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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의13 설계의 경제

성 등 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 산업에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이하 VE)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500억 원 

이상의 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설계VE를 활용한 비효율적 요

소 제거와 예산 절감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상

기 법령을 개정하여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대상 시설물의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

금 이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를 수행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Cho, H. M. et al., 2010). 현재는 2014년 5월 23일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건

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맞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

행지침’도 개정 고시되었다. 설계VE는 공공건설사업의 예산 

절감과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비용 절감이 강조되고 있어, 구조적 안

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검토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문제점으

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VE를 단순한 원가 절감 방법으로 생

각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VE 수행 시 비용 절감에 치중

된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우수한 대안이 창출되어도 기능

과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

점으로 지적되었다(Cui, X. 2009).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 방

안으로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제안서’를 공시하고, 원

안과 대안의 기능과 비용의 평가 결과를 점수화하여 명시하

도록 하였다. 하지만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를 산출하는 구체

적인 방법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론적 근거보다는 

실무적 편의 위주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행 방법은 원안

과 대안의 비(比)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사용이 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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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현행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값을 점수화 하면 설

계안 속성에 따라 다양한 값이 산출되어 광범위한 점수 분포

를 나타낸다. 발주자는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제안서’

를 이용하여 VE를 통해 제시된 안들의 수정설계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한다.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제

안서’에는 원안과 대안의 기능평가 값과 비용평가 값인 LCC, 

그리고 비용평가 값과 기능평가 값을 변환한 기능 점수와 비

용 점수가 제시된다. VE 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발주

자의 경우,‘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제안서’에 제시된 기

능 점수와 비용 점수의 분포 차이로 인해 의사결정 시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 산

출 방법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법을 제시하여 발주자

의 수정 설계안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행되는 ‘설계

의 경제성 등 평가’업무인 설계VE의‘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

향상제안서’ 작성을 위한 비용 점수와 기능 점수의 산출 과정

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례 적용을 통해 본 연구

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수행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Fig. 1).

(1)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VE원리와 연구 동

향을 분석한다.

(2)‘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제안서’작성을 위한 기능 

점수 및 비용 점수의 산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분석하여 개

선점을 제시한다.

(3) 의사결정이론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 적용 타당한 기법

을 선정한다.

(4)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 산출을 위한 수리적 모델을 제

시한다.

(5) 사례적용을 통해 연구 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6)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Fig. 1. Research process & method

2. 건설VE 및 선행연구 고찰

2.1 건설VE와 Job-Plan

미국 GE사의 Lawrence D. M.에 의해 제창된 VE는 최저 

비용으로 기본 기능을 성취하기 위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기

능을 분석하는 조직화된 노력이다(Younker, D. L. 2007). 국

내 건설 분야에서는 여러 전문분야의 협력을 기반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안창출 기

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Park, H. T. et al. 2014). VE의 다섯 

가지 핵심사항은 (1)생애주기비용(LCC), (2)가치(Value), (3)

기능(Function), (4)여러 전문 분야의 협력(Co-work), (5)체

계적 프로세스(Job-Plan)이다. SAVE International(2005)

에서 제시하는 VE Job-Plan은 (1)사전분석 워크숍, (2)정보 

분석, (3)기능 분석, (4)아이디어 창출, (5)아이디어 평가, (6)

아이디어 개발, (7)아이디어 제안, (8)아이디어 적용, (9)사

후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며, 그 특징은 기능 분석 실시 후, 분

석 결과를 기준으로 아이디어 창출 활동이 전개된다는 점이

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Value Analysis Team Member Guide에 

제시된 VE Job-Plan은 아이디어 창출과 평가에 많은 시간

을 할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시된 대안의 실행 가능성

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VE 시행 기관에서 제시하

고 있는 Job-Plan은 준비단계는 비슷하지만 분석단계의 세

부 프로세스는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Fig. 2). 이는 

VE 대상의 특성에 따라 Job-Plan을 변형하여 활용함으로써 

VE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업에서 시작

된 VE를 건설 산업에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은 디자인 효

과와 함께 공간적·구조적 성격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통적 기법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 따라서 건설VE는 분야

별 특성을 살려 운영되어야 한다(Choi, I. S. et al. 2009). 국

내 대표적인 VE 수행절차는‘건설 VE의 실질적 운영기법을 

위한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0)’, ‘설계VE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2005)’이 있으며,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설

계VE마당’을 통해 실적 자료를 축적하고 활용하고 있다.

