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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LNG 플랜트 건설사업은 기획과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구매 및 조달, 시공 및 시운전, 운영 및 유

지보수 등 전 단계에 걸친 업무를 일괄하여 수행하는 건설분야

- 주요 특징은 복잡한 기술집약형 산업, 기술기준서의 산업, 경험과 노하우의 중요, 고도의 프로젝트 관리기

술의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에 의해 사업의 성공여부가 크게 좌우

국내 플랜트 사업 중 대형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사업관리 기술과 종합설계기술, 시공기술, 구매관리

기술 시운전기술 등은 자립수준이나 LNG 플랜트의 경우 시공기술을 제외한 기술확보는 미비한 수준임기술, 시운전기술 등은 자립수준이나, LNG 플랜트의 경우 시공기술을 제외한 기술확보는 미비한 수준임

시공위주가 아닌 EPC 일괄수주를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의 자립도가 중요하나 국내 건설사업관리의

기술수준은 요소기술 측면에서 60~70%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해외 LNG 플랜트 현장임을 감안할 때

구매조달 및 리스크관리는 매우 중요

LNG플랜트 건설시장에 국내 건설업체가 진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로서 시장, 발주자의 니즈를 충족시

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관리기법의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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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1.2 연구 개요 및 범위

LNG 플랜트사업의 사업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및 매뉴얼 개발

계약계약 및및
설계단계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시공단계

통합사업관리통합사업관리 의사결정항목의사결정항목

의사결정기법의사결정기법

사업관리항목사업관리항목 및및
관리활동관리활동 도출도출

사업관리업무별사업관리업무별
의사결정지원체계의사결정지원체계

개발개발

범위범위 비용비용공기공기

자원자원
리스리스
크크

품질품질

의사결정기법의사결정기법
및및 기준기준

의사결정검증체계의사결정검증체계
((피드백체계피드백체계 포함포함))

개발개발크크

환경환경안전안전
의사결정의사결정
기초기초DataData

각 사업단계
업무프로세스 및 업무정의RiskRisk관리항목관리항목 및및

대응활동대응활동
Risk Risk 평가기법평가기법

Expense

Used
Design cost

Used
maint.cost

Bid Price

Revenue Profit

Additional
Design cost

Additional
maint.cost

Surveying
cost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

Const.
cost

Gov.'s support

New projec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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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무 간 인과분석리스크항목 및 대응전략 도출 중요도 분석 및 정량적 평가





2. LNG사업관리 니즈 및 현황 분석

2.1 LNG 사업 환경변화 및 사업관리 니즈 분석

LNG 플랜트 사업에서 기존시장 중간진입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관리기법의 개발방향은

미래 시장의 니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

LNG 생산가격의 지속적 하락

니즈 구분 (핵심관점)환경변화 추세 사업관리 핵심 니즈

LNG Plant 건설비용 최소화

미래 시장의 니 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

시장

친환경 LNG  에너지 수요 급증

생산가격
생산가격 생산생산가격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LNG Plant 기술의 생산

성 분석 및 검증

고객 이익 실현

LNG  플랜트 건설수요 급증 LNG Plant 생산시점의 단축

금융시장 혼란 및
투입자본 조달의 어려움

LNG Plant 투자자본의 최소화 및 조기회수

국내

비용, 품질, 안전을 고려한 위험기반의 LNG Plant 사업
관리 노하우 확보

LNG Pl t 소요자재 적시 구매 조달능력 확보

투입자본 조달의 어려움

고부가가치 LNG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 국내
공급자

( LNG건설업체)

경쟁력 확보,
고객가치 관리

LNG Plant 소요자재 적시 구매 조달능력 확보고부가가치 LNG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

선진업체의 기술독점 및 보안 강화

IT융복합화를 통한 공정관리 기법의 효율성 극대화

사업 및 공정관리 위험 최소화 및 불확실성 제거

- 7 -LNG 플랜트사업단 1-4-3 위험기반의 사업 및 공정관리기법 개발



2. LNG 사업관리 니즈 및 현황 분석

2.2 LNG 사업관리 프로세스 및 사업관리서비스 항목

타당성검토 계획 설계
(Feed/Detail)

