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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건설 시공에의 EVMS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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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원전건설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의 문제점, 공사기간의 최
적화 및 사회적 합의 등 국내 원전건설의 사업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요되는 비
용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로 이런 사업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최적의 환경에서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사업관리 방식인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의 도입이
필요하다. EVMS는 객관적인 성과 측정과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합리적인 사업비 예측을 위한
일정과 비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로서 성공적 적용을 위해 관련 제도 및 조직의 정
비와 운영 절차 수립, 시스템 개발 및 교육 등 체계적인 도입 준비와 실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EVM 관리 기법에 관한 개념 이해와 적용사례를 검토하
고 OPR1000 노형 건설 중에 축적한 실적 데이터를 이용해 후속호기 원전건설 사업에 적합한
EVMS 모델의 개발 방안 제시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모델 개발에 따른 제약 사항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어: 비용-일정 통합관리시스템(EVMS), 원전건설, 위험관리

I.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간 수많은 이해
관계자와 방대한 규모의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서 경제성과 안정성
을 기반으로 한 기술집약적 복합 건설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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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원자력 건설사업은 원자력 선진국으로부터 설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 등 건
설 단계별 기술을 전수받아 경험을 축적했으며 OPR1000 및 APR1400이라는 노형별
자체 원전 브랜드를 개발해 운영 또는 건설 중에 있으며, 해외 수출을 위한 실행 단계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처럼 기술과 품질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사업관리 수준, 특히 사
업성과 측정과 리스크 예측 수준은 아직도 단일 프로젝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
다.
요즘은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로 국내에서 네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공사기간의 최적화 및 사회적 합의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 리스크
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사업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최적의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사업관리 방식인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이하 EVMS)의 도입이 필요하다.
EVMS는 객관적 성과 측정, 효율적 리스크 관리 및 합리적 사업비 예측을 위한 일정
과 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다.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서는 관련 제도와 조직의 정비, 운영 절차 수립, 시스템 개발 및 교육 등 체계적인 도입
준비와 실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EVM 관리 기법에 관한 이해와 적용사례를 검토
하고 OPR1000 노형 건설 중에 축적한 실적 데이터를 이용해 후속호기 원자력 건설 사
업에 적합한 EVMS 모델의 개발하기 위한 방안 제시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했으
며 모델 개발에 따르는 제약사항 및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했다.

II. 이론적 배경
1. EVM의 개념 정의
미국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 발간한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에서 프로젝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제약 요소로 범위, 일정, 비용을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과 비용의 균형적 관리가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일정 관리와 비용 관리는 특히 업무 내용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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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정과 비용 관리 업무를 위한 자료의 종류, 내용 및 활용
시기에 있어 상당 부분 중복됨에 따라 ‘일정과 비용의 통합 관리’는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성은 그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Rasdorf & Abudayyeh, 1991).
EVM는 프로젝트 사업비, 일정, 그리고 수행목표의 기준 설정과 이에 대비한 실제 진
도 측정을 위한 성과 위주의 관리체계로 일정과 비용 관리의 기준의 설정과 이에 대한
통합 운영방안을 제시하면서 건설 프로젝트뿐 아니라, 모든 주요 프로젝트 성과 측정에
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측한다.
플레밍과 코플맨(Fleming & Koppleman, 1996)은 EVM을 상세하게 작성된 작업계획
에 실제 작업을 계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비용과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방법이라 정의한다. 따라서 비용과 일정의 ‘계획
대비 실적’을 통합된 기준으로 관리하며, 이를 통해 현 문제의 분석, 대책 수립 및 향후
예측이 가능하다.
2. EVM 관리 방법
1) 프로젝트 업무 정의(scope)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업무의 정의는 가장 우선적인 사항으로서, 수행해야 할 범위
내의 모든 작업을 단계적으로 분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를 스코프(scope)라고 지칭하
는데, 이의 산출물로 업무 분류 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이하 WBS)가 만들어
진다. WBS에 의해 분할된 최소 단위를 관리단위(Control Account, 이하 CA)라고 하며,
이는 EVM에서 비용 및 일정의 성과 측정 기준의 단위가 된다(Fleming & Koppleman,
1996).
프로젝트 또는 참여하는 조직의 관리 목표에 따라서 CA의 상세도가 다르게 되며, 이
에 따라 EVM의 활용 방안을 다르게 규정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관리단위의 총 수
를 줄이는 것, 즉 상세도 수준을 높이는 것이 EVM의 활용에 고무적이며, 이를 통해
CA의 집행이 여러 기능 부서에 의해 동시 공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강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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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일정 계획(plan & schedule)
EVM의 특징 요소 중의 하나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일정 관리를 위한 시스
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하위 WBS의 CA는 한 개 이상의 작업 패키지(Work Package,
이하 WP)로 구성되고 각 WP는 한 개 이상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된다. 이 작업 일정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Critical Path Method) 기법을
활용해 단위작업 간의 선·후행 관계와 소요시간을 선정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계획과 공정표는 CA 단계에서 비용과 일정의 성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
어야 하며, 프로젝트 단계별 수평적 상관관계 규명뿐 아니라, 주 공정표와 하위 공정표
간의 수직적 상관관계 또한 WBS에 의해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3) 프로젝트 예산 편성(estimate & budget)
WP별 작업 일정에 따른 비용은 기간대별(연·월·주간)로 배분되며 각 CA별 비용을
기간대별로 집계해 성과 관리 기준선을 수립한다. 즉 공정 기반의 예산편성을 통해 일
정과 비용이 통합된 성과 관리 기준선을 수립함으로써 일원화된 WBS 코드에 투입비용
및 이행성과를 주기적, 실시간적으로 추적, 집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002).
예산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 설계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주요 편차에 대
한 원인 분석 및 최종사업비 예측 등을 위해 초기 예산, 변경 예산, 실행 예산으로 구분
해 사업 수행을 위한 기준지표로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물량, 투입 인력 및 장비 등의 투입
자원을 철저히 감독해 투입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생산성 추세 분석과 사업 예측을 반드
시 수행해야 한다.
4) 기준 진도 작성(baseline)
EVM에서 프로젝트 기준진도는 성과 관리 기준선(Performance Measurement Baseline,
이하 PMB)이라 말하며, PMI의 PMBOK(2005)에서는 이를 원가기준선(Cost Baseline)
으로 “프로젝트 전반의 원가를 측정, 감시 및 통제하는 데 기준이 되는 시간 단계별 예
산(time-phased budget)”이라고 표현했다.
EVM 기준진도 작성에서는 각 CA를 위한 적합한 진도 산정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문병석․최정일․안상형 77

업무정의(WBS)

공정계획(schedule)

예산편성(budget)

What

When

Who

<그림 1> 관리기준 작업 요소

이는 집행 관리의 척도가 된다. 이는 <그림 1>과 같이 PMB는 WBS를 활용한 업무정
의, CA를 중심으로 한 CPM 공정, 프로젝트 예산을 바탕으로 해 통합된 일정과 비용
계획의 방식으로 수립한다.
5) 진행 관리(monitoring)
설정된 기준진도에 의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계획 대비 실적 평가를 하게 된다.
이는 크게 실적 진도와 투입비용을 비교하는 비용 편차(CV), 계획 진도와 실적 진도를
비교하는 일정 편차(SV)로 표현한다. 또한 계획과 실적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하는 비용
지수(CPI), 일정지수(SPI)를 구해 비용과 일정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
료를 제공한다.
6) 프로젝트 예측(forecast)
비용과 일정의 예측은 상세한 자료일수록 정확도는 높아지나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EVM은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실적자료를 활용해 향후 성과
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EVM의 비용 · 일정 차이와 지수를 지속
적으로 분석해 성과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그림 2>와 같이 프로젝트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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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MI(2005)
<그림 2> EVM 성과 분석(공정 지연 및 비용 초과 사례)

적가치(EV)를 S곡선으로 보여줄 수 있다.