2.2 선행 연구

정부 및 관련 업계의 노력과 함께 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Kim, H. Y.(2000)는 Job-Plan을 통해 창출

되고 구체화된 대안을 평가하여 수정 설계를 위한 최적 안을 

선정할 때, 평가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안별 우위를 설

정한 후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Kwon. T. 

S.(2003)는 LH공사에서 시행한 설계VE 경진대회 자료 분석 

결과를 근거로,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

적하였다. 또한 동일한 VE 용역에 있어서도 VE 수행 주체별

로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이 상이하여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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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본 평

가 항목과 AHP 기법을 이용한 최적 안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

다. Oh, S. J. and Chun, J. Y.(2004)은 도식적 건축시스템

을 이용하여 설계도면 상에서 의사결정 참여자를 분석하고, 

제약조건 내에서 각 대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Kang, J. H.(2008)는 대안 창출을 위한 도식적 조합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건축물의 

성능과 LCC를 대상으로 최적 안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Kim, S. B. and Choi, J. W.(2004)는 계획 및 기본설

계 VE에 활용 가능한 부위별 비용 모델과 VE 대상 선정에 발

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Yang, J. K. and 

Kim, Y. S.(2005)는 QFD 기법을 이용하여 발주자와 사용자

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최적 안 선정에 활용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Shin, S. I.(2014)는 기능 평가에 사용하는 

가중치 부여 매트릭스 평가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AHP 기

법 기반의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Lim, T. K. and Lee, D. 

E.(2011)는 품질기능전개와 유전자 알고리즘을 하나의 시스

템으로 통합하여 품질과 비용 측면에서 최적 안을 탐색하는 

도구를 제시하고 커튼월 설계 사례 적용을 통해 연구 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는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체계화 하는 방법, 비용 및 성능을 평가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기능·

성능 평가를 통한 최적 안을 선택하는 과정은 프로젝트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이며, 반복적인 노력으로서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관한 주제는 

설계VE에서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많은 설계안을 평가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제

고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주로 평가 항목을 체계

화 하고, 평가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평가 과

정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 위주로 수행되었다. 이는 VE 팀이 

워크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수정 설계 여부 결정

을 위한 발주자의 의사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2.3 기능 및 비용 점수 산출 방법 분석

현행‘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제안서’에서는 국토교통

부의 VE 업무 매뉴얼(2013)에 제시된 ‘가중치 부여 매트릭스

(이하 매트릭스 기법)’평가 결과를 기능 점수로, 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 이하 LCC)을 비용 점수로 사용한다(Fig. 3)1). 

Fig. 3. Procedure of value score calculation

이 때 기능 점수는 매트릭스 기법을 통해 평가된 값을 그대

로 사용한다. 반면, 비용 점수는 설계 속성에 따른 비용평가 

값이 다양해서 점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안의 비용 점

수를 ‘1’로 하고, 대안은 상대적 점수를 산출한다. Table 1의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 산출 예를 보면, 평가 값을 그대로 시

용한 Method 1의 기능 점수는 99.000과 130.000이고 비용 

점수는 19,893,296과 14,655,000이다. 이를 VE 방법론의 가

치 점수(가치 지수) 산출식(V=F/C)에 대입하면 원안과 대안

Fig. 2. VE job-plan

1) 국토교통부의 VE 업무 매뉴얼(2013)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이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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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점수는 0.00000498과 0.00000887이다. ‘생애주기비

용절감·가치향상제안서’의 가치 점수 산출 방법(Method 2)

의 기능 점수는 99.000과 130.000로 평가 값을 그대로 사용

하지만, 비용 점수는 1.000과 0.737이다. 각 점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가치 점수는 원안 99.000, 대안 176.391이며, Method 

