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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빅데이터, AI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대형 물류시설,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 시장에서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건설산업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작업 인력의 고령화와 기능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로봇기반의 자동화 기술과 OSC (Off-site Construction)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Chi, 2017). 이러한 

변화 속에, 건설관리 영역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활용과 관

리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Eom, 2017).

공정관리는 프로젝트 내 정보통합과 이해관계자 간 소통

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업무로, 목표한 예산과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계획과 현황을 시각화하고 수치화하여 프로젝트 관리

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Jung & Kim, 2011). 건설산업과 

같이 복잡도가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젝

트를 관리하는 데에 공정관리는 필수적이다.

공정관리 업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Faghihi et al., 2015). 프로젝트 관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

정을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공정계획 수립이 중요하기 때

문에 공정계획 자동화 연구는 건설관리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연구 중 하나이다(Kim, 2001). 기존의 공정계획 기법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신속한 공정계획 수립과 운영에 여러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현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정계획 기

법인 CPM (Critical Path Method)은 프로젝트 기간을 준수

하여 관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법이지만, 이를 체계적으

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이해하고 전문 소프트웨

어를 활용하는 인력과 조직의 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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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다양한 공종을 통합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초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 반복적이

고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한다. 한편, 공정표의 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관리자의 판단이 필요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작성

자가 아니면 작업계획을 이해하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지연

을 숨기거나 왜곡하더라도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점

이 존재한다(Jang et al., 2007; Jung & Kim, 2011; Jang et 

al., 2016; Kim, 2001).

본 연구는 건설 공정계획을 자동화하고 시각화하여 공정

관리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작업 일정과 작업 위치를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정계획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관리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은 관리

자도 신속·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 CPM기법을 비롯한 공정계획 자동화 관련 

선행연구 방법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작업과 작업 간

의 선후 연결을 자동화하는 소프트로직 알고리즘을 개발한

다. 또한,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정계획 기법의 실무 활용성을 검증한다.

연구의 절차 및 논문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첫째

로, 선행연구로 공정관리 수행 단계별 고려사항과 현업

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CPM기법과 공정계획 자동화 연

구의 한계점을 고찰한다. 둘째로, 선행연구의 공정계획 자

동화 방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공정계획 기법

을 정의한다. 셋째로, 제안한 기법을 기반으로 소프트로

직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넷째로, 건

설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한 작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공사관리자

가 업무별 범위설정만으로 자동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하

고, 진행에 따라 수정된 계획을 만드는 프로토타입 프로

그램을 제작하여 제안한 기법의 실무 활용성을 검증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공정관리 절차

공정관리는 <Fig. 2>와 같이 계획단계, 공정표 작성단계, 

공정 통제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계획단계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이해하고, 업무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종과 공간 등을 나누어 프로젝트 업무 분류 기준이 되는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를 작성하고 업무 범위

를 정의한다. 그리고 공정계획을 작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프

로젝트 전체 기간과 주요 목표 일정(Milestone)을 설정한다. 

그리고 각 업무의 담당자가 업무별 수행 방법과 필요한 자

원계획을 수립한다(Lewis, 2005).

공정표 작성단계는 세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을 추

출하고 각 작업의 자원계획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을 산정한

다. 그리고 작업 간 논리적인 연결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논

리적인 관계는 하드로직과 소프트로직으로 구분한다. 골조

공사에서 1층 이후에 2층 공사가 진행되는 것과 같이 선후

관계가 변경될 수 없는 관계를 하드로직 또는 필연적 선후

관계라고 한다. 한편, 천정마감 공사와 바닥마감 공사 또는 

A동 천정마감 공사와 B동 천정마감 공사와 같이 관리자의 

계획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를 달리 진행할 수 있는 관

계를 소프트로직 또는 비필연적 선후관계라고 한다(Fan et 

al., 2012).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인력이나 장비와 같은 자원

이 일정한 규모로 연속성 있게 투입하는 것과 단기간에 투

입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그 이유

는,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거나 철수하는데 추가적인 비용

이 발생하거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Joo et al., 2015). 

그리고 단기간 집중된 자원 투입은 조달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인력과 장비는 많은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

서, 가능한 수준의 자원배정 계획과 평준화된 자원 투입계획

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공정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Nader, 2013).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

된 공정표는 각 분야의 관리자가 검토하여 관리기준이 되는 

계획을 확정한다.

공정 통제단계는 승인된 공정계획에 따라 진행하면

서 현황을 반영하고 계획과 실시 현황을 비교하여 공기

지연 발생을 모니터링 한다. 특정한 수준 이상의 공기

Fig. 1. Research framework Fig. 2. General Process for Schedu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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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 발생하거나 범위 또는 수행 방법의 변경이 있

을 때,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를 종료한다(Lewis, 2005). 

2.2 CPM기법의 문제점

CPM은 작업과 작업의 연결로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네트

워크 공정기법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작업 간의 관계, 작업

의 기간 등을 표현하여 일정계획을 하고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일정 지연이나 추가되는 작업을 도식으로 표기하

고 계산하여 주공정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기법이다(Jang et 

al., 2007). CPM기법은 프로젝트 전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공정(Critical Path; CP)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전체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가이드 한다는 특성이 있다. 다른 공정관리 

기법에 비해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고 프로젝트의 공기 지연 

원인을 분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주처는 건

설사와 계약 조건에 CPM적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건설 프

로젝트 관리하는데 CPM기법의 활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

려움이 있다.

