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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정보 Ⅴ

FED 공사에서의 
공정관리 프로세스 분석

5

글 임효정 ＼ 건축기술팀 대리 ＼ 전화 02-3433-7616 ＼ E-mail hyojung@ssyenc.com 

1. 머리말

평택지역 차량정비시설 공사를 당사에서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FED(Far East District, 극동지구 사령부) 공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평택 미군기지 건설의 57개 프로젝트 중 34

개가 착공되어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14개의 프로젝트가 추가되

어 총 48개의 프로젝트가 착공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공사 집중

기에는 일일 1만여명의 인원과 1,200여대의 차량이 투입될 것으

로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물리적으로 군시설이라는 특수성과 국내 건축기준과는 상이한 지침

을 가진 주한미군의 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공

정관리 측면에서 NAS(Network Analysis System)를 활용한 상당히 선

진화된 체계를 도입하고 있어 본고에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FED는 Far East District의 약어로서 미 육군 공병단 산하의 극동지구 

사령부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미 극동 공병단이라고 부르고 있다.

FED 공사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중 극동지역으로서 미군

과 그 가족, 군무원 등이 생활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을 한국 건설

사들이 입찰을 통해 수주하여 완공 후 인도하는 것이다. FED 공

사는 미연방정부의 까다로운 Specification(시방서)에 의거하여 수

행되는 데 철저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엄격한 공정관리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주한미군 공사는 주한미군에서 발주하는 

중소규모의 CCK(Construction Command Korea) 공사와 미국정

부에서 발주하는 중대규모의 FED(Far East District) 공사로 나누

어진다. 

2. 주한미군 FED 공사

[그림 1] 미 육군 공병단 조직 [그림 2] FED 공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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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Bar Chart

FED 공사의 공정관리는 Progress Bar Chart를 이용하는 방법

과 NAS(Network Analysis System)를 적용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수 공사나 소규모 공사에는 Bar Chart를 

이용한다.

완성된 공정표는 매 공정보고 혹은 기성 신청 시에 업데이트하

여 제출하게 된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이나 공사

기간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공정표를 변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NAS(Network Analysis System)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신축공사에서는 NAS가 적용되는데 CPM 

(Critical Path Method) 이론에 근거하되, PDM(Precedence 

Diagram Method) 기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출시기 

및 제출처는 Progress Bar Chart와 같으나 NAS를 작성하는 데

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일단 NTP(Notice to Proceed) 후 

조속한 시일 내에 60일간 또는 90일간 공정에 대한 Preliminary 

NAS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추후에 전체 공사에 대한 NAS를 작성

하여 제출한다.

3-3. RMS(Resident Management System)

FED 공사에서 NAS에 의한 공정관리는 단순히 네트워크 공정표

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RMS라는 관리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Schedule 정보를 중심으로 원가와 품질 관

리가 운영된다. 이는 시공단계에서 기성산정에도 활용되고 있다.

RMS는 미 육군 공병단에서 사용되는 PC기반의 자동화된 건설관

리 정보시스템이다. NAS는 RMS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Primavera와 같은 공정관리 소프트웨어에 의해 작성된 Schedule 

정보는 RMS로 전송이 가능하다.

Schedule 정보뿐만 아니라 아래의 [그림5]와 같이 현장 운영에 

필요한 여러 정보가 RMS를 통해 제출 및 관리된다.

3. FED 공사 공정관리 일반

[그림 3] Primavera로 작성된 NAS의 예 - 1

[그림 4] RMS의 예

[그림 5] RMS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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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처는 해당 월의 기성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한다.

4) Standard Activity Coding Dictionary

시공자는 프로젝트의 전체 Activity를 구분하는 Code를 작성하

여 공정표와 함께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 Code는 공사기

간 동안의 프로젝트 정보를 웹상의 RMS(Resident Management 

System)에서 인식하는 기준으로, Code 구조는 시방서의 Standard 

Exchange Format(SDEF)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3-5. Submission Requirements

시공자는 공사기간 동안 Preliminary Submission, Initial 

Submission, Periodic Schedule Update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Item을 제출한다.

1) Narrative Report

각 단계별(Preliminary, Initial, Periodic Update) 공정표 제출 시 

Narrative Report를 작성하며, 이 서류는 기성신청 자료로 첨부한다. 

3-4. Project Schedule Submissions

FED 공사에서의 NAS는 진척상황을 파악하고 기성을 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추후에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될 경우 자료

로 활용되기도 한다.

1) Preliminary Project Schedule 

프로젝트 전 기간의 NAS를 작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 따라서 NTP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프로젝트 초기단계의 

공정계획을 우선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때 작성되는 공정

표를 Preliminary Project Schedule이라 한다. 프로젝트마다 상이

하지만 통상 20일 이내에 초기 60일 또는 90일간 공정표를 제출

하는 데, 당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NTP로부터 15일 이

내에 초기 90일에 대한 공정표를 제출하도록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다.

2) Initial Project Schedule

Preliminary Project Schedule 제출 이후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

친, 모든 작업내용을 포함한 Master Schedule을 제출, 승인받아

야 하며, 이를 Initial Project Schedule이라 한다. 통상 NTP로부터 

40일 전·후로 제출하게 되는데 당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

우 NTP로부터 42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다.