1과 Method 2의 가치 점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가치 향상도

는 각각 78.112%와 78.173%로 그 차이는 근소하다. 현업에

서 Method 2를 이용하는 이유는 점수화를 통해 기능평가 값

과 비용평가 값의 차이(Gap)를 줄이고 비교가 편리한 형태의 

가치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비용 점수의 경우 

Method 2는 Method 1에 비해 상호 비교가 용이 하지만 기

능 점수와 비용 점수의 분포 범위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Fig. 4). 많은 양의 제안을 상호 비교하고 평가할 때, 위와 같

은 점수의 분포 차이는 평가 과정에서 혼란의 원인으로 의사

결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기능 점수와 비

용 점수가 항상 동일한 범위에서 산출되도록 하여 평가 효율

성을 확보해야 한다.

Table 1. Example of value score calculation

Original plan Alternative

Evaluation 

value

Function 99.000 130.000

LCC(₩) 19,893,296 14,655,000

Method 1

Function score 99.000 130.000

Cost Score 19,893,296 14,655,000

Value score
99.000/19,893,296

= 0.00000498

130.000/14,655,000

= 0.00000887

Value 

improvement ratio
- 78.112%

Method 2

Function score 99.000 130.000

Cost score 1.000 0.737

Value score
99.000/1.000

= 99.000

130.000/0.737

= 176.391

Value 

improvement ratio
- 78.173%

Fig. 4. Result of score calculation (a)

3. 연구 모델

3.1 의사결정모델의 선정

VE를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 구체화된 설계안, 시공 방

법 등을 평가하고 가치 점수를 비교·검토 하여 최적 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결정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다목적 의

사결정(Multi-Attribute, 이하 MODM)과 다요소 의사결정

(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 이하 MADM)으로 구분 

되며, 건축 프로젝트는 MODM와 MADM의 특성을 모두 포

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인 VE평가는 유한개의 대안

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건축물의 가치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

적을 공유하고 최적 안의 선택을 위해 다른 대안을 배제시키

므로 MADM에 해당 된다(Table 2). MADM에서는 속성에 따

라 평가기준이 다른 요소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변환해야 하

는데(Diakoulaki, D. and Kounmoutsos, N. 1991, Hwang, 

C. L. and Yoon, K. 1981, Zeleny, M. 1982), 서로 다른 속

성을 가진 다양한 평가 요소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MADM 요소 변환 방법은 정성적 요소의 크기를 측정하고 정

량화하기 위한 ‘척도법’과 요소를 무차원으로 표현하는 ‘정규

화 기법’, 선호 기준이 다른 요소들을 선형으로 정렬하는 ‘선

형변환’ 이 있다(Table 3). 본 연구에서는 기능평가 값과 비용

평가 값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

한 방법으로 MADM의 요소변환 기법인 벡터 정규화(Vector 

normalization)를 이용하였다.

Table 2. Feature of multiple criterion decision making

Type

Classification
MODM MADM

Criteria Purpose Element

Alternative Infinity Finity

Purpose Explicit Implicit 

Element Implicit Explicit

Constraint condition Active Inactive

Use Design Select/Assessment

Table 3. Feature of MADM transformation technique

Classification Feature

Scaling
Used to measure the scale of element. There are 

ordinal scale, interval scale and ratio scale.

Vector normalization
Enabling to compare between elements by 

representing element as dimensionless.

Linear transformation
Arranging elements that have different preference 

standard into linear. 

3.2 수리적 정규화 모델

벡터는 2차원 공간의 시점 x에서 종점 y에 이르는 유향 성

분(Directed Line Segment)으로, 좌표계상에서 두 점의 순

서쌍(Ordered Pair) χy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벡터는 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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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갖으며, 그 두 요소가 같은 벡터를 동치(Equivalent)

라 한다. 좌표계상에는 동치이면서 시점만 다른 수많은 위치 

벡터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벡터들의 시점을 원점 ‘0’으로 이

동시키면 그 벡터들은 종점에 의해 유일한 하나의 위치 벡터

로 표현될 수 있으며, 종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n개의 실수 순

서열을 벡터의 좌표(Coordinate)라 한다. 또한 이 벡터가 정

의된 좌표계를 n차원 공간 Rn이라 할 때, 벡터의 크기인 놈2)

(Euclid Norm, 이하 Norm)은 √a2+b2+c2+,…,+n2으로 정

의되며(Kwon, Y. J. and Yoo, D. S. 2005), 벡터 정규화는 

정의된 Norm을 ‘1’로 보고 각 벡터의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써, 각 열벡터를 해당 Norm으로 나누어 얻는다(Kim, S. H. 

et al. 2009).