3. EVM 활용의 기대효과
EVM의 활용을 통해 WBS를 통한 업무 관리단위 유지, 일정 관리 활성화, 비용 · 일
정 통합 관리를 통한 생산성과 정확성 증대 및 프로젝트 위험관리, 예측 기능 등을 기
대할 수 있다. 특히 플레밍과 코플맨(Fleming & Koppleman, 1996)의 연구에서 EVM
<표 1> EVM 활용의 장점
장

점

1

단일화된 관리 기법을 활용한 정확성, 일관성, 적시성 유지

2

일정, 비용, 업무 범위의 통합된 성과 측정

3

축적된 실적 자료의 활용을 통한 프로젝트 성과 예측

4

사업비 효율의 지속적 관리

5

예정 공정과 실제 작업 공정의 비교 관리

6

비용지수와 활용한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예측 관리

7

비용지수와 일정지수를 활용한 총사업비 예측 및 통계적 관리

8

잔여 사업 관리의 체계적 목표 설정

9

계획된 사업비 목표 달성을 위한 주간 또는 정기적 비용관리

10

중점관리 항목의 설정과 조치

* 자료: Fleming & Koppelma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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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활용 현상을 관찰한 결과 <표 1>과 같은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III. EVMS 적용사례 분석
1. 사례 1: 국내 발전소 건설사업 설계용역 관리
사례 1은 국내 한 설계사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종합 설계기술 용역을 수행
하면서 설계용역 업무 관리를 C/SCSC를 적용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Project
Management System, 이하 PMS)을 개발해 운영했다. 계약금액의 산출 근거인 총 계약
단위 인력[Man-Hour(M/H)]을 기술 분야/설계 결과물별로 분배해 가중치를 산정하고,
WBS를 포함한 코드로 기술 분야/설계 결과물 단위인 실적비용 및 진도 관리 단위
(Engineering Code of Account, 이하 ECOA)로 설정했다. 또한 관리 단위의 하위 시스
템은 개별 설계 결과물별로 작업 일정과 진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설계시행 공정표를 데
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설계시행 공정표는 개별 설계 결과물(예: 도면 낱장)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협의한 기준진도에 의해 작성 단계별 관리점을 설정했다. 이러한 관리점의 계획 일정은
설계-구매 관리기준 공정표(CPM schedule)로부터 환산한 일자를 부여했고, 기준진도를
적용해 관리단위별 계획진도(PV)를 산출했다.
특정 시점에서 실적진도(EV)는 개별 설계 결과물 관리점의 달성 여부를 측정한 후
전산으로 산출했으며, 이는 동시에 실적비용이 된다. 계약자에게 프로젝트의 성과 분석
이 중요한 지수이기 때문에, 경영정보 시스템(MIS) 및 경험자료 관리 차원에서 매월 2
회씩(15일 단위) 개인별 근무상황 보고서(time sheet)를 설정된 실적비용 및 진도 관리
단위(ECOA)별 실제 근무시간을 기입해 작성한다. 이를 급여 계산의 근거자료로 활용
했고 프로젝트 투입비용(AC)으로 산출했다.
프로젝트의 공정관리팀은 매월 투입비용(AC) 데이터를 받아서 설계관리 시스템에 입
력하고, 전산을 통해 EVMS가 제공하는 기본 지수(PV, EV, AC)를 이용해 분석 지수
(SV, CV, SPI, CPI, BAC, EAC 등)를 보고서 및 그래픽으로 생성했다. 이러한 보고서
는 기성신청 서류, 내부 사업수행 평가회의 자료로 활용되면서 해당 용역이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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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정보가 되었다.
국내 공공기관의 특성상 EVMS를 활용한 설계관리 시스템은 설계용역의 실적비용
산정서류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준진도(PMB)에 의해 개별설계 결과
물의 작업 단계별 일정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공정 촉진
(fast track) 기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 도구로 정착되었다.
사례 회사는 계약자로서, EVMS를 적용해 설계관리 시스템과 경영정보 시스템을 부
분적으로 통합하면서 효율적인 사업 단위 및 인력 관리를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계
속되었으나 EVMS를 적용한 회사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에는 실패했다. 이는 주로
EVMS 적용의 노력과 경험이 건설공사업체 위주로 축적되어 있는 국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례 2: 국내 대형 건설사의 시공 관리
전형적인 대형 일반 건설업체로서 1997년부터 EVMS 관리 기법에 의해 프로젝트 관
리 시스템(PMS)을 개발했고, 2006년에는 자재 관리 분야에 JIT(Just-in-Time) 시스템을
도입했고, 최신 IT를 접목한 TPMS(Total Project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해 국내
외 사업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다(박찬정, 2007).
별도로 운영했던 비용 관리와 일정 관리 체계를 국내 실정을 감안해 실행 예산 체계
에 공정 작업 단위인 단위작업(activity)을 추가해 일정과 비용의 통합 분류 체계를 구축
했다. 즉, 실행 예산 편성 시 중간-상세-단위작업(activity)-내역 등 계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일정과 비용이 연계될 수 있는 고리를 생성했다.
성과 측정은 현장에서 작성하는 작업일보를 이용해 단위작업(activity)별 일일 작업량,
투입인력 및 장비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진척도가 계산되고 WBS 상위 계층별 누
적 및 집계된다. 자재 관리는 JIT 시스템을 이용해 정확한 소요량 산출과 소요일자에
맞춘 자동 청구, 그리고 바코드를 통한 입출고 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RFID를 통해 정확한 단위작업(activity)별 투입 인원 집계, 위험 근로자 관리 등 현장
인력의 출입 관리까지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 회사는 EVMS의 전사적 활용을 통해 효율적 관리와 적절한 자원 배분을 이룬 성
공적인 예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EVMS 기법이 현장에 정착되기까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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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경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3. 사례 3: 국내 국방 분야의 사업 관리
국내에서는 국방사업 관리 분야에서 EVMS 활용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 국방사업
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및 경쟁력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증대하고 있으며,
비용을 중시하는 풍토로 변화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수행되고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
는 방위력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관리 기법으로 EVMS의 중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방위력 개선과 군수품 조달을 관장하는 방위사업청으로 정부기관으
로 개청된 이후 EVMS 도입방안 연구를 지속했다. 2006년 5월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
규정을 제정해 EVMS를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토록 기술했으며, 2009년에는 사업의 규
모와 성격을 고려한 EVMS 수행지침(안)을 제정해 적용 준비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EVMS 적용을 다음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준비 단계인 사업
추진방법 결정 시에 EVMS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적용이 결정된 사업은 제안
요청서(RFP)나 실행계획서 상에 EVMS 적용을 명시함으로써, 계약 이후 발주자와 수
행자 간에 EVMS 적용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연 1
회 통합기준선검토회의(IBR: Integrated Baseline Review)를 실시해 성과계획에 대한
발주자와 수행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방위사업청은 EVMS 수행 및 통제 기능이 포함된 통합 사업관리 정보체계를 개발해
방위사업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정보체계는 방위사업
청의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관리 시스템과 조달관리 시스템, 통제 및 모니터링 시
스템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수행업체와의 협업을 지원하는 대민업무 서비스도 구성되
어 있다.
EVMS를 적용한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규정한 EVMS 수행 지침 및 기준에 따
라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발생한 EVMS 자료를 대민업무 서비스를 통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수집된 실비용 원가자료는 원가 정산 업무로 연계되고
비용성과지수(CPI), 일정성과지수(SPI) 등의 분석 결과는 종합상황실에 제공되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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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요소를 조기에 식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른 업무 영역과 통합, 연계 운영된다.
위에서 언급된 국방 분야는 EVMS 수행 절차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운
영함으로써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제도 및 규정 관련 정책 연구와 구
체화 방안을 통해 EVMS를 정착시키고 적용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EVMS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사례 연구의 비교 및 시사점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사례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사례 1, 3과 같이
계약 조건에 의해 정부 및 공공사업은 EVMS를 활용해 그 범위가 각 프로젝트별로 이
루어진다. 반면에 사례 2의 경우 내부 관리 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해 여러 가지 방
법으로 프로젝트 성과를 취합하면서 발주자 계약 조건이 아닌 시공사의 필요성에 의한
관리 시스템으로 EVMS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3의 경우 정부 주도 사업으로 계약 요건에 의해 발주자와 협력업체 간 관리체계
를 통합하려는 노력과 한국형 EVMS 구축 정착에 대한 진전을 보여준다. 위의 모든 사
례는 EVMS 개념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체계화하는 절차 또는 지침서를 사용
하고 있다.
<표 2> 기업의 EVMS 적용사례 비교
사례 1

