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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공공건설사업은 사람들의 복지 후생 향상과 국가 는 공공단체 등이 공공자원을 사용하여 시행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공건설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해 건설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 다. 

그리고 문가를 상으로 AHP를 실시하여 향요인 별 향정도를 가 치로 제시하 다. 이를 해 먼

 향요인을 건설 련 제도, 로젝트 리노력, 로젝트 환경을 구분하고 세부 향요인 16개를 제시

하 다. 그 결과 정 산확보, 합리  사업시행 차, 사  기획 등의 순으로 가 치가 결정되었다. 이는 

시공 이 단계의 업무에 해당되는 요인들로 시공이 단계의 리업무의 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자

재조달, 작업난이도, 장 조건 등 시공과 련된 요인의 요도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 치가 높게 나타난 향요인을  리하여 건설공사의 성공 인 수행이 가능

할 것이다. 

■ 중심어 :∣공공건설공사∣건설성과∣사후평가∣

Abstract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implemented by government or public agencies using public 

resources to enhance the welfare of the people.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factors for public construction performance. Then, the weights for impact factors are assigned 

using AHP. The impact factors are categorized into construction policies, project management 

efforts, and project environment. Further, 16 detail impact factors are listed in each category. 

The results show that weights are ordered in appropriate budget, reasonabl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and pre-project planning. These impact factors are related with 

pre-construction management activities. However, construction related impact like procurement, 

work difficulty, and construction environment show relatively low weights. The results can be 

useful to improve construction performance with managing impact factors showed high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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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공공건설 수주액은 연간 50조원이 넘으며, 건설 

사업은 형화, 복잡화, 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정

부는 공공건설사업의 효율 인 추진을 해 500억원 

이상의 형공사를 상으로 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총사업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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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공 후에는 사후평가를 실

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평가에 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건설 로젝트  단계에서 략 , 

체계 인 측 리  통합 리가 요시되고 있으며 

략  벤치마킹의 도구인 성과측정의 필요성이 요

시 되고 있다. 미국은 CII(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를 심으로 공공과 민간건설 공사의 성과분

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 싱가폴, 호주, 일

본 등에서도 공공건설공사의 성과제고를 해 노력하

고 있다.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사업 성과측정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효율 이고 체계 인 부분이 강조되어

야 한다. 따라서 사업실행 단계뿐만 아니라 공사완료이

후 사업 반에 걸친 건설공사의 체계 인 성과측정이 

필요하다[1].

그러나 재 국내 공공건설 공사는 성과목표 수립, 

성과분야별 지표 결정,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기존에 제시된 

건설성과 지표의 경우 지표별 가 치가 고려되지 않고 

건설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공사의 성과분석을 통해 사

업간 성과 비교 평가를 실시하기 해 필요한 건설성과 

분야별 가 치와 건설사업 향요인별 가 치를 제시

하 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건설사업의 성과요인을 분석하기 한 평

가지표를 선정하고 각 평가지표의 요도에 따른 가

치를 결정하 다.

기존 문헌의 연구동향, 문제  등을 분석하여 연구의 

기본방향을 수립하 다. 한 연구문헌 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사업의 주요 성과분야의 세부 향요인을 선

정하 다.

선정된 향요인들은 설문지를 통하여 건설 분야 실

무자들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이를 해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 다. 

AHP는 Saaty에 의해 제안된 다기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기 한 모델이다[2]. 특히 객 인 분석이 불가

능할 경우 문가들의 주 인 의견을 고려하여 객

인 의사결정을 하기 해 사회과학과 공학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설문지 결과를 비교법으로 분석하여 요도를 순

와 정량 인 숫자로 나타내었다. 요도의 분석을 통

하여 공공건설공사 성과 제고를 한 리 계획 수립 

시 활용이 가능한 성과 향요인의 요도에 따른 가

치를 제시하 다. 

Ⅱ. 공공건설 성과 평가 이론적 고찰

건설공사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표 화된 성과지

표를 활용하여 건설성과를 상호 비교하는 벤치마킹 등

의 연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늦게 도입되었다. Cox 등

은 문가 평가를 근거로 정량 인 지표와 정성 인 지

표로 구성된 주요성과지표를 제시하 다[3].

한 Shenhar 등은 로젝트 효율성, 소비자 향, 사

업 성공, 미래 비를 기 으로 성과분석 방안을 제시하

고[4], Atkinson은 건설사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성과

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5]. 