첫째로, CPM기법으로 건설 공정표를 작성하면 그 형태

가 복잡하여 다른 이해관계자가 공정표를 이해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과 같이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높고 동일한 작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거나 다양한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

우, 복잡한 연결과 대량의 공정표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공정계획을 작성하고 수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Ragel et al., 2021; Reda, 1990). CPM기법에 LOB (Line of 

balance) 또는 바차트와 결합하는 연구와 TACT공정계획 기

법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계획의 작성과 수

정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Joo et al., 2015; Kim et 

al., 2004; Ryu, 2010).

둘째로, 프로젝트 기간을 좌우하는 주경로 상의 작업만

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건설 프로젝

트에서는 주경로가 아닌 일반경로 상의 작업에서 자재나 기

능인력이 확보되지 않거나, 작업 투입 전에 승인받아야 하

는 사소한 문서를 누락하거나, 필요한 사전 조치 등의 절차

를 지키지 않은 등의 다양한 관리 실수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여유기간이 사라지면서 일반경로가 주경로가 되어 일

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상

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간·월간의 상세 공정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일일단위 작업 계획을 하고 이를 평면

이나 단면도에 표현하는 등 관리자마다 경험과 지식으로 부

가적인 공정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CPM기법만으로 

공정관리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Lee 

et al., 2006).

셋째로, 공정표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공정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획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더라도 이를 즉

각적으로 알아차리거나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CPM에서 작

업의 선후연결은 4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선행작업이 완

료된 후 후행작업이 시작하는 FS (Finish to Start), 선행작

업 시작 후 후행작업이 시작하는 SS (Start to Start), 선행작

업 완료 후 후행작업이 완료하는 FF (Finish to Finish), 선

행작업 시작 후 후행작업이 완료하는 SF (Start to Finish)

가 있다. 여기에 Lag와 Lead (-Lag)로 작업 연결 간에 기간

을 주는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과 작업의 연결 

방식을 선택하거나, 진행 중인 작업의 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데에 관리자의 판단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정지연이 발생하

여 잔여기간을 과소산정하거나 FS로 연결되어 있던 작업을 

SS나 FF로 변경하여 지연을 숨길 수 있다(Kim, 2007). 이러

한 이유로, CPM을 활용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FS로 연

결을 90% 이상 적용하고, 작업기간과 Lag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권장한다(Nader, 2013). 하지만 이를 철저히 준수하

는 것은 작업영역을 세분해야 하기 때문에 형태가 더 복잡

한 공정표를 만들게 된다.

넷째로, 작업을 텍스트로 정의하기 때문에 공정표 작성자

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해석할 때 오해가 발생할 수 있

다. 작업을 정의할 때 동사 형태로 표현하여 작업을 구체적

으로 표현하고 작업 영역을 포함하여 다른 작업과 명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Nader, 2013),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작업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도면과 같은 시각자료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지원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다.

다섯째로, 건설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공간을 고

려한 계획이 필요한데 CPM은 작업의 공간 요소를 고려하

지 않는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Kim et al., 1997; Lee et 

al., 2010; Stradal & Cacha, 1982). 선행작업이 완료되지 않

은 상태에서 후속작업이 투입되어 작업 간에 충돌이 발생

하거나,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Choi et al., 2013; Choi 

& Ryu, 2015; Kim et al., 1997; Lee et al., 2010; Thabet & 

Beliveau, 1994).

2.3 공정계획 자동화 연구

공정관리를 자동화하는 연구는 <Table 1>과 같이 오랜 기

간 이루어져 왔다. 1) 기존 실적과 지식 기반 접근, 2) BIM과 

같은 모델 기반 공정추출, 3) 규칙 기반의 경로를 선택하도

록 하는 전문가 시스템, 4) 작업 간 변이 발생으로 개선된 경

로를 얻는 유전자 알고리즘, 5) 공정과 원가를 동시에 고려

하여 원가 최적을 찾는 뉴럴 네트워크 방법, 5) 변수들 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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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정량화하여 모델화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값을 

얻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등 다양한 공정계획 자동화 연구가 

있었다(Faghihi et al., 2015).

Kim (2001)은 기존 실적과 지식기반 접근방식으로 템플

릿을 활용하여 작업의 추출과 작업 간 연결에 반복적인 작

업을 간소화하였다. 기존에 축적한 실적과 지식의 세부적인 

설정 값을 저장한 환경을 템플릿이라 한다. 시설이나 용도별

로 업무와 세부 작업을 저장한 템플릿과 작업 간의 선후관

계를 정의한 템플릿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관리 비전문가도 부분적으로 공정계획을 작

성할 수 있었다(Kim, 2001).

Zou and Zhang (2020)은 제약조건에 의한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여러 공간에 배정된 동일한 작업에 자동으로 우선순

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약조건으로, 1) 작업의 

위치 이동 시 버퍼 시간 부여, 2) 작업팀의 연속 유지, 3) 작

업자의 고용된 시작과 종료기간, 4) 프로젝트의 제한된 기간 

등을 이용하여 비용이 최적화되는 소프트로직을 제시하였

다(Zou & Zhang, 2020).

