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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프로젝트 관리, 건축공학, 경영학 및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건설 프로젝트 관리기술
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프로젝트 관리기술의 한계와 초고층 건물과
같은 초대형 건설공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극복하고, 건축 프로젝트 등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략적 관
리기술의 개발의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관리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주제지수(Subject Index)라는 개념을 통한 건설 프로젝트 관리
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SPM 모델은 초고층 건축 프로젝트 관리기술에서 데이터/정보/지식관리
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리의 패러다임이 되고, 본 모델의 핵심개념인 주제지수는 실제 현장에
서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건설기술과 경영기술의 발전 및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
실현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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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advancement of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technology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by convergence among project management,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rial technology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on this purpose, this research
sets the concept of ‘subject-oriented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its usable ‘SPM Model’ in the
construction management for the specific project, such as the super tall building project to overcome the
limit in the existed database-based project management and the risk in the project.
Through this effort, we can expect to show the new paradigm of construction management technology to
break down the wall of data,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and suggest the hidden tool to help
promoting the level of construct management technology and managerial outcomes. Also, it could be a
good tool to help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such as ‘the creative economy’ in Korea.
Keywords : Super Tall Building, Subject-oriented, Project, Management, Creative Economy, SPM Model,
Subject Index, ICT

1. 서론
건설 현장은 다양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설계도서에 표현된 건축물을 완성하는 생
산의 과정인 바, 이 과정에서 무수한 정보가 발생하며 이 정보들을 가공하여 현장의 책임자는 의
사결정과 본사 보고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은 대부분 PMI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등의 정보시스템에 저장되고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등의 목적형 활용시스템에서 가공 및 재생산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데이터에 근거하게

되고, 지식은 정보에 근거하게 된다. 하지만 PMIS는 건설현장의 무수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관련
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제약이 존재하고, KMS는 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엔
지니어들이 현장경험을 이용하여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저장, 공유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그 활용
성에는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
한편, 초고층 프로젝트와 같은 대단위의 건설 프로젝트 사업은 막대한 자원의 투입과 그에 따른
큰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프로젝트 관리의 성공적인 관리 및 효율 극대화가 필요하다[2]. 즉, 선택
과 집중이 필요한 프로젝트 전략적 관리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정보 및 지식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건설관리 및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제 중심적 현
장관리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초고층 건축 프로젝트
초고층 빌딩 건설 프로젝트는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그
림 1]과 같이 국내외 사례[3]가 다수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의 잠실 제2롯데월드 개장에 따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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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심과 더불어 [표 1]과 같이 신축 사업 관련 문제점도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업주체의 비용적인 손실과 함께 건축주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각 주체의 이
미지 하락도 동반하여 천문학적인 자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따라서
국가적인 관심과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 프로젝트에도 이 위험을 지양할 수
있는 관리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 현황[3]
[Fig. 1] Global Cases of Super Tall Building

한편, 최근 (구) 한전부지의 현대자동차 그룹 낙찰을 통하여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 건립 프로젝
트 (일명 GBC 프로젝트, Global Business Center Project)의 추진에 따라 신사옥 건설에 국민적 관
심사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 프로젝트는 일반 건축 프로젝트와는 달리 규모의 거대
성, 사업위협에 따른 파급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지연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어 본 연구
의 사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제2 롯데월드 프로젝트 문제점 분석
[Table 1] Problem Analysis of Lotte World Tower Project

문제점
인허가
안전
사고

세부사항

ㆍ성남비행장 이전불가에 따른 인허가 교착
ㆍ부분개장에 따른 법적 문제
ㆍ메가 칼럼(Mega Column) 11곳 균열
ㆍ낙하물 비산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문제점
민원

기타

세부사항

ㆍ주차 예약제에 따른 교통 혼잡
ㆍ주변 교통 체증에 따른 민원 다수
ㆍ석촌호수 수위저하 문제 발생
ㆍ주변도로 싱크홀 문제 발생

2.2 데이터(Data)
데이터란 인간 또는 컴퓨터를 비롯한 자동 기기에 의해 행해지는 통신과 해석, 처리로 형식화된
사실과 개념, 명령을 표현한 말로써 건설현장에서 데이터는 건설 분야의 원가/공정/자재/품질 등
의 문서 데이터를 저장하여 정보가 필요한 건설 관련 업체의 실무자에게 제공하며, 업무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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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가적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4].
건설 산업에서 데이터의 활용 현황은 2014년 건설기업의 데이터 관리통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며, 설문결과에 의하면 건설기업의 의사결정자나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수준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5]. 즉, 건설기업 내에서 데이터는 양산은 되지만, 의미 있는 가공이나 활용, 저장
및 관리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3 정보(Information)
정보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 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식정보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설 사업관리를 투명화하
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는 건설 CAL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건설업의
정보화를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기업단위의 정보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6].