그러나 일반 으로 건설공사의 리 상은 공

기, 사업비, 품질로 요약된다[6]. 공기에 련된 지표는 

공기 과여부[7], 실제 소요공기[8], 단 공종의 작업 

속도[9], 정공기 수 여부[10]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사비는 공기와 유사한 개념을 이용해 계획

보다 증가된 공사비[7], 단 작업 수행시 투입된 비용

[8], 계획 비 실제 공사비 률[10] 등을 활용하고 

있고 있다.  CII와 국토해양부의 사후평가는 공기와 공

사비 지표는 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단계별로 구분하여 

활용한다[11]. 최근에는 교통시설물의 친환경 성과지표

를 제시한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12].

김우섭 등은 균형성과표 개념을 활용하여 건축공사

를 상으로 비용, 공기, 품질, 재무 등의 산출물과 시공

수행능력, 직원 학습  성장, 고객만족 등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13].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수행

인 공공공사 사후평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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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상으

로 하여 아래 [표 1]의 평가항목을 심으로 성과측정

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시행되고 있는 공공공사 사

후평가의 경우 도로나 철도 등의 교통시설물 건설사업 

사후평가 리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어 모든 시설물

의 건설사업  과정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효율 수요 수요
기대효과 B/C비율

사업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비증가율
사업비증감변위율
단계별 공사비 증가율
단계별 비용계수

사업기간
사업기간증가율
사업기간 증감변위율
단계별 공사기간 증가율
단계별 공사기간 계수

안전 천인률
재해율

파급효과

변경 설계변경 사업비계수
재시공 총재시공계수

재시공시간계수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민원
하자
지역경제
지역사회
주민생활
환경
안전

표 1. 건설공사 사후평가 평가항목

그리고 미국 CII는 건설공사 성과 평가를 해 사업

비, 사업기간, 안 , 변경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그 외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 국 Rethinking 

Construction, 홍콩 등도 유사한 개념의 지표를 활용하

고 있다. 

그리고 건설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우 미국 

CII는 기후조건, 기능인력 기술 수 , 인력  자재 수

황, 지반 조건, 로젝트 복잡성, 제도  요구 사항, 

로젝트 의 경험  기술자 교체 주기, 경제 상황 등

을 평가하여 건설성과와 연 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

리고 국내의 경우 건설교통부는 공공건설공사 효율화 

종합 책을 통해 기획설계의 합리  추진, 계속비 산

편성 확 , 보상제도 개선, 입찰   계약제도 합리화, 

다양한 시공유지 리 기법을 제시하 다[14].

Ⅲ.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1. 성과분야 요인선정
공공공사의 성과를 평가하기 해 포 으로 설명

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해 

술한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사후평가의 사업 수행성

과지표와, 국 Rethinking Construction 지표[15], 미국 

CII의 건설성과 지표[11] 등을 활용하여 [표 2]와 같이 

건설사업 주요 성과 분야를 제시하 다. 

 

주요성과분야 내  용
공사기간 공사기간증가율 등
사업비 사업비 증가율 등
생산성 원/단위, 시간/단위 등
설계변경 설계변경 금액율 또는 건수
안전 안전사고율
품질 재시공 비용 또는 건수 등

표 2. 건설사업 주요성과 분야

그리고 표 인 6가지 요인에 향을 미치는 세부항

목들에 하여 미국 CII 연구와 사후평가 제도, 국내 공

공사업효율화 종합 책 등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3]

과 같이 향요인을 제시하 다. 향요인은 건설 련

제도, 로젝트 리노력, 로젝트 환경의 3가지로 분

류하고 각 항목의 세부 요소들을 선정하 다. 

항목 세부항목

건설관련 제도
합리적 사업 시행절차
적정예산확보
계약자 선정방식
보상제도

프로젝트 관리노력
사전기획
설계내실화
관리자 능력
발주자․계약자 협력관계

프로젝트 환경
날씨 등 현장조건
작업자 기술
자재조달용이
유사공사 경험

표 3. 건설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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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자 설문조사 
기존의 연구문헌들의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성과분

야인 공기, 사업비, 생산성, 설계변경, 안 , 품질의 가

치 결정과 [표 3]에 제시한 성과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의 가 치 결정을 해 건설 실무자를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 다. 총 93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21

명이 경력사항의 기입 오류로 제외한 결과 응답자의 경

력은 아래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70%이상

이 건설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으로 건설공사의 성과

에 한 한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경 력 인 원

0~5년 20명
6~10년 24명
11~20년 23명
20년 이상 5명
응답자수 72명

표 4. 응답자 경력

3. 건설사업 주요성과 분야 중요도
건설사업 주요성과 분야에 해 AHP 기법을 이용하

여 각 요인 별로  비교를 통하여 가 치를 결정하

다. 6가지 건설사업 주요성과 분야에 한 순  빈도

수와 가 치는 아래 [표 5]와 같다. 