Ryu and Kim (2009)은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모델을 가지고 기둥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드

를 이용하여 작업 영역을 구획하는 존(Zone)을 설정하였다. 

존을 이용하여 존 내에 작업의 순서를 정의하고, 존과 존 간

의 작업 순서를 임의로 정의하여 공정계획을 생성하였다. 이

를 모델과 연계하여 4D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Ryu & Kim, 2009). 이와 같이 BIM의 활용이 확대되면

서 모델객체로부터 작업을 추출하고 공정 정보를 가진 템플

릿을 연계하여 공정계획을 자동생성하는 연구가 최근 많이 

이루어졌다(Oh et al., 2016; Park et al., 2018; Song et al., 

2012; Vries & Harink, 2007).

2.4 CPM과 기존 공정계획 자동화 방법의 한계점

CPM기법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공정계획 자동화 방

법 그리고 한계점을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로, 공정계획을 할 때 유사한 작업을 반복해야 하고 수작업

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기존 실적과 지식기반의 템플릿을 

이용하여 계획작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계획 수

정이 어려운 문제는 조건문과 같은 규칙 기반의 전문가 시

스템을 활용하여 소프트로직이 수정된 계획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일 이상의 기간을 가진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작

업의 잔여기간과 같은 관리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의 해

결이 필요하다.

둘째로, CP가 아닌 작업의 관리 소홀로 갑작스럽게 여유 

기간이 사라지는 문제는 TACT와 같이 하드로직 간 연결 외

에 모든 작업 간에 소프트로직을 연결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작업을 CP로 관리해야 하고 

작업의 지연이 발생하면 변경된 계획으로 공정목표를 준수

하는 수정된 계획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고의로 공정지연을 숨기거나 일정을 조작하는 것

은 FS관계 만을 사용하게 하고, 잔여기간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영역을 매우 세세하게 분

Table 1.  Automation in construction schedul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Faghihi et al., 2015)

Category Contents
Reference 

issue

Case-based 

reasoning and 

knowledge-based 

approaches

Dependent on utilizing similar historical 

data and developing knowledgebase to 

tackle the scheduling problem

1988~2010

Model-based

Emphasizing the development of rules for 

automating construction schedules such 

as spatial reasoning

1994~2012

Expert systems

As a subse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fined as a computer-based algorithm 

that imitates human decision-making skill

if–then structures instead of regular 

practical codes

1970~2001

Genetic 

algorithms

Focused on resource optimization and 

leveling by integrating the concepts of 

critical path method and line of balance

1985~2010

Neural networks
Used to highlight the cost–schedule 

tradeoffs and perform cost optimization.
1999~2008

Other methods

System Dynamics Model rearrange the 

projects in the given program to come up 

with a better sequencing of the projects 

in order to maximize cost savings

2013~2015

Table 2. Shortcomings of CPM & Automated Scheduling Method

Shortcoming of CPM Scheduling solutions Limitations

Repetitive & manual 

work for scheduling and 

difficulty of revision

Case-based reasoning 

and knowledge-based 

approaches.

Expert systems

(Soft-logic automation)

Shall be define 

remaining duration 

of activities in 

progress. 

Expert opinion is 

required.

Carelessness of non-CP 

and Sudden vanishing 

of float

All activities that are 

not linked by hard logic 

must be linked by soft 

logic.

Expert systems.

(Soft-logic automation)

All activities must be 

CP. And if an activity 

is occured delay 

impact, alternative 

plan should be 

presented.

Hiding or deceiving 

plan using diversity of 

relationships

Only FS relationship.

Do not require 

remaining duration.

Activities should be 

segregated by detail.

Mis-understanding by 

activity interpret

Model-based scheduling

Model required.

Not all activities can 

be expressed as a 

model.
Shortage of  

spatial element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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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넷째의 작업의 해석상 오해와 다섯째의 공간요소 고려의 

부족 문제는 모델기반으로 작업이 정의하고 모델의 공정 시

뮬레이션으로 공간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모델을 작성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점과 모든 작

업을 모델로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1) 템플릿을 활용한 업무

별 세부 작업의 추출과 작업 간 하드로직의 정의, 2) 그리드

를 활용한 작업영역의 구분, 3) 제약 프로그램밍을 활용한 

소프트로직 자동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CPM기법이 가

지는 한계점을 개선하는 공정계획 기법을 고안하였다.

3. 가산 그리드 공정계획 기법

3.1 가산 그리드 공정계획 기법의 정의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가산 그리드 공정계획 기법

(Countable-grid Scheduling Method, 이하 CSM)은 일정한 

크기의 그리드를 이용하여 작업을 포함하거나 작업이 진행

되는 공간 영역을 정의하고, 하드로직과 세부 작업을 정의하

는 템플릿과 소프트로직 자동화 방법을 활용하여 공정계획

을 자동화하고 시각화하기 위해 고안한 공정계획 기법이다. 

여기서 가산 그리드(Countable-grid)는 그리드로 분할한 공

간 영역의 개수를 세거나 공간 영역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가산 그리드라고 하였다.

기존의 CPM이 주경로(CP)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경로를 중점으로 일정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 CSM은 그리

드로 공간을 세세하게 분할하고, 분할된 작업을 모두 연결하

여 주경로와 일반경로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작업

이 적정한 시점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을 계획하여 일시

적으로 과도한 자원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Fig. 3>.