3) Periodic Schedule Update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정회의 결과에 근거하여 공정표

를 Update하고 매월 기성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

을 받는다. 감독관은 이 공정표를 통해서 공사 진척상황을 파악하

[그림 6] NAS 승인 Process

[그림 7] SDEF Code 구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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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Logic Report

모든 Activity의 선행 및 후행 작업을 목록화하여 제출한다.

③ Total Float Report

모든 미완료 Activity를 Total Float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Total 

Float가 같을 경우에는 시작일이 빠른 Activity부터 정렬되도록 하

며, 완료된 Activity는 나타낼 필요가 없다.

Narrative Reports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둘 이상의 중점관리 Activity 

· 현안 문제점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 공정지연 요인 및 만회대책 등

2) Schedule Reports

각 단계별 공정표 제출 시 아래의 Schedule Reports 중 해당되는 

Report를 함께 제출한다. Schedule Reports에는 Activity Report, 

Logic Report, Total Float Report, Earnings Report가 있으며, 일

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Activity numbers

· Activity description

· Original duration

· Remaining duration

· Early start date

· Early finish date

· Late start date

· Late finish date

· Total float

① Activity Report

공정표 상의 모든 Activity를 Activity Number 오름차순으로 정렬

한다. 

[그림 8] Activity Report의 예

[그림 9] Logic Report의 예

[그림 10] Total Float Report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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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Curve

Earning Curve는 빠른 일정계획에 의한 진도율, 늦은 일정계획에 

의한 진도율 및 현재 실적 진도율을 표시한다.

3-6. Periodic Progress Meeting

기성 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매월 정기적인 회의가 현장에서 개

최되는 데 회의에는 소장, CQC(수석 품질관리자), 공정담당자 등

이 참석한다. 공정회의에서는 각 작업별로 변경사항 및 현재 진행 

상황을 논의한다. 감독관은 작업 진척상황, 개정사항 등을 확인하

며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조정한다.

공정회의 후 통상 4일 내에, 회의 시 논의된 개정 및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한 Update Schedule을 제출한다. 공정회의 시에는 각 

Activity별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 Start and finish dates

· Remaining duration

· Percent complete

· Logic changes

· Other changes

시공단계의 기성청구 단계는 Progress Chart를 적용한 공사와 

NAS(Network Analysis System) 적용공사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

다. 기성의 청구는 통상 공정보고와 같이 하여 월 1회 청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가 매월 승인된 공정표를 기준하여 기성신청을 하면 현장 

④ Earning Report

각 Activity에 할당 된 전체 Budgeted Cost와 각 Activity의 완료율

에 의해 산정되는 Earned Cost를 기입한 Report를 제출한다.

3) Network Diagram

Network Diagram은 Initial Schedule 및 Monthly Schedule 

Update 시 제출되어야 하며, 이 공정 도표에는 각 작업들의 상호 

연관성 및 독립성이 논리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① Continuous Flow

공정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전개되어야 하며, 다음

과 같은 정보가 나타나야 한다.

· Activity names

· Original duration

· Early start date

· Early finish date

· Total float

· Budgeted cost

② Project Milestone Dates

전체 프로젝트 시작일과 주요 부분 완료일, 전체 프로젝트 완료일

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 Critical Path

Critical paths는 다른 Activities와 구분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그림 11] Primavera로 작성된 NAS의 예 - 2

[그림 12] S-Curve 그래프의 예

4. 기성청구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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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계자들이 원가 및 품질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

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리 시스템은 상당히 

진보적이나 국내 도급 형태의 특수성이나 실제 시공 Data와 기록 

Data가 상이한 이유로 직접적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FED 공사 수행이 필수불가결함에

도 불구하고 FED 공사에 대한 경험 부족 및 한미공사 추진 문화

의 이질성, 세부 실행지침 미비로 인해 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본고를 통하여 FED 공사에서의 공정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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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자재수금 및 공정을 확인한 후 지불한다. 시공자가 기한 

내 공정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독관은 기성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4-1. Progress Chart 적용공사

월말 기준으로 Progress Chart를 실제 공정에 의거하여 업데이트

한다. 실제 공정은 각 작업별로 전체 공정에 대해 Bar Chart로 표

시되고 전체 공정은 Earning Curve로도 표시된다.

Bar나 Curve에 기재된 Percentage에 의해 각 내역의 기성금액을 

나타내는 Calculation Sheet를 작성한다. 

4-2. NAS(Network Analysis System) 적용공사

NAS를 적용한 공사의 기성청구 프로세스는 [그림 13]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CPM으로 작성된 Construction Progress Network Diagram을 업

데이트한다. 그 후 Tabulation of Activity를 Network Diagram과 

일치하도록 확인한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과 FED 시방서를 토

대로 작성된 Tabulation의 Summary Sheet를 내역별로 작성하며 

최종적으로 Summary Sheet 및 전회 기성액, 유보금, 실수금액을 

기초로 Engineering Form을 작성한다.

본고에서는 NAS에 의한 FED 공사에서의 공정관리 프로세스

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어느 특정 소프트웨어나 보고를 위

해 작성되는 일회성 공정표를 일컬음이 아니다. 초기의 Master 

Schedule을 진행과정에 따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이를 통해 

[그림 13] 기성청구 Process

5.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