주요 성과분야의 1순 를 가장 많이 받은 순서는 안

, 사업비, 생산성, 품질, 공사기간, 설계변경의 순이었

다. 가 치의 경우도 안 , 생산성, 사업비, 공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분야
(가 치)

1 2 3 4 5 6

공기 (0.157) 6 15 20 18 19 13
사업비 (0.177) 25 22 8 15 16 5
생산성 (0.188) 16 8 17 19 21 10
설계변경 (0.124) 4 5 13 11 13 45
안전 (0.223) 26 15 15 18 6 11
품질 (0.069) 14 26 18 10 16 7

합계 91 91 91 91 91 91

표 5. 건설사업 주요성과분야 우선순위 빈도수

4. 성과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중요도
공공건설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표 3]과 같

이 건설 련제도, 로젝트 리 노력, 로젝트 환경 

등의 3가지 요소로 구성하 다. 그리고 건설 련 제도

는 합리  사업 시행 차, 정 산 확보, 계약자 선정

방식, 보상제도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 다. 그리고 

로젝트 리노력은 사 기획, 설계 내실화, 리자 능

력, 발주자와 계약자 력 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로젝트 환경의 경우 날씨 등 장 조건, 작업기 기술 수

, 자재 조달 상황, 유사공사 경험으로 구성하여 건설

성과에 미치는 향정도 상  평가하여 가 치로 나타

내었다. 

조사 결과 총 93명의 응답자  일 성비율(CR)이 

0.1이상인 38명의 응답자를 제외한 55명의 유효 응답자

들의 결과를 분석하 다. 먼 , 항목간의 요도를 평

가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건설 련 제도, 로젝트 

리 노력, 로젝트 환경의 순서로 건설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련 제도의 가 치는 

0.405를 나타내고 있어 공공건설공사의 성과를 결정하

는데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 

우리나라에서 규정된 많은 제도들로 인하여 건설사업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성과분야에 향을 미치는 항목별 가 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1. 영향요인 분야별 가중치

3.1 건설관련 제도 세부 항목의 중요도
건설 련 제도의 세부 항목은 합리  사업 시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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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 확보, 계약자 선정 방식, 보상 제도의 4가지

이다. AHP 기법을 이용한 상 비교를 통하여 가 치를 

분석하 다. 설문조사 결과 총 93명의 응답자 , 일

성 비율(CR)이 31명을 제외하고 총 62명의 응답을 분

석하 다. 

그림 2. 건설관련제도 항목별 가중치

AHP 기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산확보와 시행 차, 

계약자 선정방식, 보상제도 순으로 0.299, 0.295, 0.208, 

0.198의 가 치를 각각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림 2]의 

가 치 그림에서 살펴보면 4가지 요소들의 가 치 분

포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 련제

도의 반 인 요소들이 모두 요하다고 단된다. 특

히 부분의 공공건설공사가 장기계속비 공사로 수행

되어 산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 간 비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산확보를 건설성과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결정된 것으로 단된다.

3.2 프로젝트 관리노력의 세부 항목의 중요도
로젝트 리노력의 세부 항목의 가 치 결정을 

해 AHP를 실시하 고 응답자 93명  신뢰성이 떨어

지는 43명을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 다. 세부항목의 

가 치는 [그림 3]과 같이 사 기획, 설계내실화, 리

자 능력, 발주자․계약자 력 계의 순으로 각각 

0.298, 0.257, 0.226, 0.218 순으로 결정되었다. 

500억원 이상의 형공사의 경우는 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의 과정을 거치며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안 결정과정을 거친다. 사 기획의 가 치가 높게 나온 

것은 이러한 요성에 한 공감 가 형성된 것으로 사

료된다. 그리고 설계내실화는 시공성이 결여되거나 

장 상황을 반 하지 못한 설계로 인한 공기 지연, 공사

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반 한 것

으로 단된다.

