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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계층분석 모형을 이용한 최적 방수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Waterproofing Construction Firms using Fuzzy-AHP Mode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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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tegory for waterproofing is one of construction process most affected by falling-off in price 

competitiveness, construction quality, and material performance. Therefore, in order to select of waterproofing 

construction firm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corporating both price competitiveness and construction quality.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analyze 10 Factors for Selecting using fuzzy-AHP model, including the survey of 

the waterproofing experts. This fuzzy-AHP model can be shown to calculate the fuzzy trigonometrical function 

to reflect weights for preference of 10 factors for the waterproofing construction firms. It was found from the 

result that waterproofing construction firms was searched order of priority for select by fuzzy-AH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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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종합건설회사인 원도급 

업체는 건설 공종별로 하도급 업체의 계열화를 통하여 상생협력

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 업체의 경우는 각 건설 공종의 완성을 담당하

고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원도급 업체의 저가낙찰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

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등 연쇄적으로 최저가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시공

품질의 저하와 부실시공이 증가하고 이를 복구하는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1][2]

따라서, 최적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원도급 업체는 가

격 경쟁력을 고려하는 동시에 시공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방수분야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가격 경쟁력 저하, 시공품질 저하, 자재 부실납품 등의 영향을 가

장 많이 받는 건설 공종 중의 하나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관계자를 포함한 방수분야 전문

가와 기존 Database(이하 “D/B”라 한다)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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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zy-AHP 기법으로 최적 방수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근거를 제

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건설 공종 중의 하나인 방수공사는 방수자재의 물리적 성능뿐

만 아니라 시공품질에 의해서 하자 발생률이 높은 특징이 있다. 

특히, 방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시공업체의 기술력과 현장

관리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을 띄고 있으므로, 방수 시공업체를 선

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3]

이번 연구에서는 방수 전문가들의 독립적인 의견을 수집하여 

그 결과를 전문가들에게 피드백(Feedback) 시키고 일반적인 합

의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델파이(Delphi)법

을 통하여 표 1과 같이 총 10개의 방수 시공업체 선정 요인을 연

구의 범위로 삼았다.

연구목표 업체 선정요인 성과 측정치 Data 획득

방수
시공업체
선정

시공업체 규모 연매출액

기존 D/B 활용
공사비 시공 단가

시공 경험 국내 실적건수
시공 완성도 하자 발생건수
해외 경쟁력 해외 실적건수
자재 보급성

질적 측정치
(주관적인
판단요소)

현장 관계자 및
방수 전문가
설문조사

현장관리능력
사회적 인지도
기술개발역량
유지보수성

표 1. 연구의 범위 및 계층화 구조



2012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2권 1호, 통권 제22집)

- 12 -

1.3 Fuzzy-AHP 이론

Fuzzy-AHP는 퍼지이론과 계층분석기법을 혼합하여 대안을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비교 과정상의 

애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보다 정확한 의

사결정을 하도록 한다.[4]

다음 식(1)은 Chang(1996)이 제안한 퍼지 쌍대비교 행렬을 대

상으로한 삼각퍼지수이다.[5]

  
 



 × 
  




 




        식(1)

여기서, 

 :  번째 요소의 Fuzzy Synthetic Extent 값
 : 퍼지 쌍대비교 행렬 함수값

1.4 기존의 연구

방수분야에서의 선정 시스템의 경우는 주로 재료에 관한 선정

에만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최성민(2009)의 연구에서는 관련 전

문가들로 VE팀을 구성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AHP 분

석기법을 통해 가중치로 활용함으로써 세부적인 성능평가 지표를 

수립하였다.[6]

2. 연구 계획 및 방법

2.1 연구 계획

연구 계획 및 절차는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1단계와 2단계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한 3단계로 구성된다. 