·

또한 21세기는 정보기술(IT)과 전통산업과의 융 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이므로
단순 시공위주로 인한 건설 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 산업에서도 건설

·

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융 복합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 및 적용되고
있다[7].

2.4 지식 (Knowledge)

·

일반적으로 지식이라 함은 서적이나 컴퓨터의 기록처럼 고정된 상태의 능력이 아니라, 경험 지
능과 같이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8]. 이러한 지식은 무형의 자원이지만 그 잠
재력은 막대하여 이 무형의 자원을 저장, 공유, 활용에 대한 관리 기술이 향후의 산업선진화의 기
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지식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정보를 통하여 가공된 실용성을 가진 무형의 정보기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식은 종류가 다양하며 매우 방대하다. 미국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에서 프로젝트 관리업무의 표준으로 채택한 미국 PMI (Project
Management Institute)의 PMBOK 체계에서도 지식을 프로젝트 관리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실

제 프로젝트나 현장실무에서는 그 활용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는 프로젝트의 유일성
(uniqueness)에 의한 것으로 지식은 다양하지만 그 지식의 적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이해와 판단

이 요구되어 적절한 지식의 선택 및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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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제 (Subject)
주제는 객체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객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사물이나 객관적 실체를 총칭
하는 말로서 정보 시스템의 저장대상이 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형식을 말하기도 한다[10]. 또한, 주
제는 이러한 객관적인 실체를 넘어 우리가‘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관심을 두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
다. 경영학 분야에서는 1992년 Dr. Inmon이 현재의 빅 데이터 (Big Data) 기술의 전신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 기술을 제안할 당시 주창한 ‘주제 중심적(Subject-oriented)’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11].
이 후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술의 핵심인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기술에서 그 중심에 경
영이나 관리 분야에서 ‘주제’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12]. 본 연구에서 주제는 ‘경영 관리상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전략분야’를 말하며, 다양한 자원과 노력을 통해서라도 획득이 필요한 중요한

·

분야 또는 항목을 뜻한다. 건설현장에서도 수많은 정보가 발생하고 가공되며 정리 보고되고 있지
만, 프로젝트 관리 또는 기업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실제로 중요하게 관리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11]. 이러한 중요한 일부분을 건설 프로젝트의 ‘주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
한 건설 프로젝트관리에서의 ‘주제’는 이용자가 원하는 지식을 미리 정의된 방식으로 가공하여 적
시에 이용자에 제공하는 기존의 JIT (Just in Time)을 넘어서 JFY (Just for You)개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3. 활용 모델의 개발
3.1 주제 중심적 프로젝트 관리의 개념 정립

[그림 2] ‘주제’의 활용 개념
[Fig. 2] Applicable Concept of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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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와 같이 주제는 기존 업무에서 존재하는 조직의 기능(function) 간의 장벽과 데이터, 정보,

지식간의 도구적 장벽을 극복하고, 건설회사의 경영진, Project Manager와 Field Manager가 공유
하며 함께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
가치인 주제를 상호 공유하며 초고층 건축공사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적이고 국가적인 중요 프로
젝트에 집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규모적인 자원 및 인명의 피해를 줄이고 초고층 건설 프로젝트
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 주제 중심적 프로젝트 관리는 이전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창적인 개념으로서, 이 주제의 개념을 활용하여 다음의 주제 중심적 프로젝트 관
리 모델로 반영한다.

3.2 주제 중심적 프로젝트 관리 모델 구축
건설 프로젝트의 주제 중심적 관리활동을 위한 모델 (SPM Model, Subject-oriented Project
Management Model)을 [그림 3]과 같이 구축한다. 우선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Brainstorming 기

법과 Hits 기법을 적용하고, 선정된 주제를 요인분석 기법인 Fishbone Diagramming 기법을 이용
하여 주제에 대한 인자들을 추출한 후, 이를 계량화한 지수인 SI (Subject Index)를 추출하여 관리
한다.

[그림 3] 주제 중심적 프로젝트 관리모델
[Fig. 3] Subject-oriented Project Management Model (SPM Model)

4. 사례연구
4.1 GBC 프로젝트 개요
초고층 건축 프로젝트는 일반 건축 프로젝트와는 달리 규모의 거대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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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민원 및 사고나 재해에 의한 공사의 지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막대한 손실로 연결
되는 바, 특별한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의
(구)한전부지 내 현대기아 자동차그룹 본사사옥 신축 프로젝트 (GBC Project)를 사례로 선정하였으

며 그 개요는 [표 2]와 같다.
[표 2] GBC 프로젝트 개요
[Table 2] Outlines of the GBC Project

구분

내용

舊 한전부지 초고층 개발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舊 한전본사사옥부지)
79,342m²(24,000평)