구분

사례 2

사례 3

기업 형태

설계

시공

공공

사업 형태

공공기관

민간기업

정부기관

적용 동기

계약 조건

내부 관리

계약 조건

적용 대상

설계 관리

시공 관리

사업 관리

적용 범위

각 프로젝트

전체 프로젝트 통합 관리

적용 기간

1986~현재

2007~현재

기타 특징

계속적 활용, 정착화

시공관리 업무 개선

전체 프로젝트
(차등/선별 적용)
2006~현재
제도화, 확대 적용, 시스템
운영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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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VMS 적용 제약사항 검토
1. 정확한 성과 관리기준선 작성
정확한 성과 관리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은 프로젝트 수행평가를 위한 기본 사항임이
분명하지만, 국내 건설사업에서 EVMS 적용을 위한 성과기준선 작성 수준은 미흡한 실
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업예산의 정확성 문제다. 국내 공공사업의 경우 확정된 예
산에서 유동성 측면과 설계와 연동 관리가 매우 취약해 총액 정도만 관리하고 있다(최
석인, 2008). 또한 현행 사업예산제도에서는 사업비를 불변가로 하고 있어 물가상승 등
에 의해 매년 증액이 요구되면서 이에 따른 비효율과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이 빈번하
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예산도 초기 배정 시점부터 잘 정의된
WBS에 의해 편성해야 한다. 또한 예산은 일반적인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며, 기타 불확
실한 사업은 예비비를 두어 별도로 관리해야 보다 합리적인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다.
특히 WBS에 의해 분할된 최하위 작업 단위인 WP로 작업일정에 따른 비용 할당과 공
정표에서의 관리 단위가 되어야 한다.

2. 조직별 계획과 실적의 명확한 구분
설정된 계획 대비 수행 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EVMS뿐만 아니라 모든 성과 측정에
서 기본목표다.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모든 자원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계획과 실
적을 명확히 구분해 평가하게 된다. 이런 매우 명백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실적
의 불명확한 구분이 EVMS의 활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발주자의 기준진도가 투입비용과 같아지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즉, 발주자의 실적이 도급자의 계약금액과 같아지는 경우다. 이 관점에서 공공사업에서
낙찰 차액을 집행 규제하는 것과 예산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다.
즉, 물가 보상에 의한 증액, 낙찰 차액 환수 등의 반영으로 기준 예산 자체가 빈번히 변
경되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성과는 항상 예산 대비 투입비용이 완전하게 표현될 수 없기

84 經營論集, 第 46 卷 統合號

1. 발주자 예산
≠
2. 발주자 집행

≠

3. 도급자 예산
≠
4. 도급자 집행

≠

5. 하도급자 예 산
≠
6. 하도급자 집 행

<그림 3> 총액 계약에서 조직 간 예산과 집행 비용

때문에 EVMS의 활용 의미가 반감된다.
따라서 발주자의 예산 금액과 집행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준 예산을 일관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계약금액(발주자의 집행액)을 기반으로 내부 목표
설정 및 실행 예산을 재편성한다.

3. 프로젝트 관리의 체계화
EVMS는 기준진도 작성, 성과 측정,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한 관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고, 또한 그 수행 과정이 철저히 확인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많은 제
도나 규칙들이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편법 운영되거나 또는 형식만을 갖춘 채로 유명무
실하게 되는 것은 프로젝트 관리 능력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런 절차와 요구조건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명시하고, 내
부 관리 목적에 의한 경우에는 사내 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해야 한다.
그 사례로, 미국 국방성의 규정(Instruction 5000.2 또는 7000.2 등)과 절차를 살펴볼 수
있다.
과학적 일정 관리는 EVMS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며, 이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것
은 비용과 일정의 통합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의 효율성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역으로, EVMS는 실적비용 산정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CPM 등 과학적 공
정관리의 실용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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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도 1999년 공공 건설사업의 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대책’(1999. 3, 건설교통부)을 발표하고 이의 일환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2000. 2)해 일정과 비용 통합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
(2006. 12)된 조항에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정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해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사업에서의 EVMS 제도화 노력은 건설산업계 전체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따라서 EVMS 체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
서서 앞서 언급된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상세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이
행 독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원전건설 시공에서의 EVMS 적용 방안
아래에서는 원자력 건설사업의 일반 현황과 사업 관리 체계 등 사업 관리의 전반적
인 개요를 살펴보고, 현재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관리, 공정률 관리 및 공사비 관
리의 사례를 통해 원자력 건설사업에서 EVMS 적용에 따른 한계점과 문제점을 도출하
고, S프로젝트의 시공 분야 일정, 공정률 및 공사비 실적 데이터를 이용해 후속호기인
W프로젝트에 적합한 EVMS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EVMS 적용 모델은 연구기간의 제약과 연구대상의 적합성, 그리고 향후
적용성을 고려해 원전 건설사업 전체에 대한 모델보다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인
시공 분야의 원자로 건물(RCB)에 국한했다. 또한 EVMS 모델 개발에 사용되는 실적
데이터는 2009년 9월 현재 네 개의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전 건설용 전산 시
스템인 NPCMS(Nuclear Power Plant Management System)의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1. 원자력 건설사업
원자력백서에 의하면 2009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건설 현황은 <표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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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건설 및 준비 중인 원자력 준공 일정
건설 중

건설 준비 중

신고리#1

신고리#2

신월성#1

신월성#2

신고리#3

신고리#4

신울진#1

신울진#2

2010.12

2011.12

2012.03

2013.01

2013.09

2014.09

2015.12

2016.12

같이 6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2기는 준비 중에 있다(지식경제부, 2009, p.146).
우리나라는 원자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준화된 사업 관리 체계(사업조직, 업무
절차, 정보 시스템)를 개발했다. 이는 건설 기술의 자립과 건설 경험의 축적을 통해 후
속호기에 활용됨으로써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건설부지 확보,
인허가 취득의 어려움 등 사업 관리 환경의 변화, 3D CAD 설계, 신형로 건설에 따른
설계 방식 변화, 시공 공법의 복합화 및 대형화 등으로 인해 신규 사업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사업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은 사업주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본사에 각 사
업별 설계 및 주기기 계약 관리와 공정, 공사비, 인허가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프로
젝트 조직(사업관리실)과 설계기술 및 보조기기 구매를 담당하는 기능 조직(사업기술조
직)을 두었고, 건설현장에 시공 공정 관리, 현장 자재 관리, 시공 감독 및 검사 관리, 품
질 관리 및 정보 관리를 전담하는 건설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 건설사업은 사업관리지침서(Project Procedure Manual, 이하 PPM)에 의
해서 사업의 정의, 조직 구성과 역할, 사업 행정 관리, 자료 관리, 사업번호 부여체계,
품질보증, 설계 관리, 공정/공사비/자재/시공/시운전 관리 등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그 외는 내부절차서(Site Internal Procedure, 이하 SIP) 및 작업절차서(Work Plan
Procedure/Quality Control Instruction, 이하 WPP/QCI)를 통해 작성 및 운용한다.
사업 관리 정보 시스템의 경우 대형 사업은 조직과 업무 절차가 체계화되었더라도
관행대로 수작업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향상된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기에 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설계사나 기자재 공급사에게 생산, 건설
현장 특성 등의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 공유함으로써 건설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
다.
건설산업 관리는 가용자원의 계획, 실행, 통제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다양
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세분화되는 구조를 가지며, WBS라고 한다. 이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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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원자력 건설 WBS
Lev.1