3.2.1 기능 정규화 모델

원안과 대안의 기능평가 값과 비용평가 값을 n차원 공간

의 벡터로 정의하고 해당 벡터를 Norm로 나누어 시작점

이 ‘0’이고 최대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로 정규화 한다. 원

안 및 대안의 기능평가 값(이하, F) Norm을 ||F||라 할 때, 

||F||=|sqrt{|sum^[n}_i{i=1}F^2{2}_i이다. 따라서 정규

화 된 기능평가 값인 기능 점수(Function Score 이하 FS)는 

정규화 대상의 F를 ||F||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FS 산출을 위

한 수리적 모델은 다음 식(1)과 같다.

FSi=Fi /||F||

     =Fi / √∑Fi
2

i=1

n (1)

여기서, FSi : 설계안 i의 기능점수

             Fi : 설계안 i의 기능평가값

             F : 기능 (Function)

             i : 설계안, i={1,… n}

3.2.2 비용 정규화 모델

원안과 대안의 LCC Norm을 ||LCC||로 정의하면, 

||LCC||=|sqrt{|sum^[n}_i{i=1}LCC^2{2}_i이므로 정

규화 된 LCC인 비용 점수(Cost Score 이하 CS)는 정규화 대

상 LCC를 ||LCC||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CS 산출을 위한 수

리적 모델은 다음 식(2)과 같다.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는 식

(1)과 (2)에 의해 0~1의 값으로 정규화 된다(Fig. 5).

CSi=LCCi /||LCC||

     =LCCi / √∑LCCi
2

i=1

n (2)

여기서, CSi : 설계안 i의 비용점수

              LCCi : 설계안 i의 LCC

              LCC : Life Cycle Cost
             i : 설계안, i={1,… n}

Fig. 5. As-is & To-be

4. 사례 연구

4.1 개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의 정규화를 

위한 수리적 모델의 적정성과 실무 활용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OO학교 신축공사 실시설계VE’를 대상으로 사례 연

구를 실시하였다. VE Workshop을 통해 창출된 아이디어 중 

Access Floor와 OA Floor 모두 방진강화마루(3.5T)로 계획

된 원안과, Access Floor는 전도성 타일(3.0T)로, OA Floor

는 카펫문양 데코타일(3.0T)로 변경한 제안에 Method 1, 

Method 2, 본 연구 모델을 각각 적용하고 결과를 비교하였

다(Fig. 6).

             a) Original plan b) Alternative

Fig. 6. Case study model

4.2 기능 평가 및 LCC 평가

4.2.1 기능 평가

Job-Plan을 통해 분석된 기능평가 항목은 이용 편의성

(A), 시공성(B), 환경 친화성(C), 운영 효율성(D), 상징성

(E), 시공 및 사용단계의 안전성(F),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

향(G)의 7개 분야, 33개의 세부 항목이다. 그 중 대상 사례

와 관련이 있는 항목은 'Convenience of outside circulation 

(B-03)', 'Usage of environmental-friendly materials 

(C-04)', 'Durability (Endurance limit) (D-01)', 'Ease 
2) 벡터 공간의 원소들에 ‘길이’ 또는 ‘크기’를 부여하는 함수로써, 영 벡

터 이외의 모든 Norm은 양의 실수 Norm을 갖는다.