사업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폐율

건폐율 : 38.42%

용적율

용적률 : 799.13%

사업면적

74,148m

건축면적
사업비(예상)

∼

²
28,488m²

∼

15 15.7조원 (부지비용 10.5조, 공사비 2.8조 3.5조, 공공기여금 1.7조)

4.2 GBC 프로젝트 특성 분석
GBC 프로젝트의 관리 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제2롯데월드 공사

와 국내외 초고층 프로젝트의 공사기록을 참조하여 [그림 4]와 같이 LOB 기법을 활용한 예상 공

∼

정표를 작성하였다. 공정표 상으로는 2016년에 인허가, 2017 2020년 신축공사, 2021년 개장을 예
정하고 있다. 이때, [표 2]와 같이 약 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당 프로젝트는 총
프로젝트 비용에 따른 금융이자, 사고나 재해 및 입주지연에 따른 손실 등 프로젝트의 차질에 따
른 막대한 추가적인 금융비용과 이에 따른 발주자의 경영피해 우려가 예상된다.
한편, 건축 프로젝트는 공가의 과정은 [그림 4]와 같이 인허가, 철거공사, 토공사, 구체(골조)공
사, 마감공사 등으로 분류되지만, 이러한 공사의 진행에 있어 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즉, 공
사비를 관리하는 원가관리, 공사기간을 관리하는 공정관리, 도면과 시방서(specification)에서 제시
된 건축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 작업자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 및 방재관리, 이해
당사자의 불만을 관리하는 민원관리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리의 요
소들을 [그림 5]의 주제의 구성요소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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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BC 프로젝트 LOB 공정분석
[Fig.4] Project Schedule Analysis of the GBC Project using LOB technique

[그림 5] GBC 프로젝트 사례 분석
[Fig. 5] Case Analysis of the GBC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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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GBC 프로젝트 사례를 SPM Model에 적용한 것이다. 우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의

견을 수용할 수 있는 Brainstorming 기법을 이용하여 발주자나 건설사의 다양한 주제 후보를 정리
한다. 이때 정리된 주제 후보항목을 Hits기법을 적용하여 한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본 프로
젝트의 경우, 15조라는 대규모 금융투입에 따라 프로젝트의‘원가절감’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이를 Fishbone Diagramming을 통해 원가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선정하고 각 주요
인자에 따른 세부인자들을 분석한다. [그림 5]와 같이 원가절감이라는 주제는 다시 공기단축, 안전
방재, 민원, 품질이라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이 요인들은 다시 각각의 세부요인으로 분석 및 구성
된다. 이렇게 구성된 요인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관리를 위한 계량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Subject-oriented Indexing라고 명명하였으며, Subject-oriented Indexing에서는 주제관리 개념을 계

량화하기 위하여 주제의 계량적 수치를 SI (Subject Index)라 하고, Fishbone Diagramming을 통해
SI와 세부인자(S1, S2, S3, S4)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수학적인 관리수식을 정의한다. 이때, SI의 선

정과정에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자 및 세부인자에 대하여 중요성에 따른 가중치 개념도 적
용한다.
[그림 5]에서 제시된 GBC 프로젝트 사례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SI의 구성인자인 공기단축(S )에

대한 관리도를 [그림 4]의 공정표를 이용하여 예측된 시나리오에 따라 [그림 6]과 같이 관리도를
구성하였다. 공사초기에 인허가, 토공사에 의하여 지체되던 공사가 주제 중심적 관리를 통하여 공
사의 공정이 정상궤도에 도달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공기 단축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각각의 인자를 관리하며, 한편으로는 주제지수인 SI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본
사업의 주제인 원가절감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림 6] GBC 프로젝트의 주제중심관리도 (공기단축(S1) 관리 그래프)
[Fig.6] Subject-oriented Project Management Chart of the GBC Project (S1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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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SPM모델을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은 관리도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총체적인
주제인 SI, 즉, 본 프로젝트에서는 ‘원가’라는 주제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사례연구 프로젝트의 주제인 원가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주제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막대한 자원과 리스크가 동반되는 초고층 건설프로젝트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주제 중심적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모델링하여 제시하였다.
즉, 주제의 선정방법과 활용방법을 제시하여 실제 프로젝트 관리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SPM 모델이라는 기술모델로 제시하였으며, 이 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현

대기아차 그룹의 본사 이전 신축 프로젝트 (GBC Project)에 사례로서 적용하여 그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고층 건축공사와 같이 매우 중요하고 특수한 프로젝트 관리의 경우,
주제 중심적 프로젝트 관리의 개념과 그 활용모델을 이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초고층 건축 프로젝
트 관리 분야의 독창적 기술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ICT 기술을 이용한 주제 중심적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즉, SPMS (Subject-orien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등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
구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우리 건설업의 장기적인 안목의 건설업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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