Lev.2

Lev.3

Lev.4

Lev.5

관리수준

내 용

공사비

공정률

√

√

프로젝트명

√

√

건설공사

PRE(2)

-

※

사업 준비

ENG(8)

√

√

설계

PRO(27)

√

√

구매

NSSS(11)

√

√

원자로설비

TG(3)

√

√

터빈발전기

√

√

보조기기

√

√

시공

-

※

시공 준비

√

√

주설비공사

CX

※

-

별도발주공사

CY(4)

√

√

부대설비공사

STU(5)

√

√

시운전

SUP

※

-

용역비

OWN

※

-

사업주비

※

-

핵연료

SKN1,2
C(100)

BOP(13)

A,C,E,M,P,..

CON(58)
PRE(2)
CP(52)

F

A1,C1,E1,..

*( )은 공정률 가중치(%), √: 일치, ※: 불일치

건설 업무를 톱 다운(top-down)으로 분류해 계획과 실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정도
까지 세분화한다.
사업번호 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이하 PNS)는 사업 관리에 가장 기본적인
분류 체계이며 건설정보의 핵심이 되는 코드로서 건설관련사는 공정, 단위작업(activity)
위치, 도면, 자료, 자재, 절차서 및 교신 문서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객체에 PNS를 이
용해 분류, 식별하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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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업무 분석
1) 일정 관리 절차
공정표는 한수원과 계약사의 운영목적에 따라 레벨별로 작성, 운영하며 하위 레벨에
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가 상위 레벨로 요약되는 상하위 체계(hierarchy)를 유지하고 있
다. 최상위 계층의 기본공정표(level I)는 전체 사업 단계(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주요 일정을 제시하며, 다음 계층의 분야별 종합공정표(level II)는 설
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 분야별로 업무를 세분화해 주요 업무수행 및 관계 표시를 나
타내며 분야별 최상위 수준의 공정표로 이용된다.
또한 전산화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레벨 III 수준의 관리기준 공정표(Integrated
Project Schedule, 이하 IPS)와 계약자 레벨에서 운영하는 레벨 IV 수준의 상세 시행 공
정표로 계층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IPS는 분야별 공정 관리 기준이 되는 공정
표로서 설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 업무를 통합해 단위작업 간의 상관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CPM 방식 로직 네트워크(Logic Network)로 작성하며, <그림 4>와 같
이 단위작업별 일정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4> 일정 분석 사례(S프로젝트 본관 건물 신축 공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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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MRS 물량 실적 및 계획(S프로젝트 본관 건물 신축 공사)

<그림 6> TWDS 물량 실적 및 계획(S프로젝트 본관 건물 신축공사)

시행 공정표는 호기별/시공 패키지(Construction Package, 이하 CP)별 관리기준 공정
표 범위 내에서 한수원 또는 계약사가 작성, 운영하는 것으로 8개월 공정표와 3주간 공
정표가 있다. 자재의 조달 등을 고려해 중기적인 시공 일정(8개월)과 자원 관리를 위해
매 2개월마다 발행하는 8개월 공정표(Eight Month Rolling Schedule, 이하 EMRS)가
있으며, <그림 5>와 같이 시공 단위공사별 물량 종류별/월별 시공계획을 작성, 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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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업단계별 가중치
분야/단계
설계

구매

시공

주기기

가중치

기본설계

2%

종합설계

8%

원자로설비(NSSS)

11%

터빈발전기(T/G)

3%

하위 가중치

공사비

배부 기준

지불 형태

인력(M/H)

실적비용

품목별 구매비용

실적비용

보조기기(BOP)

13%

Package별 구매비용

납품고

시공준비

2%

기간

N/A

주설비공사

52%

Package별 시공비용

실적비용

부대설비공사

4%

공사별 시공비용

실적비용

시운전

5%

물량, M/H, 중요도

실적비용

사업종합

100%

다. 또한 단기적인 시공계획(3주간)과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3주간 공정표(Three Week
Daily Schedule, 이하 TWDS)를 <그림 6>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2) 공정률 관리 절차
<표 5>와 같이 공정률 관리는 사업 단계별로 업무량, 중요도 및 금액 비율에 따라 공
정률 가중치를 산정하고, 그 하위 단계는 산업 단계별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설계 단계의 공정률은 단위작업(activity) 번호 체계를 기준으로 설계 분야별, 자료별
단위 인력(Man/Hour, 이하 M/H)비로 배분하고, 주기기 구매단계의 공정률은 주기기
전체 금액에 대한 공급항목별 금액 비율로 가중치를 산정하고, 보조기기 구매 단계의
공정률은 프로젝트별 220여 구매 패키지의 구매비용에 대한 비율로 가중치를 선정한
다. 시공 준비 단계의 공정률은 본격 시공 착수 전에 수행되는 시공계약 추진, 건설 인
허가 취득, 민원 해결 등 프로젝트 리스크를 고려해 일정한 기간(5~6개월)에 해당하는
가중치(2%)를 해당 기간 월별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리고 주설비 공사 공정률의 경우
분야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시공 패키지(CP)별, 공종별로 시공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및 관리하고, 부대설비 공사 단계의 경우 예정된 부대공사에 대해 비용 기준으로
공정률을 산정한다. 시운전 단계에서는 시운전 시스템별, 하위 시스템별 시운전 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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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소요인력, 시험물량 및 기능상의 중요도 등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음은 주설비 공사 실적 공정률 산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모든 시공작업은 관
리기준 공정표(IPS)에 의해 관리되고, 현장 작업이 진척됨에 따라 상세 공정표(8개월
공정표, 3주간 공정표 등)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문병석, 2007).
시공작업 대상은 작업이 수행되는 최하위 단위(개별 자재, 용접 조인트, 룸, 도면, 단
위작업 등)로 고유한 단위작업 번호, 설치 물량, 위치 정보 및 참고정보로 구성된다. 여
기에는 레벨 4 단위작업(Lev.4 activity) 등 필수적으로 공정 연계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야 하며, 단위작업별 검사결과인 시공 실적은 작업 유형/검사 단계의 작업달성도(PC)로
산정되어 상위 레벨 4 단위작업(Lev.4 activity)와 시공 패키지(CP)별 공종물량의 상위
계층에 집계된다.
3) 공사비 관리 절차
공사비 관리 체계는 <그림 7>과 같이 총 공사비 산정, 연간 예산 편성/배분, 집행실적
관리 및 분석 보고 등의 절차로 구성된다. 공사비 분야별 예산과 총 예산 수립, 건설 소
요 물량 및 건설 공량 추정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단계별 총 공사비 산정 및 총 예산 편
성을 수행한다(원전건설 표준 사업관리절차서, 2007).
연간 예산은 매년 각 사업별/분야별로 투자되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관리하
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상에서 계정별로 배분한다. 계약 공사비
역시 ERP 시스템으로 사업별/분야별/계약번호별 계약기간, 원계약 금액과 변경계약 금
액을 관리하며 실적비용 지불을 위한 매월 예정지불 계획을 계약공사비 배분곡선(distribution profiles), 경험 데이터 및 예정공정률표를 이용해 작성한다. 계약 공사비 배분
곡선을 이용한 기간별 배분은 기준가격에 배분율(%)을 곱해 산정하고, 배분율 결정을
위한 배분곡선 선택 방법은 과거 경험과 통계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설정된 커브를 이용
하는 표준형과 계약서상의 지급계획 자료나 과거 선행호기 경험 자료를 사용한 임의의
작성형이 있다.
공사비 집행은 사업별/분야별/계약번호 단위별로 이루어지며 시공 분야 주설비의 경
우 월별 배분된 예정 기성율에 해당하는 예산의 80% 내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으며,
매 3개월 차에 정산 지급한다. ERP 시스템에서는 매월 공사비 집행 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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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공사비 관리 절차

