4 10.4 Sunday 3 5
2010 9.21∼9.23 No Sunday 3 5
2011 9.11∼9.13 9.11 Sunday 3 5
2012 9.29∼10.1 9.30 Sunday 3 5
2013 9.18∼9.20 No Sunday 3 5
2014 9.7∼9.10 9.7 Sunday 4 5
2015 9.26∼9.29 9.27 Sunday 4 5
2016 9.14∼9.16 No Sunday 3 5
2017 10.1∼10.6 10.1 Sunday 6 6

Table 7. New year and Sunday in recent 20 years

Division New year 
holiday 

Include 
Sunday Holiday Actual 

Holiday
1998 01.25∼01.29 01.25 Sunday 3 5
1999 02.14∼02.17 02.14 Sunday 4 4
2000 02.04∼02.06 02.05 Sunday 3 3
2001 02.21∼02.25 02.21 Sunday 4 5
2002 02.10∼02.13 02.10 Sunday 4 4
2003 01.31∼02.02 02.02 Sunday 3 3
2004 01.21∼01.25 01.25 Sunday 3 5
2005 02.06∼02.10 02.06 Sunday 3 5
2006 01.28∼01.30 01.29 Sunday 3 3
2007 02.17∼02.19 02.18 Sunday 3 3
2008 02.06∼02.10 02.10 Sunday 3 5
2009 01.25∼01.27 01.25 Sunday 3 4
2010 02.13∼02.15 02.14 Sunday 3 3
2011 02.02∼01.24 01.22 Sunday 3 5
2012 01.21∼01.24 01.22 Sunday 3 4
2013 02.09∼02.11 02.10 Sunday 3 3
2014 01.30∼02.02 02.02 Sunday 4 4
2015 02.18∼02.22 02.22 Sunday 3 5
2016 02.06∼02.10 02.07 Sunday 5 5
2017 01.27∼01.30 01.29 Sunday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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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용기준 개선(안)

재 발주기 별로 기상조건에 의한 작업불가능 일수 

용기 은 제각각 통일성이 없이 용 되고 있다. 를 

들면 온도에 의한 작업불가능 기 이 0℃ 이하인 곳도 

있고 4℃ 이하(Table 4)인  곳도 존재하는 등 일 성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상조건에 의한 작업불가능일 산정은 토목

공사일반표 시방서와 산업안 보건기 에 한 규칙 

등을 용하여 통일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단하

다. 토목공사일반표 시방서를 용한 작업불가능 일수 

산정은 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0℃ 이하 이거나 30℃ 이

상인 경우 작업 지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의 경우 5℃ 이하인 경우 작업 지 한다. 산업안 보건

기 에 한 규칙을 용한 작업불가능 일수 산정시 순

간풍속이 당 10m를 과하는 강풍의 경우 작업 지

를 권고하고 있다.
토목공사일반표 시방서  산업안 보건기 에 

한 규칙 등을 용한 작업불가능 일수 기 (안)은 Table 
8과 같다. 작업불가능 일수 기  용은 강우, 강설에 

한 작업불능기 은 한국도로공사 기 을, 풍속[5]은 산

업안 보건 기 에 한 규칙을 용하 다. 기온은 토

목공사일반표 시방서 작업 지 온도를 용하 으며, 
추석  구정연휴는 과거 20년 동안 추석  구정 연휴

기간(Table 6/7)을 고려하여 기존 휴무일에 3일씩 추가

하여 산정하도록 하 다.

Table 8. Non-Working day standard(plan)

Division Application standard

Holiday
Legal Holiday + Reflected on the 5th day of 
Chuseok and New year Holiday
(sunday overlap)

Rainfall 30㎜ or more(24 hours)

Snowfall Daytime 10㎜ or more(one day)

Wind Up to 10㎧ or more(one day)

Temperatures Daily average less than 0℃

4. 가동율 산정을 통한 보정계수 및 

공종별 소요작업일수 산정기준(안)

4.1 기존 방법과 개선된 방법의 비교

토목공사는 부분 야외에서 수행되므로 보다 체계

이고 합리 인 공기산정[6,7]을 하여 공사용 다  칼

다 Table 3의 가장 가동율이 낮은 공종을 기 으로 임

의의 작업에 한 실작업일수 240일로 가정하여 비교하

여 보았다.