3.2 CSM의 특징

CSM은 기존의 기법과 비교하여 크게 3가지의 차별적인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CSM은 일정한 크기의 작업 영역(아

래, 그리드)으로 분할한다. 그리드는 작업이 포함된 영역을 

분할하며, 하나의 작업팀이 작업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공

간을 설명한다. 그리드는 x축, y축, z축 값을 조합하여 작업

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조합된 그리드 값은 계획

된 일정별로 작업영역을 시각화하는 기준 정보인 키(key)의 

역할을 한다. 참고로, 설계도에서 사용하는 기둥의 중심축으

로 작성하는 X축, Y축 그리드와 연관성은 없다. 예를 들어, 

<Fig. 4>와 같이 평면 구역을 사각형의 임의의 동일한 규격

으로 구분하고, 단면 구역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층단위로 구

획한다.

둘째로, 작업은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정의하고 모든 작업 

간 연결관계는 FS로 연결한다. <Table 3>과 같이 CPM은 SS, 

FF의 관계나, 후행작업의 일정을 지연하거나 앞당기는 Lag

나 Lead (-Lag)를 가지는 것과 달리, CSM은 FS만을 사용한

다. 이러한 특징으로, 세 가지의 연계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1) 하나의 그리드는 하루에 두 개 이상의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 2) 작업의 상태를 완료와 미완료만으로 정의할 수 있

다. 3) 작업의 잔여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CSM은 

그리드 내에 작업 간에 공간적인 충돌을 차단한다. 그리고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관리자의 판단이 요구되는 잔여기간

이나 작업 간 연결관계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인 은

폐나 조작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Table 3. CSM & CPM Relationship between activities

Predecessor Successor
CPM CSM

Relationship Lag Relationship

Line Marking Form installation FS 0 FS

Form installation Rebar installation SS, FF 1 FS

Rebar installation Embedded utility SS 1 FS

Embedded utility Inspection FS 0 FS

Inspection Concrete casting FS 0 FS

셋째로, 작업은 생산성 제약과 선행완료거리 제약조건을 

가진다. CSM에서 생산성은 “작업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하

나의 팀이,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그리드 개수”를 의미한다. 

Fig 3. Activity Duration & Path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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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작업영역의 구분, 3) 제약 프로그램밍을 활용한 소프

트로직 자동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CPM기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개선하는 공정계획 기법을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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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가산 그리드 공정계획 기법

(Countable-grid Scheduling Method, 이하 CSM)은 일정한 

크기의 그리드를 이용하여 작업을 포함하거나 작업이 진행

되는 공간 영역을 정의하고, 하드로직과 세부 작업을 정의하

는 템플릿과 소프트로직 자동화 방법을 활용하여 공정계획

을 자동화하고 시각화하기 위해 고안한 공정계획 기법이다. 

여기서 가산 그리드(Countable-grid)는 그리드로 분할한 공

간 영역의 개수를 세거나 공간 영역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가산 그리드라고 하였다.

기존의 CPM이 주경로(CP)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경로를 중점으로 일정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 CSM은 그리

드로 공간을 세세하게 분할하고, 분할된 작업을 모두 연결하

여 주경로와 일반경로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작업

이 적정한 시점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을 계획하여 일시

적으로 과도한 자원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Fig. 3>.

�ig� ��� �cti�it�� �uration� �� Path� Concept

3.2� CSM의� 특징

CSM은 기존의 기법과 비교하여 크게 3가지의 차별적인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CSM은 일정한 크기의 작업 영역(아

래, 그리드)으로 분할한다. 그리드는 작업이 포함된 영역을 

분할하며, 하나의 작업팀이 작업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공

간을 설명한다. 그리드는 x축, y축, z축 값을 조합하여 작업

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조합된 그리드 값은 계획된 

일정별로 작업영역을 시각화하는 기준 정보인 키(key)의 역

할을 한다. 참고로, 설계도에서 사용하는 기둥의 중심축으로 

작성하는 X축, Y축 그리드와 연관성은 없다. 예를 들어, 

<Fig. 4>와 같이 평면 구역을 사각형의 임의의 동일한 규격

으로 구분하고, 단면 구역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층단위로 구

획한다.

Plan Section

�ig�� ��� Plan� grid� �� Section� grid

둘째로, 작업은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정의하고 모든 작업 

간 연결관계는 FS로 연결한다. <Table 3>과 같이 CPM은 

SS, FF의 관계나, 후행작업의 일정을 지연하거나 앞당기는 

Lag나 Lead (-Lag)를 가지는 것과 달리, CSM은 FS만을 사

용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세 가지의 연계되는 특성을 가지

는데 1) 하나의 그리드는 하루에 두 개 이상의 작업이 진행

될 수 없다. 2) 작업의 상태를 완료와 미완료만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작업의 잔여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CSM은 그리드 내에 작업 간에 공간적인 충돌을 차단한다. 