3. EVMS 모델 개발 문제점 분석
1) 업무분류체계(WBS)의 상이
EVMS 전제조건의 가장 기본적 사항은 각 측정 요소의 측정 단위와 수준(level)이 일
치하는 것이다. 원자력 건설사업의 경우 일정 관리를 위한 단위작업(activity) 체계와 공
정률 관리를 위한 CP별 물량코드 체계, 그리고 물자대 및 실적비용을 관리하는 공사비
관리 체계가 서로 상이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일정과 비용을 계획,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일정 관리 WBS는 <그림 8>과 같이 설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 분야가 상위 레벨에 위치하고 호기, 빌딩, 층, 구역(area) 순으로 계층체계를
가지고 있다.
공정률 관리 WBS는 <그림 9>와 같이 설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 분야가 상위 레벨
에 위치하고, 시공 구분과 호기 및 단위공사 순으로 계층체계를 가지고 있다. 공정률 관
리 WBS는 시공 구분 단계(시공 준비, 주설비, 부대설비)가 있다는 것과 호기 하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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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정관리 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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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공정률 관리 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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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공사비 관리 WBS(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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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공 단위공사(CP)가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공사비 관리 WBS는 <그림 10>과 같이 건설공사와 핵연료 분야가 상위 레벨에 위치
하고 분야와 시공 구분 및 시공 단위공사(CP) 순으로 계층체계를 가진다. 공사비 관리
WBS는 일정 및 공정률 WBS와 달리 호기 개념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시공 단위 공사
별 계약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2) 일정 관리와 공정률 관리의 이원화 운영
원자력 건설사업의 일정 관리는 공정관리 전문도구인 OPP(Open Plan Profession)를
이용해 일정계획 수립과 작업 실적을 관리하며, 월 단위로 주기적 일정 분석을 수행하
고 있다. 일정 분석은 CPM기법을 통해 단위 공정별 계획(early/late start date, early/late
finish date) 대비 실적(actual start date, actual finish date)을 바탕으로 선·후행 작업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실적을 상위계층으로 집계하고 향후 일정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본래 일정 관리 툴은 성과 측정 방법에 따라 각 단위작업에 대한 작업의 가중치와 진
도율을 산정해 전체 공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으나, 원자력 건설 사업
에서는 과거의 관행적 대표 물량에 의한 공정률 측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위작업별 물량 관리 개념 자체가 없어 전체 단위작업에 대한 개별 단위작업의 가중치
를 부여할 기준과 절차가 없고 참고할 선행호기 사례가 없는 등 현실적인 제약에 기인
한다.
선행호기 작업 단위(activity)별 실적 데이터가 없는 이유는 단위작업별 시공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공 분야별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물량 죽이기’ 방식으로 벌크 작
업형태로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모든 작업이 일정에 따라 통제되고 모니터링이 되
어야 하나, 관리 절차 및 툴의 부재, 이해관계자의 이해 부족 및 관리 능력 부족으로 시
스템에 의한 공정 관리체계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적인 문제의 정비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첫째, 절차적으로는 벌크 물량 관리 위주의 시공 관리를 단위작업 일정을 기반으로
한 개별 자재(TAG 자재) 관리 체계로 변화해야 하고, 최하 단위작업의 성과 측정 방법
의 개선과 그와 연관되는 시공 관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계약 구조를 개선해 성과측정 방법을 혁신하겠다는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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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anager) 및 현장 소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인 절차와 제도
적인 문제를 혁신하기 위해 각 PM 조직 간 업무 조정을 위해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3) 공정률 산정 방식의 후진성
원자력 건설사업의 공정률 산정 방식은 약 20여 개의 CP별 대표물량에 대한 예상물
량과 실적물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실적물량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각 시공 분야별 프
로세스에서 처리된 시공검사 보고서(inspection report)에 승인된 물량으로 간주한다.
CP별 대표물량 관리 방식은 선행호기의 실적물량을 후행호기에 복제해 손쉽게 적용
하기 위한 방식으로 원자력 건설사업에서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방식이다. 이는 단위
작업의 일정계획 대비 실적에 의한 진도와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
문에 현실감이 떨어진다.
공정관리에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어느 건물에 어느 작업이 있고 이번 달에 달
성해야 할 목표와 실적(공정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
고 현재 돈이 얼마 들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새로
운 WBS를 개발해 단위작업(activity)별 계획값(PV)을 산정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예정물량에 대한 산정 방법으로 선행호기 실적물량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호기 설계물량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이다.
첫째, 선행호기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은 S프로젝트의 실적 데이터를 기
반으로 후행호기 W프로젝트의 계획물량을 산정하고 필요 시 프로젝트의 규모나 물량
변동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해 보정한다.
둘째, 해당 호기 설계물량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은 설계기술 및 IT 진화에 따라 3D
및 4D CAD 시스템을 이용한 고도화된 설계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신의
3D CAD 시스템의 3D 모델에서 소요물량을 산출하고 일정계획과 연계해 단위작업별
소요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해당 단위작업의 성과, 즉 EV에 해당하는 실적물량은 최하위 작업 대상별 실적을 체
계적으로 관리해 적정한 단위 및 레벨로 집계하며, 현재 S프로젝트에서 시행하는 방식
대로 집계하면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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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 공사비(기성율) 산정 방식
시공 실적비용 지급을 위한 관리기준은 공정률 관리 기준과는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
고 있다. 공정률 관점에서는 실제 시공 대상에 대해 설치 단계별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
루어지고 작업에 대한 평가가 품질검사 등 적정한 수단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판정될 때
그 물량은 성과로 간주한다. 그러나 기성률 산정 방식은 시공 후에 이루어지는 연계작
업까지 완료해야 그 작업이 끝난다.

4. EVMS 적용 방안
EVMS를 원자력 건설사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적인 대형공사,
확정계약 형태의 발주 방법, 복합적이고 병행적인 업무 구조와 같은 사업 특성 및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많은 제약 조건이 따른다. 발주방식 변경 및
예산의 자율성 등 여러 제약 조건을 개선해 EVMS 적용에 알맞은 환경 구축을 위해서
는 산업별 전문가의 연구와 제도 개선 및 EVMS 시행의 경제성 평가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EVMS 모델의 범위는 <표 6>과 같이 S 및 W 프로젝트의 #1호기의 원자로건물
<표 6> 프로젝트별/건물별 단위작업 현황
S프로젝트

프로젝트
건물
AUB

W프로젝트

#1

#2

계

#1

#2

계

393

394

787

390

390

780

ABB

41

41

42

RCB

232

232

464

247

247

494

42

CHX

33

33

66

37

35

72

XMR

28

28

56

29

29

58

FHB

106

107

213

104

106

210

EDG

66

66

132

69

69

138

CMS

32

32

32

:

:

:

:

:

:

:

합 계

2,249

1,339

3,588

2,262

1,387

3,64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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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B: Reactor Containment Building)에 해당하는 단위작업(activity) 230~240여 개가
대상이다.
이 연구에서는 원자력 건설 S프로젝트의 경험과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W프로젝트
의 EVMS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VMS 개발 도구로 델텍(Deltek) 사의 코브라
(Cobra)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용했고, 아직 S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므로 완벽한 실적 데
이터를 취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문제 등 여러 제약
조건으로 인해 연구범위를 시공관리 분야의 특정 건물로 한정했다. 이 연구는 통합
WBS 모델 개발과 이에 해당하는 일정, 공사비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
을 두었다.
1) 프로젝트 업무 정의(EVMS용 WBS 개발)
공간 분류(power block과 yard)의 개념을 적용한 일정 분야 WBS와 대표물량을 CP
별로 관리하는 공정률 분야 WBS, 그리고 비용 관점에서 예산 산정과 집행 단위인 공
사비 분야의 WBS(CBS: Cost Breakdown Structure)를 하나의 WBS로 <그림 11>과 같
이 통합했다.
원자력 시공 업무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배관 등 분야별 업무로 구성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도 업무와 동등한 구조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단위공사(CP)를
분야별로 계층화해 일정-비용의 통합계정인 관리계정(CA)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계정(Control Account)은 <그림 12>와 같이 일정과 비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본관리 단위로 최하위 WBS와 최하위 OBS의 교차점에서 형성된다.