이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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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aintenance (D-04)', 'Prevention safety (Fire and 

disaster) (F-02)'로 분석되었다. 원안의 기능 등급을 평가 척

도의 중간 값인 ‘5’로 설정하고 원안을 기준으로 제시된 대안

의 상대적 등급을 평가하여 세부 항목들의 가중치를 산출하

였다. 이후 가중치와 등급을 곱하여 세부 항목의 기능평가 값

을 산출하고, 각 기능평가 값을 합산하여 평가 대상안의 최

종 기능평가 값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원안과 대안의 기능평

가 값은 기능 속성에 따라 5.4에서 22.1의 점수 차를 보였다

(Table 4).3)

4.2.2 LCC 평가

시공 시 소요되는 자재를 대상으로 초기 공사비와 유지

관리비를 비교·분석하였다. 원안인 방진강화마루(3.5T)

의 초기 공사비는 36,666,000원이 소요되고, 대안의 구성

재인 전도성 타일(3.0T)과 카펫문양 데코타일(3.0T)은 각

각 5,990,906원과 13,599,762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사례 대상 시설물의 생애주

기 50년과 3%의 실질 할인율을 적용하여 LCC를 분석한 결

과, 원안은 70,615,530원, 대안은 54,658,790원으로, 대안

으로 수정설계 시 22.597%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4.3 기능 점수 및 비용 점수

VE방법론의 기본 방법인 Method 1과 현업에서 ‘생애주기

비용절감·가치향상제안서’ 작성 시 사용하는 방법인 Method 

2, 그리고 본 연구 모델을 각각 이용하여 산출한 기능 점수, 

비용 점수, 가치 점수, 가치 향상도를 상호 비교하였다.

4.3.1 Method 1

Method 1은 기능평가 값과 비용평가 값을 그대로 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안과 대안의 기능 점수는 500.0과 568.3

이고, 비용 점수는 70,615,530과 54,658,790이다. 기능 점

수와 비용 점수의 비인 가치 점수는 원안 0.00000708, 대안 

0.00001040로서, 46.841%의 가치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4.3.2 Method 2

Method 2의 경우 기능 점수는 각 안의 기능평가 값을 그대

로 이용하므로 Method 1과 동일한 500.0과 568.3이다. 비용 

점수는 원안의 LCC를 ‘1’로 변환하고 대안의 상대적 점수를 

산출하므로, 원안 1.000과 대안 0.774가 산출되었다. 가치 점

수는 원안 500.000, 대안 734.238로서, 46.848%의 가치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Table 4. Function