그리고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관리자의 판단이 요구되는 

잔여기간이나 작업 간 연결관계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의도

적인 은폐나 조작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Fig. 4. Plan grid & Section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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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생산성 제약은 해당 작업에 관련된 하나의 팀이 작

업을 하는 경우, 하루에 해당 작업의 생산성 값을 초과하여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CSM에서 선행완료 거리는 “작업이 특정 그리드에

서 시작할 때, 특정 그리드로부터 작업의 선행작업이 완료되

어야 하는 그리드 범위의 거리값”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선

행완료 거리 제약은 작업이 특정 그리드에 시작하고자 하는 

때에, 선행되는 작업이 일정거리 이내에 완료되지 않은 상태

인 그리드가 있다면 작업이 시작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

것은 작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선행작업의 작업자

나 장비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작업 영역을 확보하게 한다.

<Table 4>와 같이 CPM은 하나의 작업이 가지는 물량이나 

작업 범위에 대해 인력이나 장비와 같은 투입할 자원계획을 

통해 산출한 작업기간을 가진다. 동일한 작업이더라도 투입

할 자원계획에 따라 작업기간은 다를 수 있다. 반면, CSM은 

동일한 작업이 가지는 생산성과 선행완료 거리값은 다를 수 

없다.

Table 4. CPM activity duration & CSM constraints

Activity

CPM CSM

Duration
1-day 

Productivity

Predecessor 

completion distance

Line Marking 2d 5-grid 4-grid

Form installation 3d 3-grid 2-grid

Rebar installation 3d 3-grid 2-grid

Embedded utility 1d 9-grid 4-grid

Inspection 1d 9-grid 4-grid

Concrete casting 1d 9-grid 4-grid

한편, CSM에서 특정 작업의 투입 팀 수를 변경하면 하루

에 완료할 수 있는 그리드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1개 

팀이 하루에 3개의 그리드를 완료하는 거푸집 작업에 2개 

팀을 투입하면 하루에 6개의 그리드를 완료할 수는 있다. 공

기지연이 발생하면 프로젝트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작업팀

의 수를 변경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3.3 CSM 공정계획

CPM기법을 적용한 공정표는 <Fig. 5>와 같이 작업과 일

정 그리고 작업 간 선후 연결 관계를 도식화하여 표현한다. 

작업을 정의하고 각 작업의 기간을 산정하여, 작업이 정의된 

내용에 따라 작업 간의 선후관계와 연결방법을 정의한다. 이

렇게 작성된 공정계획으로, 작업이 언제 얼마의 기간 동안 

진행하는지, 해당 작업완료 이후 또는 시작 이후에 어떤 작

업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정별로 작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작업을 위치별로 분할하여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자의 공정계획 파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CSM을 이용한 공정계획은 <Fig. 6>과 같이 각 작업이 배

정된 그리드 범위를 지정한다. <Table 3>과 <Table 4>와 같

이 작업이 이미 가진 특성으로 정의된 작업 간 선후관계와 

각 작업이 가지는 생산성, 선행완료 거리와 같은 제약조건

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일자별로 어느 위치에 어

떤 작업이 진행하는 것인지 그리드로 표현된다. 이러한 공정

계획의 시각화 방법은 작업의 위치와 작업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간에 소통에서 

별도의 시각화 도구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장점을 보인다.

4. CSM기반 소프트로직 알고리즘 개발

CSM기법의 특징을 가지고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수립하

고 변경하는 소프트로직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작업이 하

루에 수행 가능한 그리드 개수인 작업의 생산성, 작업이 투

입되기 위해 확보되는 공간인 선행작업완료 거리, 그리고 프

로젝트가 준수해야 하는 기간을 주요한 제약조건으로 한다.

4.1 업무 범위 설정

수동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순한 4개의 그리드로 구획한 

Fig. 5. CPM Scheduling Model

Predecessor Successor
CPM CSM

Relationship Lag Relationship

Line�Marking For�� installation FS 0 FS

For�� installation Re�ar� installation SS�� FF 1 FS

Re�ar� installation ���edded� utility SS 1 FS

���edded� utility Inspection FS 0 FS

Inspection Concrete� casting FS 0 FS

�a�le� ��� CSM� �� CPM� Relationship� �et�een� activities

셋째로, 작업은 생산성 제약과 선행완료거리 제약조건을 

가진다. CSM에서 생산성은 “작업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하

나의 팀이,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그리드 개수”를 의미한

다. 그래서 생산성 제약은 해당 작업에 관련된 하나의 팀이 

작업을 하는 경우, 하루에 해당 작업의 생산성 값을 초과하

여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CSM에서 선행완료 거리는 “작업이 특정 그리드에

서 시작할 때, 특정 그리드로부터 작업의 선행작업이 완료되

어야 하는 그리드 범위의 거리값”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선

행완료 거리 제약은 작업이 특정 그리드에 시작하고자 하는 

때에, 선행되는 작업이 일정거리 이내에 완료되지 않은 상태

인 그리드가 있다면 작업이 시작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

것은 작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선행작업의 작업자

나 장비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작업 영역을 확보하게 한다.

<Table 4>와 같이 CPM은 하나의 작업이 가지는 물량이나 

작업 범위에 대해 인력이나 장비와 같은 투입할 자원계획을 

통해 산출한 작업기간을 가진다. 동일한 작업이더라도 투입

할 자원계획에 따라 작업기간은 다를 수 있다. 반면, CSM은 

동일한 작업이 가지는 생산성과 선행완료 거리값은 다를 수 

없다.