W 프로젝트

설계

분야

시공

1호기

호기
건물

구매

Yard

RCB

시운전
2호기

AUX

CPB

<그림 11> 일정-비용 통합 WBS

부대설비
T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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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프로젝트
설계

분야

Yard

건물

C1

RCB

본관건물 신축
건축 마감
도장 공사
기초 굴착

C2
C C3
C4
C5

콘크리트 생산
옥외 매설물
냉각수 계통
해상 구조물

E1

전기기기 설치

E2
E E3
E4
E5

전선 포설
옥외 개폐소
계장 설비
보안,통신설비

배관 설치
보온 공사

2호기
AUX

CP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GB

○

복수기 설치
T/G 설치
HVAC 설치
NSSS 설치

M6 현장 조립탱크
P1
P
P2

시운전

○

M1 일반기기 설치
M2
M3
M
M4
M5

시공

1호기

호기

A1
A A2
A3

구매

○
○

○
○

○
○

<그림 12> 통합계정(CA)

새로운 통합 EVMS 모델의 작업 패키지(WP: Work Package)는 현행 원전건설 시공
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3,400개의 시공 관리 기준 공정(IPS)인 단위작업(activity)에 해
당된다. 이는 <그림 13>과 같이 WP와 단위작업이 1:1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일정
은 기존 건설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정 관리전문 툴에서 분석된 일정을 주기적으로
시스템에 연계 처리하고, 이 수준에서 단위작업에 대한 일정과 자원(resource)을 관리하
고, 다수의 WP가 1개의 관리계정(CA)으로 연결, 집계되는 것이다.
EVMS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 CA와 그 하위 WP 내역을 나타내는 화면으로 PV,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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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MS 영역

일정 관리 영역
1호기

WBS
O
B
S

CA

Yard

RCB

AUX

Lev.1

Lev. 2

Lev.3

Area1

Area2

Area3

WP1
WP2
WP3

Activity1
Activity2
Activity3

<그림 13> WP와 단위작업(activity) 연계

<그림 14> CA와 WP 관계(구축사례)

AC, BAC 등 성과 측정 및 분석 데이터가 비용으로 나타난다.
<그림 14>의 상단 시트 상 첫 번째 라인의 CA는 WBS와 OBS를 조합한 코드 값이
며, 이는 원자로건물 RCB(1.1.2) 내 본관건물 신축공사(A.1)에 대한 2009년 10월 현재
계획값(PV)이 11,518,721천 원이고, 지금까지 공정률을 바탕으로 계산한 EV값이
10,348,393천 원 가치의 달성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집행된 비용인 AC값은
9,009,739천 원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 CA 단위에 배정된 예산, 즉 BAC(Budget at
Complete)는 16,945,262천 원이고, 향후 이런 추세로 진행된다면 최종사업비(EAC)는
목표예산(BAC)의 약 95% 수준으로 약간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하단 시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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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CA에 대한 WP 내역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WP별 성과 측정 요소 값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그 값이 상위 CA에 집계된다.
이 연구에서는 WP 단위를 일정 관리 최소 단위인 단위작업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각각의 일정 요소(schedule start/finish date 및 actual start/finish date 등)는 일정관리
전문 툴인 OPP(Open Plan Professional)에서 관리하는 값으로 시스템적으로 연계해 가
져온다.
2) 프로젝트 일정 계획
국내에서 건설되는 원전건설 사업기간은 경수로형 원자로인 OPR1000을 기준으로
기본계획 확정부터 발전소 2개 호기 준공까지는 약 12년 정도 소요되며, 시공계약 후
본관 기초 굴착공사를 시점으로 #1호기 준공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된다(지식경제부,
2009, p.152). 원전건설사업 전체 일정 계획은 사업 초기에 수립되어야 하며, 사업 진척
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정 분석을 수행해 작업의 지연과 만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15>는 현재 W프로젝트에서 매 2개월마다 8개월간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8개월
공정표(EMRS)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단위작업별 액티비티코드, 명칭(description), 작
업 기간(duration), 작업일정(ES, EF 등), 선·후행 작업관계(rlationship) 등 모든 작업 내
역이 기술되어 적절한 승인절차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관리한다.
<그림 15>에서 박스 표시는 액티비티별 바 차트(bar chart)로서 “13100S10 -ACB
ELECT STR STL (2ND...”는 <그림 15> WP “13100S10”과 동일하며 베이스라인
(baseline)인 IPS와 최종 Ver.인 커렌트 스케줄(current schedule) 및 선·후행 관계가 도
식화되어 표시된다.

<표 7> W건설 프로젝트 일정-Milestone
기본

부지

본관 기초

최초

원자로

상온수압

연료

계획

정지

굴착

콘크리트

설치

시험

장전

W프로젝트 #1

’00.12

’05.10

’07.6

’07.11

’09.8

(’11.1)

(’11.9)

(’12.3)

W프로젝트 #2

’00.12

’05.10

’07.6

’08.9

(’10.6)

(’11.11)

(’12.7)

(’13.1)

구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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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공 분야 단위작업(activity) 리스트(구축 사례)

3) 프로젝트 예산 편성
① 대표물량 단가 산정(선행호기 실적 데이터 활용)
이 연구에서는 선행호기 시공계약금액 데이터를 이용해 WP 단위별 계획값(PV)을 산
정한다.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대표물량의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시공 단위공사(CP)별 계약금액을 호기별
가중치에 따라 배분한다.
<표 8> 주설비공사 호기/CP별 공사비 내역
호기별 가중치 및 산정금액(천)

구분

WBS 내역

CP-A1

본관건물 신축공사

60.63

82,800,252

39.37

53,762,692

136,562,944

CP-A2

건축 마감공사

:

:

:

:

:

#1 가중치/금액

#2 가중치/금액

합 계

:

:

:

:

:

:

:

CP-P2

보온공사

55.49

6,847,439

44.51

5,491,561

12,339,000

xx,xxx,xxx

xxx,xxx,xxx

합계

xx,xxx,xxx

102 經營論集, 第 46 卷 統合號

<표 9> CP별 대표물량 단가
공종

물량 코드(명)
#1호기

CP-A1(본관건물신축공사)
CP-A1-01
CP-A1-02
CP-A1-03
CP-A1-04

<C00350>
콘크리트
<C00500>
잡철물
<C00650>
철골
<C00200>
포스트텐셔링

가중치

산정 금액
(천 원)*

실적물량

단위

물량단가
(천 원)**

100%

82,800,252

75.54%

62,547,310

293,169

Cy

213

13.07%

10,821,992

2,292

Ton

4,721

6.93%

5,738,057

12,872

Ton

445

4.46%

3,692,892

104,356

LF

35

*물량별 산정금액 = 호기/CP별 실적금액(82,800,252천 원) * 가중치(0.7554)
**물량별 단가 : 물량별 산정금액 / 실적물량

나. 호기/CP별 공사금액에 해당 CP의 대표물량별 가중치와 선행 실적물량을 기준으
로 대표물량 단가를 산정한다.
② 후행호기 WP별 계획물량 및 비용 산정
선행호기 CP별 대표물량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 후 <그림 16>과 같이 시뮬레이션 시
스템에 입력한다.
후행호기 계획물량은 선행호기의 프로젝트 규모와 형태가 동일함을 전제로 하기 때

