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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는 

 

왜 

 

잘되지 않는가? 



가. 소장 

    (Project Manager) 

나. 공사부장 혹은 공무부장 

    (Construction Manager, Project Control  

     Manager) 

다. 공정관리자 

    (Scheduler) 

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인원 

공정관리는 누가 해야 할까요? 



가. 소장 

    (Project Manager) 

나. 공사부장 혹은 공무부장 

    (Construction Manager, Project Control  

     Manager) 

다. 공정관리자 

    (Scheduler) 

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인원 

공정표는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공정표는 누가 만들죠?  공정관리자 

공정보고서는 누가 쓰죠?  공정관리자 

공정회의는 누가 이끌어 가죠?  공정관리자 

공정회의록은 누가 작성하죠?  공정관리자 

지연되면 누구 책임이죠?  공정관리자 

회식 일정은 누가 짜죠?  공정관리자 

 

공정 정책은 누가 결정하죠?  공정관리자 

직원들은 누가 이끌어 가죠?  공정관리자 

 

공정관리자 직급은 뭐죠?  현채직 사원이요. 

 

 

공정관리 = 공정관리자 



공정관리는 중요한 업무인가요? 



공정관리란? 



“건설공정관리” - 윤재호 저- 

 

공정관리란? 

프로젝트의 기본자원인 자재, 장비,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여 공기 내 최소의 비용
으로 최대의 관리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종합공사
관리 수단입니다. 

공정관리는 무엇일까요? 



공정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Monitoring and Control을 한글로 번역해보세요. 

 

‘감시와 통제’ 

 

감시와 통제는 무슨 느낌이 드세요? 

 

‘감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라는 느낌이 들지 않
나요? 

‘통제’는 무엇인가를 못하게 하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공정관리는 감시와 통제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항상 확인
하고, 잘 되게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MONITORING AND CONTROL 



나는 공정관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필수는 아니야. 

 

공무가 겸직하면 되지. 

 

아니면 현채직 사원 한 명 뽑아 쓰면 되지. 

 

해외 프로젝트라 필리핀인 한 명 뽑아 쓰면 되지. 

공정관리자(SCHEDULER)는 필수일까요? 



필리핀 직원 혼자 공정관리가 가능할까요? 

“건설공정관리” - 윤재호 저- 

 

공정관리란? 

프로젝트의 기본자원인 자재, 장비,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여 공기 내 최소의 비용
으로 최대의 관리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종합공사
관리 수단입니다. 



PM은  정책을  결정하고 ,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  

 

직원들은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고 ,  명확히  공유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공정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PM의  정책을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내야  합니다 .  (Level 1)  

   Level 1을  좀더  구체적인  Bar Chart로  표현합니다 .  (Level 2)  

   위  두가지를  이용해서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판단합니다 .  (Level 3)  

   Level 3를  이용해서  Critical Path를  찾고 ,  다양한  분석을  시행합니다 .  

   직원들의  상세계획과  PM의  정책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  (Level 4)  

   직원들의  의견이  맞다면  PM에게  정책의  수정을  건의합니다 .  

   PM의  정책이  맞다면  직원들에게  상세계획의  수정을  건의합니다 .  

 

  이것을  현채직 사원이 할 수 있을까요? 

공정관리는 공정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표? EARLY? LATE? FLOAT? 

작업 ‘A’ 

작업 ‘B’ 

작업 ‘C’ - Early 작업 ‘C’ - Late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정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공정관리 절차서에 써 있습니다. 

 

공정관리 절차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업무를 기록해 

놓는 것이고, 공정관리 절차서에 기록되어 있는 업무는 반
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공정관리자들이 힘들어 하는가? 



• 자신의  수준을  냉철히  판단해라 .  

• 절차서에  의해  수행해라 .  

• 공정표는  단계적으로 관리해라 .  

•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라 .  

• 공정관리는 ‘감시와  통제 ’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라 .  

• ‘하고  싶은  업무’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  ‘해야  할  업무 ’를  해라 .  

• 업무의  효율을  70% 이하로  낮춰라 .  

• 공정관리를 무서워하거나 ,  어려워하지 마라 .  

• 여가를  활용해서 여유를  즐겨라 .  

• 팀  내의  믿음이  중요하다 .  

 

이런 공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공정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