구매
(procurement)

시공
(construction) 시운전 O&M 시설개량/

확장 폐기

Asset Management 
S i Consulting Service EPC Service O&M
Service Consulting Service EPC Service

Service

• 전략적 투자계획
• 자금계획
• 자산가치 평가

• 전략적 투자계획
• 자금계획
• 자산가치 평가

• 플랜트 개념제안서
• 플랜트 운영제안서
• 플랜트 가치 평가

• 플랜트 개념제안서
• 플랜트 운영제안서
• 플랜트 가치 평가

• 설계/구매/시공 서비스
• 사업관리
• 설계/시공 감리

• 설계/구매/시공 서비스
• 사업관리
• 설계/시공 감리

• 설계도면 관리
• 설비/파이프 관리
• 전자적 계측장비 유지관리 및 검측

• 설계도면 관리
• 설비/파이프 관리
• 전자적 계측장비 유지관리 및 검측자산가치 평가자산가치 평가 플랜트 가치 평가

• 계획 가상 검토
• 운영계획 수립
• 자금 확보

플랜트 가치 평가
• 계획 가상 검토
• 운영계획 수립
• 자금 확보

설계/시공 감리
• 위험관리

설계/시공 감리
• 위험관리

전자적 계측장비 유지관리 및 검측
• 공조설비 유지관리
• 건물 유지관리
• 유지관리정보시스템
• 구조, 유체, 음향, 지진 분석

전자적 계측장비 유지관리 및 검측
• 공조설비 유지관리
• 건물 유지관리
• 유지관리정보시스템
• 구조, 유체, 음향, 지진 분석

지식DB, 지식관리시스템, 정보교환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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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NG 사업관리 니즈 및 현황 분석

2.3 국내외 플랜트 사업관리 현황

국내 플랜트 건설사업관리 동향
국내 대형건설사 4곳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현황조사 결과

표준화, 국제화된 사업관리 업무절차로써 부족
특히 전체 업무간 연계성 및 중점관리요소의 파악이 어려우며, 일부의 경우 양이 매우 방대하여
현장적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현장적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일반산업플랜트를 대상으로 한 건설사업관리 동향 조사 결과
EPC 수행단계별 사업관리 업무절차의 경우 사업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계약/클
레임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7개의 주요 사업관리 요소로 정의레임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7개의 주요 사업관리 요소로 정의

국외 건설사업관리 동향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 9개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사업의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  9개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사업의
경우 4개영역을 추가하고 있음.

프로젝트 통합관리, 역무관리, 공정관리, 비용관리, 품질관리, 인적자원관리, 의사전달관리,위험
관리,구매/조달관리 +  (건설분야추가)안전관리, 환경관리, 재무관리, 클레임관리

CMAA(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 건설공사의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6개
의 사업관리요소로 정의

프로젝트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 행정 및 계약관리,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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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의사결정지원체계와 Stage-gate model

3.1 왜 사업관리 의사결정지원체계가 필요한가?

사업관리 의사결정지원체계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사항들을 구조화된 의사결정체계로 지원

함으로써 부족한 사업관리 역량을 보완하고 발주자, 사업관리자, 시공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써 부족한 사업관리 역량을 완하 발주자, 사업관리자, 시공자의 니 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수행

LNG플랜트 사업관리 핵심 니즈

LNG Pl t 건설비용 최소화LNG Plant 건설비용 최소화

생산가격 기술의생산가격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LNG Plant 기술의
생산성 분석 및 검증 통합사업관리통합사업관리

LNG Plant 생산시점의 단축

LNG Plant 투자자본의 최소화 및 조기회수

범위범위
((계약계약))

비용비용공기공기

자원자원
리스리스

품질품질

LNG 사업관리의 정형적 의사결정을
구조화하여 보편적 사업관리 역량을 보완하고

설계 및 시공 오류, Rework 등 최소화

비용, 품질, 안전을 고려한 위험기반의
LNG Plant 사업관리 노하우 확보

LNG Plant 소요자재 적시 구매 조달능력 확보

자원자원
리스리스
크크

품질품질

환경환경안전안전

지역적 특성, 현장의 특성, 발주자의 특성 등에
따라 발생되는 특정상황에 대한 비정형적

의사결정의 구조화를 지원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 부여

IT융복합화를 통한 공정관리 기법의 효율성 극대화

사업 및 공정관리 위험 최소화 및 불확실성 제거 “구조화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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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의사결정지원체계와 Stage-gate model