Activity

CPM CSM

Duration
��day�

Productivity

Predecessor� co�pletion�

distance

Line�Marking 2d 5-grid 4-grid

For�� installation 3d 3-grid 2-grid

Re�ar� installation 3d 3-grid 2-grid

���edded� utility 1d 9-grid 4-grid

Inspection 1d 9-grid 4-grid

Concrete� casting 1d 9-grid 4-grid

�a�le� ��� CPM� activity� duration� �� CSM� constraints

한편, CSM에서 특정 작업의 투입 팀 수를 변경하면 하루

에 완료할 수 있는 그리드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1개 

팀이 하루에 3개의 그리드를 완료하는 거푸집 작업에 2개 

팀을 투입하면 하루에 6개의 그리드를 완료할 수는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지연이 발생하면 프로젝트 기간을 준

수하기 위해 작업의 투입 팀 수의 변경 의사 결정할 수 있

다.

3.3� CSM� 공정계획

CPM기법을 적용한 공정표는 <Fig. 5>와 같이 작업과 일

정 그리고 작업 간 선후 연결 관계를 도식화하여 표현한다. 

작업을 정의하고 각 작업의 기간을 산정하여, 작업이 정의된 

내용에 따라 작업 간의 선후관계와 연결방법을 정의한다. 이

렇게 작성된 공정계획으로, 작업이 언제 얼마의 기간 동안 

진행하는지, 해당 작업완료 이후 또는 시작 이후에 어떤 작

업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정별로 작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작업을 위치별로 분할하여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자의 공정계획 파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Fi��� ��� CPM� Schedulin��Model

CSM을 이용한 공정계획은 <Fig. 6>과 같이 각 작업이 배

정된 그리드 범위를 지정한다. <Table 3>과 <Table 4>와 같

이 작업이 이미 가진 특성으로 정의된 작업 간 선후관계와 

각 작업이 가지는 생산성, 선행완료 거리와 같은 제약조건으

로, 공정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일자별로 어느 위치에 어떤 

작업이 진행하는 것인지 그리드로 표현된다. 이러한 공정계

획의 시각화 방법은 작업의 위치와 작업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간에 소통에서 

별도의 시각화 도구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장점을 보인다.

Fi��� ��� CSM� Schedulin��Model

��� CSM��� ������ ����� 개발

CSM기법의 특징을 가지고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수립하고 

변경하는 소프트로직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작업이 하루에 

수행 가능한 그리드 개수인 작업의 생산성, 작업이 투입되기 

위해 확보되는 공간인 선행작업완료 거리, 그리고 프로젝트

Fig. 6. CSM Schedul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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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과 마감공사 작업 일부를 가지고 CSM을 기반으로 공정

계획을 자동으로 수립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평면

을 그리드로 분할하고 <Fig. 7>과 같이 업무 범위를 배정한

다. 각 그리드에 배정된 작업은 <Table 5>와 같이 하드로직 

템플릿에서 정의된 선후관계에 따라 <Fig. 8>과 같이 그리드

별 작업순서가 배정된다.

 

Table 5. Hard-logic template

Predecessor Successor

Demolition Line marking

Line marking Partition wallA

Partition wallA Partition wallB

Partition wallB Mortar casting

Mortar casting Ceiling work

Ceiling work Floor finishing

Floor finishing Door installation

Door installation Furniture

Furniture Appliance

4.2 생산성 제약

그리드별로 배정된 특정의 동일한 작업은 제약된 자원으

로 동일한 일정에 수행할 수 있는 생산성만큼만 진행 가능

하다. <Table 6>과 같이 하루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리

드의 개수로 생산성을 정의한다.

따라서 <Fig. 9>와 같이 작업별 생산성에 따라 일정이 조

정된다. 철거작업은 하루에 한개의 그리드 작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A2그리드의 철거는 하루 밀린다. 칸막이A 작업도 하

루에 한개의 그리드만 가능하기 때문에 A2그리드와 B1그리

드의 칸막이A 작업이 하루씩 더 미뤄진다. 칸막이B 작업은 

하루에 2개의 그리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B1그리드, B2

그리드에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다.

4.3 선행완료 거리 제약

선행완료거리 제약은 작업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자재 

야적공간이나 작업자 동선, 장비나 작업자의 활동 반경 등

을 고려하여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의미한다. 

<Table 7>의 선행완료거리 값은 특정 그리드의 작업이 진행

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거리 이내에 선행되는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작업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작업 공간과 작업의 최

소 물량을 확보하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Fig. 10>과 같

이 작업별로 요구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이 조정

된다. 본 예시에서는 거리1은 변이 맞닿아 있는 그리드, 거리

2는 대각선의 위치에 있는 그리드로 정의하였다. A1에 마킹

장업은 거리 1에 A2의 철거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이 가능하

여 작업일 2일에서 3일로 일정이 조정된다. 방통의 작업은 

거리 2 이내에 선행되는 칸막이B의 작업이 모두 완료된 이

후로 일정이 조정된다.