그림 3. 프로젝트 관리노력 항목별 가중치

3.3 프로젝트환경의 세부항목의 중요도
로젝트 환경의 세부항목의 가 치 결정을 해 

AHP를 실시하 으며 응답자 93명  일 성 비율(CR) 

0.1이상을 제외하고 47명의 응답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이 유사 공사 경험, 작업자 기술, 날씨 등 

장조건, 자재조달 용이, 작업난이도 순으로 가 치가 

각각 0.249, 0.233, 0.192, 0.168, 0.164로 나타났다.

그림 4. 프로젝트 환경 항목별 가중치

이는 로젝트 환경 인 측면에서는 공공건설공사의 

성과는 유사공사 경험과 작업자 기술수 과 같이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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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경력과 계된 부분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시공사를 선정 시 유사공사 실 을 반 하

는 등 제도화 되어있다. 그러나 계약 후 기능 수 이 높

은 작업자의 확보가 성과에 요한 요인으로 단된다. 

작업자 기술과 자재조달, 작업 난이도 등은 공사 품질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품질 하는 공기 지

연, 공사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로젝트 환

경측면에서 제시된 세부항목에 한계획 수립과 효과

인 수행이 필요하다.  

4. 영향요인 종합 결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가 치는 아래 표 6과 같

다. 항목인 건설 련제도, 로젝트 리 노력, 로

젝트 환경의 각각의 가 치를 항목내 세부항목의 가

치와 곱하여 아래 표와 같은 세부항목별 가 치를 결

정하 다. 

 

항목
가 치
(a)

세부항목
가 치
(b)

요도
(a×b)

건설
관련
제도

0.405

합리적 사업시행절차 0.295 0.120
적정예산확보 0.299 0.121
계약자선정방식 0.208 0.084
보상제도 0.198 0.080

프로
젝트
관리
노력

0.322

사전기획 0.298 0.096
설계내실화 0.257 0.083
관리자능력 0.226 0.073
발주자·계약자 협력
관계 0.218 0.070

프로
젝트
환경

0.274

날씨등현장조건 0.192 0.052
작업자기술 0.233 0.064
자재조달용이 0.168 0.046
작업난이도 0.164 0.045
유사공사경험 0.242 0.066

표 6. 성과분야 항목별 가중치

의 [표 6]와 같이 건설 련제도의 가 치가 높으므

로 건설 련제도 세부항목의 가 치가 반 으로 높

게 나타났다. 체 으로 보면 정 산확보와 합리  

사업시행 차가 0.121과 0.120으로 가장 요한 향요

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 기획, 계약자 선정방식, 

설계 내실화 등 시공 이 단계의 리와 련된 향요

인들이 건설공사의 성과와 한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재조달 용이와 작업 난이도 

등이 가장 낮은 가 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토목공

사가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자재조달 지

연으로 인한 문제가 주요한 요소가 아닌 것으로 단되

며, 시공기술력의 향상으로 작업 난이도가 건설성과에 

미치는 향정도가 낮은 것으로 단된다. 

Ⅳ. 결론

국내의 공공건설사업이 국가 체 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 은 단히 크다. 이에 공공건설사업의 효율 인 

시행이 필요하고 그에 한 성과평가도 필수 이다. 이

를 해 본 연구는 공공건설공사의 성과 제고를 해 

건설성과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고 각각의 가

치를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먼  공

공건설 사업의 성과평가의 국내 연구사례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공공건설사업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건설 련제도, 로젝트 리노력, 로젝트 환경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그리고 각각의 향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향정도를 AHP기법을 활용하여 가

치를 도출하 다. 그 결과 건설 련제도, 로젝트 리

노력, 로젝트 환경 순으로 공공건설공사 성과에 미치

는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설공사의 성과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세부 

향요인은 정 산 확보, 합리  사업시행 차, 사

기획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공공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해서는 산확보와 비타당성  타

당성조사의 효과 인 수행, 합리 인 입낙찰 제도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은 건설성과 평가를 해서는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고 요인간 요도를 제시하 다. 

이를 통해 실무 으로 건설성과 제고를 해 개선이 필

요하고 리능력 제고가 필요한 부분을 악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를 기 로 향후 향요인과 성과간의 상

계를 정량 으로 규명하기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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