3.2 사업관리 의사결정구조와 의사결정지원체계

사업관리 의사결정지원체계는 사업수행과정의 논리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절차에 결합하여 구조화된 체계

로 대안을 도출하는 지원체계임대안을 출하는 지원체계임

사업관리시스템의
관리영역

현상 파악

문제점

관련 법령, 계약서, 
설계도서, 절차서 등

문제점
발굴

대안 시행

분석 및
평가

대안도출/대안도출/
최적화

사업관리 요소별 평가기준을
활용(불활실성 및 위험 고려)

결론 도출평가항목별 가중치,
위험에 대한 자세 등을 고려

사업관리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관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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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영역



3. 사업관리의사결정지원체계와 Stage-gate model

3.2 사업관리 의사결정지원체계의 계층적 구조

사업관리 의사결정지원체계는 사업관리조직체계와 연계하여 계층적인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한 구조

Decision making organization
(JV company)

Goal, KPI
(목표, 핵심성과지표

등)
회사 경영관리 조직 Program 우선순위 및

Project별 전략적 의사결정등)

프로젝트 사업관리 조직
사업관리 분야별
전술적 의사결정

단위업무 관리자(엔지니어) 사업관리 항목별
기능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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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의사결정지원체계와 Stage-gate model

3.3  Stage- Gate Model의 개요

Stage-gate model은 Robert G. Cooper가 1986년 최초로 성공적인 상품 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모델임제시한 델임

Discovery
of Idea

Gate
1

G G G G

Idea Screen Second
Screen

Go/No Go
To R&D

Go /No Go
To Test & Validation

Go /No Go
To Commercialization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Stage 
5

Gate
2

Gate
3

Gate
4

Gate
5

Scoping Build
i

Research &
l

Test &
lid i

Commercialization
p g

Business Case Development Validation

Stage : Activity와 Analysis활동으로 구성되며 결과물(Deliverables)을 도출

※ http://www.prod-dev.com/stage-gate.php 참조

Gate  : 평가/검증기준(Criteria)을 통해 결과물을 성과(Output)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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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의사결정지원체계와 Stage-gate model

3.4 Stage-Gate Model 활용사례(DOE의 R&D사업)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1

아이디어의 경제적/기술적 장점이 있는가?

Gate1

Concept DefinitionStage 2

아이디어의 경제적/기술적 장점이 있는가?
실행방법 및 위험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는가?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적 요소가 있는가?
경쟁가능한 대안이 파악되고 있는가?

Concept Definition

Gate2

Stage 2

기술적인 개념이 완벽하게 조사되었는가?
에너지 절감이 기대에 미치는가?
잠재적인 시장이 파악되고 조사되었는가?
최종 사용자의 이슈/문제를 해결하는 정보가 되는가?

Concept
Development

G t 3

Stage 3

최종 사용자의 이슈/문제를 해결하는 정보가 되는가?

타당성 검토가 논리적으로 실증되었는가?
프로토타입이 기술적인 성과목표 기준에 부합하는가?

Gate3

Tech Development
& VerificationStage 4

프로토타입이 기술적인 성과목표 기준에 부합하는가?
대규모 생산/ 프로토타입의 대형화가 가능한가?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가 파악되고 있는가?