1) 기존 가동율 및 보정계수 적용 시 문제점 

기존 작업가능계수(가동율)  단 공정 소요 공기산

정은 그동안 간헐 으로 사용된 식(1), (2)를 기 으로 

장에서 용하고 있다. 

작업가능계수(년 간 가동율) 
= (년 간 가동일 수) ÷ 365       (1)
   년 간 가동일 수 

= 365 - (년 간 휴무일  공사불능일수)      (2)

기존에 간헐 으로 사용하던 보정방법을 사용하여 년 

간 휴무일수 94일인 지역에서 실작업일수 240일인 공사

에 한 소요작업일수를 산정하 다. 
년 간 가동일수 271(일)
년 간 가동율 

= (271 ÷ 365) × 100 = 74.24(%)
가동보정율 산정 = 1÷ 0.7424 = 1.347
소요작업일수 산정 1.347 × 240 = 324(일)
가동율을 역수로 산정 할 경우 가동보정율이 높게 산

정되어, 소요작업 기간(일수)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향

이 발생한다.
 
2) 개선된 보정계수 산정 및 적용 방안 

년 간 작업불가능 일수만큼의 비율로 보정해주는 것

이 타당하며, 이에 한 보정계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년간가동일수= {365 - (년 간 휴무일  

공사불능일수)}       (3)
년간가동율= (년간가동일수) ÷ 365 = A      (4)
소요작업일수 산정을 한 보정계수(α)
= 1 + (1 –A)       (5)
여기서, A : 년 간 가동율, 보정계수 : α

개선된 보정방법을 사용하여 년 간 휴무일수 94일인 

지역에서 실작업일수 240일인 공사에 한 소요작업일

수를 산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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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 Condition Annual Non-Working day

Tunnel
Excavation and lining 
has no effect on the 

outside
Holiday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 Non-Working 
day + eight days(Chuseok and 
New year Holiday)Earthwork 

& 
Temporary 

facility

Excavation & 
Temporary facility

Back filling & Filling

•Winter and Chuseok 
Consideration :

Non-Working day from February 
16 to December 31 + (46+4), 
4days(Chuseok Holiday)

Concrete 
structure

RC structure

PC structure

Pavement

Asphalt : Quality 
degradation below 5℃

Concretet : Quality 
degradation below 5℃

Division Ja Fe Ma Ap Ma Ju Jl Ag Se Oc No De Sum
Holiday 6 6 5 5 7 5 4 6 6 6 4 5 65

Chuseok and 
New year 
Holiday

4 4 8

년 간 가동일수 271일
년 간 가동율 

= (271 ÷ 365) × 100 = 74.24(%)
가동보정율  소요작업일수 산정  

= 1÷ (1 – 0.7424) = 1.258
소요작업일수 산정 1.258 × 240 = 302(일)

3) 결과 분석 

실작업일수 비 소요작업일수 산정은 동일한 작업에 

하여 기존에 간헐 으로 사용하던 방법과 개선된 방법

으로 계산한 결과 22(일) 차이가 발생하 으며, 개선된 

방안은 작업불능일수 만큼의 비율로 보정해 주는 방법으

로 실제와 합치되는 보정방법임을 알 수 있다.

4.2 개선방안

1) 개선된 보정계수 적용 여부

에서 살펴본바 기존에 장에서 간헐 으로 용하

던 보정계수는 작업불가능율과 동떨어진 방법으로 과다

하게 산정되어 용에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보다 실제

와 합치되는 개선된 보정계수 용을 통한 공정계획 수

립으로 경제 이고 효율 인 공정계획이 되도록 해야겠다.

2) 개선된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공종 분류

공종 분류는 W.B.S 하  단계에서 표공종인 터

공, 토공  가시설공, 콘크리트 구조물공, 포장공 등으

로 Table 9와 같이 분류하 다.