Code Names of items Weight
Original plan Alternative

Grade Score Grade Score

A-01
Convenience of space 

connection
2.5 5.0 12.5 5.0 12.5

A-02
Convenience of use for 

management space (Faculty)
5.0 5.0 25.0 5.0 25.0

A-03
Convenience of outside 

circulation
2.5 5.0 12.5 5.0 12.5

A-04
Convenience of use for the 

handicapped
2.5 5.0 12.5 5.0 12.5

A-05
Convenience of use for 

supporting space
2.5 5.0 12.5 5.0 12.5

A-06
Convenience of use for learning 

space (Students)
10.0 5.0 50 5.0 50.0

B-01
Shortening of construction 

duration 
1.75 5.0 8.8 5.0 8.8

B-02
Ease of consultation between 

the stakeholder
0.35 5.0 1.8 5.0 1.8

B-03
Operating plan by construction 

phase
1.4 5.0 7.0 5.0 7.0

B-04

Ease of materials, human 

resources and equipment 

securement

1.4 5.0 7.0 5.0 7.0

B-05
Constructability (Construction 

Method and materials)
2.1 5.0 10.5 5.0 10.5

C-01 Utilizability of green space 6.3 5.0 31.5 5.0 31.5

C-02 Usage of new renewable energy 1.05 5.0 5.3 5.0 5.3

C-03 Indoor comfortability 7.35 5.0 36.8 8.0 58.8

C-04
Usage of environmental-friendly 

materials
3.15 5.0 15.8 9.0 28.4

C-05
Minimizing of environmental 

damages
3.15 5.0 15.8 5.0 15.8

D-01 Durability (Endurance limit) 2.7 5.0 13.5 7.0 18.9

D-02 Energy efficiency 1.8 5.0 9.0 5.0 9.0

D-03 Minimizing of operational costs 5.4 5.0 27.0 5.0 27.0

D-04 Ease of maintenance 4.5 5.0 22.5 8.0 36.0

D-05
Integrated management 

efficiency
3.6 5.0 18.0 5.0 18.0

E-01 Interior view 2.2 5.0 11.0 5.0 11.0

E-02 Landmark (Symbolism) 1.1 5.0 5.5 5.0 5.5

E-03 Exterior landscape 4.4 5.0 22.0 5.0 22.0

E-04 Balance of neighboring buildings 3.3 5.0 16.5 5.0 16.5

F-01 Structure safety 2.1 5.0 10.5 5.0 10.5

F-02
Prevention safety (Fire and 

disaster)
4.9 5.0 24.5 8.0 39.2

F-03
Workers and pedestrians safety 

during construction
1.4 5.0 7.0 5.0 7.0

F-04
Handling of safety accident 

(Users)
3.5 5.0 17.5 5.0 17.5

F-05 Prevention of school crimes 2.1 5.0 10.5 5.0 10.5

G-01
Traffic management during 

construction
1.2 5.0 6 5.0 6.0

G-02
Minimizing of noise and dust 

during construction
2.0 5.0 10 5.0 10.0

G-03
Minimizing of noise and stench 

on operation
0.8 5.0 4.0 5.0 4.0

Total 100.0 165.0 500.0 180.0 568.33) 매트릭스 기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기능평가 값을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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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LCC analysis data

Classification Composition Unit Quantity
Unit 

price(₩)

Initial 

cost(₩)

Cycle of 

maintenance 

(Year)

Rate of 

repairing 

level(%)

LCC Analysis

Present worth 

factor
LCC(₩) Total(₩) 