Gate4

CommercilizationSt 5

현장시험에서 만족할만한 기술적 성과가 도출되었는가?
시범사업이 최종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특허 등 라이선스가 상업화 파트너에 의해 확보되고 있는가
시장진입 제약조건이 해결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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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NG Plant를 위한 Stage-gate model

4.1 Stage-gate Model을 활용한 LNG사업 프로세스

Concepts & 
Objectives

Feed Study

Proposal

Initial

j

Quick-look 
at

Problem

Engineering 
critical  

assessment/ 
Business Case 
Planning cost-

EPC tender

Planning 
Approval Procurement

Initial
Investigation

Feasibility
Study

조사 결정

Planning cost
estimating

Detailed
Planning & 
Scheduling

EPC Award

Installation 위험과
운전분석

Engineering &
Design

시공

초기 세부 비용지출
권한(AFE)에 대한

검토 및 평가
EPC

입찰 참가 여부

운전분석
(HAZOP)

시공

시운전

입찰 참가 여부

세부연구결과 및 비용
지출권한(AFE)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인수인계

Release forRelease for
Operations

Decision gates

Stages of a Project Management
서비스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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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NG Plant를 위한 Stage-gate model

F ti l St t4.2 Gas Plant Project Process와 의사결정지원체계의 계층화 Functional Stage-gate process
(단위업무 관리자) 

Proposal

Initial

Tactical Stage-gate process
(프로젝트 사업관리조직) 

Investigation

Feasibility
Study

Engineering &
Design

시공

시운전Goal, KPI
(목표, 핵심성과지표

등)

Decision making organization
(JV company)

Release forRelease for
Operations

등)
회사 경영관리 조직

프로젝트 사업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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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NG Plant를 위한 Stage-gate model

4.3 LNG 플랜트 기본설계단계의 Stage-Gate Process

기본설계
착수

Design 
Steelwork &

Structure

설계기준 검토
및 확정

Design 
Electrical sys.

Draw

Gate 1

Process Design

Plant Layout

Draw  
Pipework

Draw  
Platework & 
Vessel Details

Gate 2

Gate 3

공종별 기본설계
(스케치 및

P&I Diagram
준비

Draw  
Foundations & 

Civils

Draw  

Gate 4

G t 5 (스케치 및
개략수량산정)

Layout 및 수량의
수정 및 검증

Electrical &
Instrument 
Installation

Gate 5

Gate 6기본설계단계 사업관리 핵심요소
- 세부 구매 일정표 개발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

Gate 7

Gate 8

세부 구매 일정표 개발
- 프로젝트 관리계획 업데이트
- 모든 사업관리 지식영역별 계획/
일정/예산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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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 il

4. LNG Plant를 위한 Stage-gate model

4.4 기본설계단계 Gate Review Template Pass or fail 

정량적 평가
(리스크 평가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정성적 평가

의사결정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 가능

Gate 3. LNG Plant Layout – Evaluation Form

Category Goal Key inputs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yes or no 등)

1 범위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가를 방 • Process Flow 최적화된 부지면적 산정여부

정성적 평가

1. 범위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가를 방
지하기 위해 발주자의 요구조건
에 맞게 계약상의 범위를 block
Plan과 Layout 도면에 반영하여
확정

• Process Flow 
sheet

• Equipment 
Data Sheet

• Vendor 
D i

최적화된 부지면적 산정여부
인간공학적인 부지설계 여부
운영을 위한 이동경로시간
Plant 운영건물의 위치
Plant건설의 인허가 조건 등

Drawings
• Material 
Transport 
Systems

• 이전 Layout 

2. 공기 타당성검토결과와 Process 
Design 결과,, 핵심 입력요소들
을 토대로 정확성(±10% 이내)
높은 공사기간을 개략 산정

Material transport 경로 최소화
안전 위해요소의 제거
중간 자재적치장 위치의 적정성

이 y
Data

• Item별 설계
Data 표준

높은 공사기간을 개략 산정

3. 공사비 타당성검토결과와 Process 
Design 결과,, 핵심 입력요소들
을 토대로 정확성(±20% 이내)
높은 공사비를 개략 산정

중간 자재적치장 위치의 적정성
공사중 이동경로의 적정성
벌개제근, 굴착 등 토공 비용 최
소화 여부(토공의 비중 정도)높은 공사비를 개략 산정 소화 여부(토공의 비중 정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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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NG Plant를 위한 Stage-gate model

4.5 Stage-gate Model의 활용(사업관리 매뉴얼)
목차

1.개요

기본설계
- Preliminary P&I Diagram 작성 -

2. 사업관리 일반
2.1 공정관리
2.2 공사비관리

:
위험관리

1.정의

-- 해당 설계업무의 내용 및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업무수행절차 및 성과품