구 분 내   용

연 구 대 상 방수 시공업체 4개사(A, B, C, D업체)

1
단계

설문
조사

항목
(10개)

시공업체 규모, 공사비, 시공경험, 자재보급성, 
현장관리 능력, 사회적 인지도, 기술개발역량, 

시공 완성도, 유지보수성, 해외 경쟁력

2
단계

기존
D/B

항목
(5개)

연매출액, 시공단가, 국내 실적건수, 
하자발생건수, 해외 실적건수

전문가
의견

항목
(5개)

자재 수급 난이도, 현장관리 능력, 사회 평판, 
기술 개발의 정도, 유지보수 만족도

3
단계

종합분석 Fuzzy-AHP 분석

표 2. 연구 계획 및 절차

2.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설문 대상자는 표 3과 같이 현장경력 5년 이상의 현

장 관계자 20명과 석ㆍ박사로 구성된 방수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30명으로 총 50명의 방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연구

의 목적을 사전에 숙지한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를 행하였으며, 

2012년 2월 21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설문지 총 50매 중 미회수된 설문지 18매와 계층분석절차에서

의 일관성지수가 미확보된 12매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설문지 총 

20매를 분석대상으로 취하였다.

구 분 내     용

설문대상
현장 관계자 : 20명 (현장경력 5년 이상)

방수관련 연구원 : 30명 (석사 25명, 박사 5명)

회수율
40%

(총 20명 회수)
설문
제외

설문지 미회수 : 18명

일관성지수 미확보 : 12명

설문내용
①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지는 10가지  

요인들에 대한 선호도
② 5개 선정요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측정치

기존 D/B
현장 관계자 설문조사 및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Datebase 
활용

표 3. 표본의 선정과 설문의 구성

3. 연구 결과

3.1 제 1단계 연구 결과

그림 1은 방수 시공업체 선정요인에 대하여 삼각퍼지함수의 무

게중심값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방수분야 전문가가 10가지 선정요

인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다.

그 결과, 공사비가 0.81로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으로 현장관리능력, 시공 완성도, 시공 경험 등 순으로 확인되었

다. 특히, 기술개발역량과 해외경쟁력 요인은 0.2이하로 조사되

어 10가지 항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1. AHP 설문결과에 대한 삼각퍼지함수 무게중심값

3.2 제 2단계 연구 결과

표 4는 Fuzzy-AHP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D/B와 설문을 통

해 조사된 결과만 가지고 단순 비교에 의해서 순위를 정리한 것이

다. 이러한 단순 비교는 한가지 선정요인에 대해서만 우선 순위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두가지 이상의 선정요인을 비교하고 분석할 

경우에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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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업체 종합 삼각퍼지함수 무게중심값 (b) B업체 종합 삼각퍼지함수 무게중심값

(c) C업체 종합 삼각퍼지함수 무게중심값 (d) D업체 종합 삼각퍼지함수 무게중심값

그림 2. 업체별 Fuzzy-AHP 삼각퍼지함수 무게중심값

구 분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업체
규모

퍼지수 (0.53 0.54 0.54) (0.06 0.06 0.07) (0.12 0.13 0.13) (0.97 0.99 1.00)

순위 2 4 3 1

공사비
퍼지수 (0.85 0.86 0.86) (0.92 0.93 0.94) (0.97 0.99 1.00) (0.84 0.85 0.86)

순위 3 2 1 4

시공
경험

퍼지수 (0.74 0.77 0.79) (0.21 0.22 0.23) (0.20 0.45 0.46) (0.92 0.96 1.00)

순위 2 4 3 1

시공
완성도

퍼지수 (0.63 0.77 1.00) (0.13 0.14 0.15) (0.08 0.09 0.09) (0.15 0.16 0.16)

순위 1 3 4 2

해외
경쟁력

퍼지수 (0.24 0.25 0.27) (0.12 0.13 0.14) (0.05 0.06 0.06) (0.91 0.96 1.00)

순위 2 3 4 1

자재
보급성

퍼지수 (0.90 0.95 1.00) (0.89 0.91 0.94) (0.60 0.64 0.69) (0.14 0.20 0.25)

순위 1 2 3 4

현장
관리

퍼지수 (0.90 0.95 1.00) (0.49 0.52 0.56) (0.11 0.15 0.19) (0.82 0.86 0.91)

순위 1 3 4 2

사회
인지도

퍼지수 (0.76 0.82 0.87) (0.62 0.65 0.68) (0.08 0.12 0.16) (0.92 0.96 1.00)

순위 2 3 4 1

기술
개발

퍼지수 (0.92 0.96 1.00) (0.80 0.83 0.87) (0.23 0.27 0.32) (0.54 0.59 0.64)