<그림 16> 대표물량 단위별 단가(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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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WP별 계획물량 및 비용 가중치
WP

Description

13100S50

RCB INSTALL & TENSION

13100S60

RCB ERECT MISC. STEEL

13100S10
13100E40
13100E40
13122P40

RCB ERECT STR. STL.(2ND
SHIELD WALL INSIDE)
RCB INSTALL SECURITY
SYS

계획

단가

금액

가중치

물량

(천 원)

(천 원)

(%)

103,977

357

3,679,435

9.21

342

4,721

1,612,533

4.04

철골(Ton)

412

445

183,340

0.46

Conduit(LF)

2,275

12

27,600

0.07

610

1

610

0.001

546

386

211,297

052

1,096

213

233,830

0.58

:

:

39,917,446

100

물량(단위)
Tendon설치
(LF)
잡철물 설치
(ton)

RCB INSTALL SECURITY

케이블

SYS

포설(LF)

RCB S/B PIPE SUPPORT

S/B

LVL 2

Support(EA)

13130C30

RCB FR&P SLAB EL.122

:

:

Conc. 타설
(CY)
:

#1호기 RCB 합계

:

문에 단위작업(activity=WP) 수와 물량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표 10>과
같이 WP별 비용은 선행호기 계획물량에 대표물량 단가를 곱한 것과 같다. 따라서 선행
호기의 프로젝트 규모와 형태가 동일할 경우, 단위작업(activity)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행호기와 동일 단위작업(activity)에 대해 가중치 비율로 실적물량을 계획물량에 배분
하면 되고, 만약 부지 특성, 설계 변경 및 용량 변경에 따라 선행호기 실적물량과 후행
호기의 설계물량이 상이할 경우(특정 단위작업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될 경우)에는 적
정한 물량 배분 방식을 선택해 결정해야 한다.
4) 기준진도 작성
이 단계에서는 성과관리 기준선(PMB)을 수립하는 것으로 5장 2절 2항과 5장 4절 3
항의 일정과 예산배분 계획을 검토해 비용과 일정을 통합하는 관리계정(CA) 단위로 기
준선을 정한다. 1개의 CA는 여러 개의 WP로 구성되고 또한 각각의 WP는 여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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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WP별/예산요소별 계획예산(구축 사례)

<그림 18> 배분곡선-1번 곡선(구축 사례)

단위작업(activity)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본 EVMS 모델에서는 WP와 단위작업
(activity)이 1 : 1 관계를 가지도록 설계했다.
각 WP별 소요되는 예산요소별 내역과 계획예산은 <그림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CA ‘1.1.2/A.1’의 WP ‘13100S10’에 대한 일정 계획은 2009년 7월 28일부터 2009년
12월 9일까지이며 성과 측정은 ‘% Complete’ 방식을 채택했다. 또 단위 WP가 여러 개
의 예산요소(budget element)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CP-A1-03 ‘철골’의 계획물량
은 412톤이 된다.
PMB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 예산 요소별 계획예산을 해당 WP의 작업기간(시작일
부터 종료일)에 배분하는 것으로 <그림 18>과 같이 배분곡선을 이용한다. 이 배분곡선
은 작업별 특성을 고려해 통계학적으로 표준화된 모형(template)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과거 경험 데이터를 이용해 신규로 생성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원자력 건설 공종에서 사용된 10개의 표준화 모형 중 해당 작업에 적합한 한 가지를 선
택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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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월별 배분 예산-1번 곡선(구축 사례)

<그림 20> CA단위 PMB-성과관리 기준선(구축 사례)

<그림 19>는 배분곡선을 이용해 각 예산요소별 계획예산을 월단위로 배분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월별 예산요소에 대한 가중치(percent, %)와 배분물량(unit, ton), 그
리고 월별 예산(value = 단가(415천원) × 월별 배분물량)이 나타난다.
따라서 각 WP별 예산요소별 배분된 월별 계획예산의 누적이 <그림 21>과 같이 CA
별 월별 누적곡선인 PMB가 된다. 이는 ‘1.1.2/A.1-본관건물 신축’의 PMB 곡선(PV 누
적곡선)으로, 2007년 10월에 시작해서 2010년 8월에 100% 달성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이때 목표예산(BAC)은 약 16,945,262천 원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20>과 같이 최하위 WBS 중 RCB(원자로건물)를 대상으로 데
이터를 취득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와 관련되는 CA는 ‘1.1.2/A.1-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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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WBS 단위 PMB-성과관리 기준선(구축 사례)

건물 신축’, ‘1.1.2/A.2-건축 마감’ 등 총 15개에 해당되며, 각 CA 단위별 누적예산의
합을 <그림 21>과 같이 전체 누적곡선(grand total)으로 나타낼 수 있다.
W 프로젝트 전체 데이터(실제는 최하위 WBS인 RCB 데이터)를 이용한 PMB 누적
곡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수일은 2007년 1월이고 종료일은 2010년 8월로 CA단위의
‘1.1.2/A.1-본관건물 신축’과 동일하다. 이는 ‘1.1.2/C.1-기초 굴착’ CA가 ‘1.1.2/A.1-본
관건물 신축’ CA보다 9개월 먼저 착수하기 때문이다.
5) 진행 관리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측정 요소로서 PV, EV 및 AC가 있으며, 분석 요소로서는 일
정 편차(SV), 일정실적지수(SPI), 비용 편차(CV), 비용실적지수(CPI)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진행 단계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실적 데이터와 적정 측정 방
법을 이용해 WP, CA 및 전체 등 측정 대상별 각종 요소 및 지수를 측정, 평가한다.
효율적인 EVMS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그림 22>와 같이 일정 관리, 실적비용 관리
및 실적물량 관리 등 여러 가지 연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① AC(Actual Cost) 측정
원전건설 공사는 확정계약 형태의 발주공사로 계약자의 원가정보 의무 제공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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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WBS 단위 PMB-성과관리기준선(구축 사례)

<그림 23> Actual Cost 측정(구축사례)

시스템 간 연계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AC를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발주자 관점에서는
EV와 AC가 같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이 연구에서는 AC 산출
개념을 달리해 실제 실적물량을 기준으로 예상물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그림 23>과 같이 WP ‘13100S10’에 대
한 예산요소(CP-A1-03: 철골)별 전체 물량(Budget: 412톤)과 2009년 10월 현재 시점까
지 누적(Cumulative: 95.8톤), 그리고 2009년 10월 현재시점(Curr. Period: 6.9톤)의 물
량과 실제 투입비용(물량 × 단가)을 산출할 수 있다.
향후에는 비록 확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각 공종별 실제 투입자원(인력, 장비, 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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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arned Value 측정(구축사례)