Table 9. Working day standard(plan) by work type

주요 공종별 분류는 년 간 가동율  보정계수 산정에 

용하여 계산공기와 실행공기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하

다. 물론, 여기서 콘크리트공의 경우 구조물 내부 거푸

집 해체작업은  외기에 향을 받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

며, 콘크리트 양생 작업은 년  무휴로 가능하므로 보정

계수 용을 통한 공정계획 수립 시 고려가 필요하다. 
한, 터 공의 경우 갱구부  환기구 등 외기에 하는 

공사와 포장공은 공정계획 수립시 기 (안)이 기온에 

향을 미치는 동 기 기간을 피하여 계획 하는 것으로 가

정하 다. 

5. 적용 예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작업불가능 일수  공종별 작업

소요일수 기 (안)의 검토를 하여 설계단계에서 수원

지역 개착식 RC Box 공동구 단 공정을 년 간 작업 기

으로 약 2㎞ 공사에 하여 분석하 다. 1구간 = 
200m 기 이며 총 304일의(Fig. 3.) 실작업일수(2019.05
∼2020.02)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Fig. 3. RC BOX unit schedule(Before reviewing 
standards)

1) 기준(안)을 적용한 작업불능일 검토

해당 지역 발주처에서 제시한 법정공휴일  기상조

건에 의한 작업불능일 용기 은 작업 불가능일수 기

(안)을 용(Table 8) 하 으며, 작업 불가능일수 산정을 

하여 수원 기상 측소의 2008년∼2017년 기상조건은 

Table 10과 같다. 기 (안)의 기 으로 산정된 작업불능

일은 년  작업 시 총 140일로 집계되었다. 

Table 10. Calculation of Non-Working day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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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
her 

condi
tions

Rainfall - - - - 1 1 5 3 2 - - - 12
Snowfall - - - - - - - - - - - - 0

Wind - - - - - - - - - - - - 0
Tempera

tures 23 13 1 - - - - - - - 1 17 55

Sum 29 23 6 5 8 6 9 9 12 6 5 22 140

2) 작업 불가능일수 및 보정계수 산정

년 간 작업 불가능일수는 140일 이며, 작업 가능일수

는 225일 이다. 가동율은 225 / 365 = 61.64%, 가동율을 

한 보정계수= 1 + (1 - 0.6164) = 1.384

3) 보정계수를 적용한 작업 일수 산정

련 단 공종의 실작업일수에 1.384를 곱하여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일수로 변경한다. Fig. 4는 보정계수를 

용한 공사소요일수 이며, 총 421일의 공기(2019.05∼
2020.06)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발주  시

공단계 공정계획에서는 Fig 4 공정표를 기 으로 하여 

월별 휴무일을 고려한 수정 공정표 작성이 필요하다. 

Fig. 4. RC BOX unit schedule(After reviewing standards)

6. 결론

공정계획은 최선을 생각하면서 최악의 조건에 비해

야 한다. 건설공사에서 공사 정구역 기상조건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공정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요한 요

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수행된 국 6개소 로

젝트에 한 기상 련 휴무일수 산정  용사례를 비

교분석하여 문제  도출과 토목공사일반표 시방서  

산업안 보건기 에 한 규칙 등을 검토하여 공정계획 

수립 시 기상조건에 의한 작업불능일 산정기 의 다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함으로서 좀 더 실제에 근 한 공정계

획이 수립 되도록 기 (안)을 제시하 다.
그리고 단 공정 작업소요일수 산정을 한 보정계수 

산출  용 방법을 제안하여 계산공기와 실행공기 간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특히 실 작업일수에 

한 보정은 그동안 년 간 가동율의 역수를 간헐 으로 사

용하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보정계수 산출은 년 간 

작업불능 비율만큼 보정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 이고 균

형된 보정방법 이라고 생각하여 보정계수 식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공정계획 수립 업무에 효율이 증진되고 정

된 공기의 지연이 없는 공정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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