순위 1 2 4 3

유지
보수성

퍼지수 (0.66 0.70 0.75) (0.22 0.25 0.28) (0.90 0.95 1.00) (0.33 0.39 0.44)

순위 2 4 1 3

표 4. 업체별 선정요인에 대한 삼각퍼지함수 및 순위

3.3 제 3단계 연구 결과

제 3단계에서는 방수 시공업체 선정요인별로 1단계 연구 결과

인 AHP 삼각퍼지함수와 2단계 업체별 삼각퍼지함수를 종합하여 

행렬 산술평균으로 나타냈다. 즉, 10가지 선정 요인에 대한 선호

도를 중요도 지수로 반영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도

출하였다.

각각의 방수 시공업체 선정요인에 대한 Fuzzy-AHP 의 무게

중심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업체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AHP 설문결과와 유사한 그래프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장 관계자를 포함한 방수분야 전문

가의 선호도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사비의 경우는 4개사 중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현장관리능력를 비롯한 시공 완성도, 시

공 경험, 사회적 인지도 선정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분포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B업체의 경우는 공사비 선정요인에 대해서 0.75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장관리능력과 사회적 인지도, 그리고 자재 보급성 선정

요인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방수분야 전문가의 선호도가 높

았던 시공 완성도와 시공 경험 선정요인에서는 낮은 분포의 결과

가 나타났으며, 시공업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C업체의 경우는 B업체와 마찬가지로 공사비 선정요인이 0.79

로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그밖에 다른 선정요인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낮은 공사비로 방수 시공은 가능하지만 시공 품질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치는 시공 완성도와 현장관리능력 선정요인 수치가 

낮으므로 방수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D업체의 경우는 5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A업체와 유사한 분포

를 보이고 있으나, 시공 완성도와 자재 보급성 선정요인에 대해서

는 낮은 분포의 결과가 나타났다.

각 방수 시공업체별로 Fuzzy-AHP의 평균 삼각퍼지함수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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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 표 5와 같다. 여기서, 평균 삼각퍼지함수는 방수 시공업체 

선정요인의 10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로서 정규화된 퍼

지수로 변환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상호 간의 비교 및 분

석이 가능하다.

A업체의 평균 삼각퍼지함수 무게중심값은 0.356으로 10가지 

항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시공업체로 나타났으며, D업체는 

0.314로 A업체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B업체와 C업체의 경우, 평균 삼각퍼지함수 무게중심값이 약 0.2

를 전후하여 나타나므로,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타 시공업체

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구 분 평균 삼각퍼지함수 무게중심값 순 위

A 업체 ( 0.23 0.35 0.49 ) 0.356 1

B 업체 ( 0.14 0.21 0.29 ) 0.214 3

C 업체 ( 0.11 0.18 0.24 ) 0.177 4

D 업체 ( 0.21 0.31 0.42 ) 0.314 2

표 5. Fuzzy-AHP 결과 종합

그림 3. 방수 시공업체별 종합 삼각퍼지함수 무게중심값

4. 결 론

방수 시공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 10가지 업체 선정요인에 대

하여 Fuzzy-AHP 기법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 1) ∼4)와 같다.

1) 건설 공종 중에 하나인 방수공사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시공 기술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 분야이다. 특

히, 방수 시공기술과 품질을 고려할 때에는 방수 관계자의 

경험적 지식까지도 요구되므로 정성적인 요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설문 대상자는 방수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고려되는 요인으

로 공사비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장관

리능력, 시공 완성도, 시공 경험, 사회적 인지도, 시공업체 

규모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 A업체의 경우, 공사비 선정요인이 4개사 중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그 외의 선

정요인이 전문가 선호도와 유사한 분포로 조사되었다. 따라

서 Fuzzy-AHP의 삼각퍼지함수에서 무게중심값이 가장 높

게 산출되었다.

4) C업체의 경우, 공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정요인에서 낮

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었다. 이는 방수 시공업

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선정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시공기술 및 품질을 평가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료 조사 및 활용에 있어서 

설문조사와 기존 D/B만을 가지고 분석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방수 시공품질의 평가뿐만 아니라 방수재료를 대상으

로 한 실험 데이터와 연계하는 종합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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