Table 7. Precedence distance constraint

Activity Precedence distance

Demolition 0

Line marking 1

Partition wallA 0

Partition wallB 2

Mortar casting 2

Ceiling work 0

Floor finishing 1

Door installation 2

Furniture 0

Appliance 0

Fig. 7. Scope allocation with each work-layer 

Fig. 8. Initial schedule

Fig. 9. Schedule by Productivity constraint

Table 6. Productivity constraint

Activity Productivity

Demolition 1

Line marking 2

Partition wallA 1

Partition wallB 2

Mortar casting 3

Ceiling work 1

Floor finishing 2

Door installation 1

Furniture 2

Applia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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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프로젝트 기간 제약

생산성과 선행완료거리 제약에 의해 조정된 전체 계획일

정이 <Fig. 11>과 같이 15일이라는 프로젝트의 기간을 초

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은 알람을 주도록 하고, 

관리자가 작업 투입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Table 8>과 같이 작업 생산성을 조정하거나 투입팀을 늘려

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Fig. 12>와 같

이 프로젝트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다.

Table 8. Adjusted productivity

Activity Productivity Remarks

Demolition (2) 2-Team

Partition wallA (2) 2-Team

프로젝트 초기에 관리기준 공정계획을 수립한 이후 프로

젝트 진행의 현황에 따라 <Fig. 13>과 같이 작업 진행이 지

연되어 전체기간이 밀리게 되면 <Fig. 14>와 같이 잔여작업

의 생산성을 조정하도록 한다.

반대로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체기간을 앞당기게 되면 기

존에 추가한 생산성을 제거하여 전체기간을 준수하도록 한

다.

4.5 소프트로직 알고리즘

CSM기반 소프트로직 알고리즘은 <Table 9>와 같이 총 5

개의 제약조건으로 이루어진다. 1) 한 그리드에는 하루에 1

개의 작업만 가능하다, 2) 선행작업은 선후행 템플릿에 정의

한 순서를 준수한다, 3) 작업은 1개 팀에 의해 하루에 진행될 

수 있는 그리드의 개수 만큼만 작업 가능하다. 4) 작업이 요

구하는 일정거리 이내에서 선행작업이 진행 중이면 해당 작

업일정을 하루 미룬다. 5) 모든 작업은 제한된 기간 안에 완

료되어야 한다. 제한된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자원계획 변경

을 요구한다.

Table 9. Softlogic constraint condition

Constraint Description

1-1-1 Only one activity per day per grid

Hard-logic
Observe essential precedence. 

It is defined in the hardlogic-template.

Productivity

There is a limit to the number of grids that one team can 

do per day.

It Is defined in the work-template.

Precedence 

distance

The activity preceding the grid within a certain distance 

from the grid in which the activity is being performed must 

becompleted.

It is defined in the work-template.

Project period All activities must be completed within the project period.

컴퓨터가 초기 그리드별 작업을 하드로직에 맞게 배정하

면 그리드와 작업일을 반복적으로 생산성 제약과 선행완료 

거리 제약을 연산한다. 이를 <Fig. 15>, <Fig. 16>과 같이 생

산성 제약 알고리즘과 선행완료 거리 제약 알고리즘으로 작

업 일을 배정한다.

 

Fig. 10. Schedule by Predecessor Distance Constraint

Fig. 11. Exceeded project period

Fig. 12. Schedule by project period constraint

Fig. 13. Updated status & exceeded period

Fig. 14. Adjusted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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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SM과 알고리즘 활용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CSM과 소프트로직 알고리즘이 공정

계획을 자동화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프

로토타입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실험하였다.

5.1 프로토타입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은 입력모듈, DB모듈, 연산모듈, 출력모듈로 

구성된다<Fig. 17>.

1) 입력모듈은 2D도면과 업무레이어로 구성된다. 업무

레이어는 업무범위를 시각화하고, 업무범위와 업무템플릿

을 연결하는 도구이다. 관리자는 업무레이어에 업무(Work 

Package)별 범위를 그리드별로 지정하면 해당 영역에 각 업

무는 업무템플릿에 정의된 작업이 배정된다. 엑셀로 입력된 

업무별 범위는 VBA (Visual Basic Applications)를 이용하

여 업무템플릿의 작업그룹으로 작업배정을 간소화한다<Fig. 

18>.

2) DB모듈은 업무 템플릿과 선후관계 템플릿으로 구성된

다. 업무 템플릿은 업무별로 세부 작업을 정의하고 작업별 

생산성과 선행완료거리 조건과 같은 작업의 속성을 정의하

는 도구이다. 위의 속성 외에도 자원과 리스크, 관련 문서 등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확장하여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업무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적 데이터를 축적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업무 레이어, 가설 레이어, 실별 마감 레이어 

등으로 작업 내용을 목적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 레이어는 토공사, 골조공사, 칸막이벽공사, 

외장공사 등의 공종, 가설 레이어는 가시설, 이동통로, 양중

장비 등, 실별 마감 레이어는 실별 마감내용을 달리하여 업

무 템플릿을 구성하면 작업 범위 설정으로 상세한 작업 추

출을 신속하게 수행한다.

선후관계 템플릿은 작업 간의 선후관계를 정의한다. 선후 

템플릿은 선후가 바뀔 수 없는 하드로직이나 관리자가 프로

젝트 특성상 지정해야하는 작업 간 선후관계를 정의한다.