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자원 관리의 정보 관리 요건(취득, 입력, 활용, 제공 등)
과 기성 산정 방식 등 계약자 수행 요건을 계약서에 반영해 기성 청구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발주자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EV(Earned Value) 측정
이 연구에서는 EV 측정을 현재 W프로젝트에서 운영 중인 원전건설관리시스템
(NPCMS)의 해당 단위작업(activity) 진척율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했으며, <그림
24>와 같이 EV 산정방식에 따른 값이 입력된다. CA ‘1.1.2/A.1’, WP “13100S10-ACB
ELECT STR STL (2ND...”의 성과 측정은 ‘% Complete’ 방식을 적용했으며 EV값
(23.27%)이다.
③ 대상별 측정 요소 분석
WP 단위의 성과 분석은 PV, EV, 및 AC의 측정 요소를 이용해 월별 일정 차이와 비
용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WP ‘13100S10’의 사례는 <그림 25>와 같으며 EV와 AC
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편차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EV와 PV는 약간의 편차가 있어
일정 지연 현상을 보인다.
CA단위(1,1,2/A.1: 본관건물 신축)에서 분석한 그래프는 <그림 26>과 같으며, PV와
EV가 거의 비슷한 추세로 과도한 일정 지연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EV값에 비해
AC값이 적은 현상은 비용 절감이라기보다는 단위작업(activity)별 시공 진척이 계획보
다 뒤져 실적 물량이 적거나 또는 미착수 단위작업(activity)이 존재해 비용화가 부족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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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WP 단위 성과 분석 그래프(구축 사례)

<그림 26> CA 단위 성과 분석 그래프(구축사례)

W프로젝트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그래프는 <그림 27>과 같으며, 이 사업
의 착수는 2007년 10월에 시작해 2010년 8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분
석 시점은 2009년 10월 현재이며, 금액의 단위는 천 원이다.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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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W프로젝트 전체 성과 분석 그래프(구축 사례)

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비용은 실적물량의 비용화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데이터 분석 결과 일정 지연 및 비용 미달 현상은 본관건물 신축(CA: 1.1.2/A.1), 일
반기기 설치(CA: 1.1.2/M.1) 및 NSSS 설치(CA: 1.1.2/M.5) 등 3개 공종에서 주로 나타
났다. 이는 실적물량 계산 방식의 기술적 오차(설치는 완료했으나 품질 검사자의 검사
완료 확인이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그때까지 실적물량에 반영되지 않음)가 발생할 경우
와 실제 작업 착수가 지연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특이점은 사업 초기에 PV 대비 EV와 AC가 상당히 앞서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HVAC공종(CA: 1.1.2/M.4)의 작업 특성에 기인한다.
HVAC공종의 덕트(Duct) 시공은 제작과 설치 단계로 구분되며, 단위 진척도를 산정
하는 CP(Control Point)가 각각 60% 및 40%로 선정되어 있는데, PV값인 계획물량을 2
단계로 나누지 않고 단위물량을 100% 산정한 반면, 실적(EV)에서는 사전제작에 따른
제작공정 CP 60%가 미리 반영된 결과다.
④ 편차 분석
가. 일정 편차(SV)는 특정시점에서 PV와 EV의 차이를 비용화한 수치로 일정 지연
정도를 표시한다(SV=EV-PV, SV<0: 지연, SV>0: 초과 달성, SV=0: 정상).
다. 일정실적지수(SPI)는 EV를 PV로 나눈 값으로 SPI<1인 경우 계획 대비 일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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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일정 및 비용 실적지수 그래프(구축사례)

SPI>1인 경우 계획 대비 일정을 초과 달성, SPI=1인 경우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 비용 편차(CV)는 특정시점에서 AC와 EV의 차이를 비용화한 수치로 비용 초과
정도를 표시한다(CV=EV-AC, SV<0: 비용 초과, SV>0: 비용 절감, SV=0: 정상).
라. 비용실적지수(CPI)는 EV를 AC로 나눈 값으로 CPI<1인 경우 계획 대비 비용 초
과, CPI>1인 경우 계획 대비 비용 절감, CPI=1인 경우 정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28>에서는 W프로젝트 전체의 일정 및 비용 실적지수를 나타낸 그래프로 사업
초기에 SPI값의 변동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는 <그림 29>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HVAC 공종의 덕트 시공 시 사전 제작에 따른 제작 공정 CP 60%가 미리 반영되어
EV값이 PV값보다 크게 반영된 결과다.
6) 프로젝트 예측
이 단계에서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과 비용을 예측하는 단계로 목표예산
(BAC: Budget At Complete) 대비 잔여분 산정치(ETC: Estimate To Complete) 및 최
종사업비(EAC: Estimate At Complete)를 산정한다.
각종 지표에 대한 결과 데이터가 <그림 29>와 같이 한 장의 보고서(CPR: Cost
Performance Report)로 나타나며, 여기에서는 CA 단위별 2009년 10월 현재(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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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CPR(Cost Performance Report)(구축사례)

period)와 현재까지 누적(cumulative to date) 측정 요소와 최종사업비 내역을 보여준다.
분석일 현재 일정(SV)은 지연되고 있으나 비용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종사업비 EAC는 목표예산 BAC보다 적기 때문에 최종사업비 절감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과 분석을 통
해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사업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사업관리 기술 선
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VI. 결론
국가경제의 기반 시설인 원자력 건설 사업은 어느 영역보다 안전성과 효율성이 더
요구되며, 그 결과가 사회의 투명성과 공공성 형태로 환원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 발
전원별 원가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전력산업 환경에서 원자력 건설 사업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 향상과 품질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제는
국내 원자력 건설 분야도 종래의 사업관리 기법을 벗어나 IT를 활용한 선진화된 사업
관리 기술을 통해 건설 원가 절감과 품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다.
지금까지의 원전건설 시공 관리는 공기 단축이나 시공물량 처리 규모 등 양적인 측
면에서는 획기적 진전을 이루었으나 발주 방식, 사업관리 방법론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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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술 자립 이후에도 거의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원자력 건설 사업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
던 일정-비용의 통합 관리 체계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해 새로운 통합 WBS 개발
과 선행호기 데이터를 이용한 후행호기 EVMS 적용 모델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EVMS 적용을 통한 원전 건설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거시적인 측면에
서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으로 EVMS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및 국내 기업을 벤치마킹해 원자력 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에서의 EVMS 적용 제도화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항상 발주자 측면이기 때문에 실적이 비용화되어
지불되는 실제투입비용(AC)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그러나 해외사업 추진 등 비용 구조
에서 수익 구조로의 원전건설 사업 구조의 개편 움직임에 따라 EVMS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해졌다.
둘째, 운영적인 측면으로 원자력 건설사업의 성과 측정 방법은 설계, 구매, 시공 등
각 분야별로 측정 방법을 개발해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통합해 성과를 집계하거
나 분석할 때 어려움이 많았고, 그것도 시공 분야를 제외하고는 수작업 형태로 측정하
거나 계약자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등 사
업관리 전체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WBS 체계 수립과 EVMS 적용에 따른 계약자(협
력업체) 의무사항도 계약요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적 측면으로 EVM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기술 개발 및 도입이 필요
하다. EVMS 시스템은 물론이고, 일정의 계획과 실적 및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정관리 전문 툴, 그리고 현장 작업 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와 시공관리 시스템 등 실적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EVMS 모델은 원전 건설사업 시공관리 분야를 중점으로 다루었
으며, 설계 및 기자재 분야에 대해서는 실적 데이터의 부족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결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발주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계약
자 관점에서의 실제 투입 비용(AC) 관리에 관한 문제점 분석이나 개선방안이 미흡했으
며, EVMS 모델 구축 시 관련업무와 연관된 EVMS 전문가가 부족해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객관적인 실적 데이터
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원전건설 EVMS 표준모
델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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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VMS
to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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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s are being executed at the same
time in Korea. The business risks such as financing, optimizing completion time,
social agreement, and etc.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As the cost
proved excessive, there is a need to proceed business in the optimal environment to
manage business risk effectively. To achieve it,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business
management, EVMS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EVMS system
integratively manages schedule and cost in order to evaluate objective performance,
efficient risk management and rational cost forecast. Therefore,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case on EVM management techniques and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EVM management techniques.
This study develops a suitable EVMS model for subsequent nuclear construction
projects by using the actual data accumulated during construction of OPR1000
Nohyung construction. Finally, this study builds a simulation system and offers
recommendations on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limitations of mode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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