Original plan

Vibration 

reduction 

& laminate 

floor

m2 873 42,000 36,666,000 7 15 0.813092 4,471,925 

14 15 0.661118 3,636,083 

21 15 0.553676 3,045,163 

25 100 0.477606 17,511,902 

32 15 0.388337 2,135,815 

39 15 0.315754 1,736,615 

46 15 0.256737 1,412,028 

Total 36,666,000 33,949,530 70,615,530

Alternative

Conductive 

tile

m2 191 31,366 5,990,906 9 9 0.766417 413,238 

 18 9 0.587395 316,713 

 19 100 0.570286 3,416,530 

 28 9 0.437077 235,664 

 37 9 0.334983 180,617 

 38 100 0.325226 1,948,398 

 47 9 0.249259 134,396 

Art deco tile

m2 682 19,941 13,599,762 7 15 0.813092 1,658,679 

 12 100 0.70138 9,538,601 

 19 15 0.570286 1,163,363 

 24 100 0.491934 6,690,185 

 31 15 0.399987 815,959 

 36 100 0.345032 4,692,353 

 43 15 0.280543 572,298 

 48 100 0.241999 3,291,129 

Total 19,590,668 35,068,122 54,658,790 

4.3.3 연구 모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리적 정규화 모델을 이용하여 비

용 점수와 성능 점수, 가치 점수를 산출하였다. 원안과 대안

의 기능평가 값 500.0과 568.3을 식(1)에 대입한 결과 원안은 

0.661, 대안은 0.751의 기능 점수가 산출되었다. 원안과 대

안의 LCC 70,615,530과 54,658,790을 식(2)에 대입한 결과 

0.791과 0.612의 비용 점수가 산출하였다(식(3), (4), (5), (6), 

(7), (8)). 가치 점수는 0.836과 1.227로서, 46.848%의 가치향

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4.3.4 결과 비교

Method 1의 기능 점수는 1.0~600.0에 분포되어 있으

며, 비용 점수는 1.0~80,000,000에 분포되어 있다. 기능평

가 값과 비용평가 값의 차이(Gap)를 줄이기 위해 이용하는 

Method 2의 경우 기능 점수는 500.0과 568.3으로 Method 1

과 동일하다. 반면 비용 점수는 1.000과 0.774로 0~1에 분

포되어 있고, 가치 점수의 분포 범위 1.0~800.000이다. 본 

연구 모델의 기능 점수는 0.661과 0.751, 비용 점수는 0.791

과 0.612로서,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 모두 0~1의 값을 갖

는다(Fig. 7). 본 연구 모델을 이용하였을 때의 가치 향상

도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Method 1의 가치 향상

도 46.841%를 기준으로, Method 2와 본 연구 모델의 가치 

향상도를 비교한 결과, Method 2는 46.848%로 Method 1

과 0.007%의 차이를 보였으며, 본 연구모델은 46.846%로 

0.005%의 차이를 보였다(Table 6). 따라서 기능 점수 및 비용 

점수 산출 과정에 본 연구 모델을 적용했을 때 가치 향상도의 

고유성은 유지하면서 동일한 범위에서 기능 점수와 비용 점

수가 산출됨을 확인하였다.

Table 6. Result of Value Evaluation

Function 

score
Cost score Value score

Value improvement 

level

Improvement 

ratio(%)
Gap

Method 1
O.P 500.0 70,615,530 0.00000708

46.841 -
ALT 568.3 54,658,790 0.00001040

Method 2
O.P 500.0 1.000 500.000

46.848 0.007
ALT 568.3 0.774 734.238

Study 

model

O.P 0.661 0.791 0.836
46.846 0.005

ALT 0.751 0.612 1.227

O.P: Original plan, ALT: Alternative

이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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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1

b) Method 2

c) Study model

Fig. 7. Result of score calculation (b)

5. 결론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제안서’ 작성 시 발생하는 문

제점으로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의 격차에 따른 도출하고, 그

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벡터 정규화 기법을 활용한 수리적 모

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모델은 기능평가 값과 비용평가 

값을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로 변환하는 기능 정규화 모델

과 비용 정규화 모델로 구성하였다. 기능 점수는 정규화 대

상 안의 기능평가 값을 원안 및 대안의 기능평가 값 Norm

으로 나누어 정규화 할 수 있었다. 비용 점수 또한 정규화 대

상 안의 LCC를 원안 및 대안의 LCC Norm으로 나누어 정

규화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사례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산출된 기능평가 값과 비용평

가 값을 변환하지 않고 점수로 그대로 사용한 Method 1의 경

우 기능 점수는 1.0~600.0 범위에 분포 되었고, 비용 점수는 

1.0~80,000,000의 범위에 분포되어, 기능 점수와 비용 점

수의 분포 범위의 차이가 매우 컸다. 기능평가 값과 비용평

가 값의 차이(Gap)를 줄이기 위해 점수화하는 실무적 방법인 

Method 2의 경우 기능 점수는 500.0과 568.3으로 Method 1

과 분포 범위는 같지만, 비용 점수는 1.000과 0.774로 여전

히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의 분포 범위 차를 줄이지 못하였

다. 반면 본 연구모델은 기능 점수 0.661과 0.751, 비용 점수 

0.791과 0.612로서,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 모두 0~1에 분

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치 향상도 또한 Method 1과 

0.005%의 근소한 차를 보임으로서, 본 연구 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모델은 제시된 설계안을 

평가할 때 벡터 정규화를 통해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의 산출 

범위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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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VE는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과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설계의 경제
성 검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적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한 검토가 미흡해 질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VE를 단순
한 원가절감방법으로 생각하는 인식으로 인해 VE 수행 시 비용절감에 치중된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
부에서는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를 도입하고 원안과 대안의 비용 점수와 기능 점수, 가치 변화를 명시하도록 하였
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론적 근거보다는 실무적 편의 위주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행 방법
은 원안과 대안의 비(比)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사용이 편리하다. 하지만 현행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값을 점수화 하면 설계
안 속성에 따라 다양한 값이 산출되어 광범위한 점수 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많은 양의 VE 안을 평가하여 수정 설계를 위한 최
적 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평가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VE대안의 비
용과 성능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가치 점수의 신뢰성 및 객관성 검증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VE 안 평가 시 의
사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 산출 절차와 방법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으로서, 정규
화 기반의 기능 및 비용 점수 산출 모델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설계VE, 기능 점수, 비용 점수, 정규화,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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