3) 연산모듈은 그리드 간 작업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배정

하는 소프트로직 알고리즘을 연산한다. 생산성과 선행완료

거리 제약조건에 의해 각 그리드별 작업의 일정 배정을 연

산하고, 프로젝트 기간이나 작업팀의 투입을 조정하는 전략

적 제약으로 구성된다. 연산모듈은 엑셀파일을 인풋으로 하

Fig. 15. Productivity constraint algorithm

Fig. 16. Precedence distance constraint algorithm

Fig. 17. Component of prototype program

Fig. 18. Detail activity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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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알고리즘 연산결과를 생성한다.

4) 출력모듈은 연산된 그리드별 작업의 일정 데이터를 바

차트로 변환하여 보여준다. 그리고 각 일자별 작업 진행 범

위를 업무레이어의 해당 그리드에 표시한다.

5.2 공정계획과 계획갱신

<Fig. 18>과 같이 분개된 작업을 가지고 파이썬 프로그램

으로 생산성제약과 선행완료 거리 제약을 반복적으로 수행

하여 몇 분 이내에 조정된 일정을 얻을 수 있었다. 

<Fig. 19>와 같이 입력모듈에서 활용할 엑셀을 활용하여 

각 날짜와 작업별로 그리드에 표시하였다. 이를 가지고 일자

별로 작업내용과 작업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계획이 작업 현황에 따라 갱신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

해, 실제로 수행했다고 가정한 4일까지의 작업과 작업위치

를 입력하였다. 당초 계획인 <Fig. 20>과 상이하게 진행한 

것으로 하고 5일 이후 작업의 일정을 연산모듈로 거쳐 <Fig. 

21>과 같은 수정된 계획을 얻을 수 있었다. 진행 작업과 잔

여 작업의 현황이 달라짐에 따라 잔여계획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을 가지고 업무범위 설정과 작업분

개, 공정계획과 입력값에 따른 계획갱신을 자동으로 수행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작업순서 제약을 준수하고, 작업의 생

산성과 작업이 시작하기 위한 선행완료거리 제약에 따라 작

업 가능한 일정이 배정되었고, 작업현황이 계획과 달리 수

행되어 잔여 작업 현황이 달라짐에 따라 잔여계획이 기존과 

다르게 자동으로 수정되었다. 이와 같은 실험으로 본 연구

에서 제안한 CSM과 이를 기반한 소프트로직 알고리즘이 공

정계획을 자동화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5.3 CPM의 문제점과 CSM 해결방법

앞서 증명한 것과 같이 CPM기법의 문제점과 CSM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Table 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CSM은 템플릿을 활용하고 제약 프로그래밍을 활용하

여 공정계획 시 유사한 작업의 반복과 수작업을 최소화하였

Fig. 19. Automated and Visualized Schedule based on CSM

Fig. 20. Initial Schedule 

Fig. 21. Updated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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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모든 작업을 주공정(CP)과 같이 관리하고 계획과 다

른 현황에 따라 소프트로직 알고리즘으로 수정된 계획을 제

시한다. 3) 작업 간에 FS관계만을 적용하고 하루에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 정의로 공정계획을 왜곡하거나 지연을 숨

기는 위험을 제거하였다. 4) 작업의 일정과 위치를 업무레이

어와 그리드를 이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5) 작업

의 생산성과 선행완료 거리를 계산하여 작업 공간의 충돌이

나 낭비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SM은 CPM이 공정계획 자동화에 제약이 되

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무별 레이어를 이용하여 업무별 범

위를 설정하면 일자별 작업의 내용과 위치가 시각적으로 표

현된 공정계획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현황을 반

영하여 실시간으로 계획을 갱신하는 공정관리 도구로 활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본 연구는 건설 공정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수립된 공

정계획으로 원활한 소통하기 위해 기존 공정계획 기법의 한

계점과 공정계획 자동화 연구 결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과 차별화된 공정계획 기법인 CSM을 고안하였다. 그리

고 CSM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로직 알고리즘을 개발하였

다. 이를 가지고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공정계획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번 연구는 건설 공정계획을 자동화하고 시각화할 수 있

는 새로운 공정계획 기법을 제안한 연구로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이 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관리 전문지식이 없

는 공사관리자가 프로젝트 업무 범위를 정의하는 것만으로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수립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 개발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산업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그리드의 규격, 생산성 제약과 선행완료거리 제

약에 사용된 값은 임의 값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실제 프로

젝트에 적용하여 그리드의 최적 규격을 찾는 연구와 작업의 

생산성과 선행완료거리 제약의 실제적인 데이터를 축적하

여 공정계획을 최적화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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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an work with the countable-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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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정계획 자동화와 시각화를 위한 가산 그리드 공정계획  기법(CSM)과 CSM기반 소프트로직 알고리즘 개발 연구

요약 : 공정관리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의 공정계획 기법은 건설 프로젝트에
서 상당한 수작업과 관리자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공정계획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공정계획을 자동화
하고 시각화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계획 기법과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가산 그리드 공정계획 기법(CSM)이
라고 한다. 이 기법은 시각화된 도구를 통해 작업 범위를 정의하면 각 작업의 생산성과 작업 가능 조건에 따라 일정계획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날짜별 작업의 위치를 그리드 기반 접근방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또한 작업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건설프로젝트의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공정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건설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가산 그리드 공정계획 기법, 건설 공정관리, 소프트로직, 그리드, 제약 프로그래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