핵심 사항만을
골라 사업관리
항목별로 정리

위험관리

3. 단계별 사업관리 활동
3.1 설계관리
3.2 구매관리
3 3 시공관리

2. 업무수행절차 및 성과품

-- 해당 설계업무의 순서적 흐름(프로세스와 같이 제시)
-- 해당 활동의 성과물 제시(관련 업무와 연계성 표현)

4 주요 사업관리 활동3.3 시공관리
3.4 시운전 관리

4. 주요 사업관리 활동

-- 공정관리
-- 공사비 관리
-- 안전관리

:

사업관리 체크리스트
설계 및 시공관리/자체 감리 활동 관련

체크리스트 포함
주요업무 사업관리 활동과 조직간: 

5. 의사결정사항 및 위험대응활동

-- gate의 의사결정 항목과 연관된 사항
-- 위험관리 및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이전, 회피, 경감 등 활동)

주요업무, 사업관리 활동과 조직간
메트릭스 체계 포함

위험관리 및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이전, 회피, 경감 등 활동)
-- 의사결정을 위한 검토사항,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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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NG Plant를 위한 Stage-gate model

4.5 Stage-gate Model의 활용(사업관리 매뉴얼)

1. 정의

기본설계
- Process Flow Diagram 작성 -

정의

- LNG 플랜트 프로세스와 설비의 일반적인 흐름을 표시하는 다이어그램을 작성
- PFD에는 플랜트 시설의 주요 설비간의 관계를 표현

2. 업무수행절차 및 관련 표준

•해당 설계업무의 내용 및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해당 설계업무의 순서적
흐름(프로세스 절차별 성과물

주요 설비 및
수량 파악 배관계통 파악 주요 우회 및

재순환 라인 파악
주요 설비 심볼, 

명칭, ID번호 결정
설비의 흐름

결정

운영관리
루프 결정

다른 시스템간
연계 검토

온도, 압력 등
운영수치 결정

PFD 검토 및
수정PFD 작성 완료

흐름(프로세스, 절차별 성과물
등을 제시)

- 관련표준 :
ISO 10628: Flow Diagrams For Process Plants - General Rules 

3. 주요 사업관리 활동
3 1 설계관리

루프 결정연계 검토운영수치 결정수정

•설계관리 체크리스트 등 설계감리
관련 활동

사업관리 주 활동 관련 검 사항3.1 설계관리
(1) PFD 포함사항

연세대 &

PFD 포함사항 PFD 포함되지 말아야 할 사항

Process Piping
Major bypass and recirculation lines 
Major equipment symbols, names and identification 
numbers 
Fl di i

Pipe classes or piping line numbers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sensors and final 
elements) 
Mi b li

•사업관리 주요 활동 관련 검토사항

연세대 & 
건기연

Flow directions 
Control loops that affect operation of the system 
Interconnection with other systems 
System ratings and operational values as minimum, 
normal and maximum flow, temperature and pressure 
Composition of fluids 

Minor bypass lines 
Isolation and shutoff valves 
Maintenance vents and drains 
Relief and safety valves 
Flanges 

•의사결정 관련 검토사항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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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결정사항 및 위험대응활동
의사결정 관련 검토사항, 평가기준

•위험관리 및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이전, 회피, 경감 등 활동





5. 결론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LNG 플랜트 사업관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로써 LNG플랜트 분야의 EPC 단
계별 사업관리 요소를 도출하고,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LNG
플랜트 Stage-Gate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LNG플랜트 설계단계를
대상으로 설계단계 사업관리메뉴얼 작성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한 결론>

사업관리 의사결정지원체계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사항들을

구조화된 의사결정체계로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사업관리 역량을 보완하고

발주자, 사업관리자, 시공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수행

사업관리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방법론의 하나인 Stage-Gate Model의 활용가능성을 검토

Gate review 평가항목은 go or no go, Yes or no의 항목과 리스크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항목 등을 활용하여 gate 통과여부의 구조화 가능평가항목 등을 활용하여 gate 통과여부의 구조화 가능

Gate review 항목들을 사업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실용적인 LNG시업관리 매뉴얼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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