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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시작된 Advanced Work Packaging (AWP) 연구는 건설작업을 Construction Work Area (CWA), Engineering 
Work Package (EWP), and Construction Work Package (CWP) 등으로 분할하여 소요되는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공정, 
예산, 계약/구매 등을 통합시켜 자원관리를 자동화 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Global Maestro News Briefing은 AWP에 대한 특집으로, 당사에서도 더 효율적인 건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AWP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http://www.coaa.ab.ca/construction/AWPWFP/AWPWFPOverviewandDefinitions.aspx

INTRODUCTION TO ADVANCED WORK PACKAGING (AWP) 

2012년 CII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COAA 
(Construction Owners Association of Alberta), 텍사스대학교는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연구과제는 
건설 프로젝트 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Work Packaging
기술의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사항 등을 분석하여, 건설 
프로젝트 전 단계의 계획 및 관리 능력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공동 연구팀은 2013 COAA 
WorkFaceWorkFace Planning Conference에서 Advanced Work 
Packaging (AWP)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AWP는 

건설 프로젝트 전 단계에서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어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완공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WorkFace 
Planning는 시공단계 적용이 국한되는 반면 AWP는 
프로젝트의 초기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초기단계부터 
기존 WorkFace Planning*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건설인력을 위한 시공 및 설치 패키지로, 한 
업무에 대한 방법, 절차, 범위 등으로 구성됨

http://www.coaa.ab.ca/construction/AWPWFP/AWPWFPOverviewandDefinitions.aspx

여전히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최종 공사비가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예측한 공사비보다 100% 이상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COAA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대형 석유 및 가스 공장 등 중공업 건설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는데, 
중공업 건설 프로젝트 비용초과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초기단계 계획, 
불확실한 디자인, 비효율적인 운영, 부족한 인력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COAA에서는 프로젝트 계획의 
부실과부실과 비용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형 건설프로젝트에서의 
인력 활동시간을 분석하였는데, 활동시간의 37%가 작업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업시간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프로젝트 계획을 통해 인력 활동시간을 개선하면 중공업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약 25%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INTRODUCTION TO WORKFACE PLANNING (WFP) 

http://www.enr.com/articles/39540-searching-for-the-benefits-of-hololens-to-construction

PMBOK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의 기본 원리는 프로젝트 
세분화하여 관리 가능한 Work Package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PMI)에서는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를 활용한 프로젝트 세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2년 
작업분류체계에 대한 ‘Practice Standard for Work Breakdown Structures’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WBS 업무 절차에 맞춰 세분화된 작업들은 
최적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최대한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PMI에서는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WBS를 도입을 위한 15개의 질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WBS
의 Level of Detail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CII에서도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로 세분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작업 분류체계를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BREAKING DOWN PROJECTS

첨부 1_WFP Rules.pdf

COAA에서는 원활한 WorkFace Planning수행을 위해 규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는 COAA에서 제시한 규칙을 요약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당사에서 AWP를 도입할 경우 해당 규칙들을 참고하기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WORKFACE PLANNING RULES

AWP를 도입하기 위go COAA에서 추천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사항은 필요조건, 양식, 조언 등을 포함하며, 
상세한 내용들은 해당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MPLEMENTATION GU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