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공학회 2020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759 ~ 760

20-S-199

건축물 설비시스템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isk Management of MEP Systems in Buildings
엄태윤(Tae Yun Aum)†, 이재춘(Jae Chun Lee), 권오익(Oh Ik Kwon)
한일엠이씨
Han-il MEC, 53 Yangsan-ro, Yeongdeungpo-gu, Seoul, 07271,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an approach strategy on how to reduce risks in MEP systems. The analysis categorized
into 53 risk types and ten causes of defects in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periods. As a result, we
were a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isks that could lead to risk management methods in the MEP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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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올해,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실현에 대한 기대감
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신축 건축물의 하자 민원의 발생과 기존 건축물의 성능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
본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는 물론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하자 및 불만족 사례 등에 주목하였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건축물에서 에너지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과도 직결되는 설비분야을 대
상으로 설정하고, 설계·시공·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하자·불만족 사항과 그 발생 유형을 분석하여,
리스크 관리 방향에 대한 지견을 얻고자 한다.

2. 설비의 리스크 사례와 발생 유형 분석
분석은 기계·전기·소방설비와 관련하여 설계·시공·운영 및 유지관리 기간에 활용되는 기준, 하자 및 불만족
사례1)~6), 다수의 설계 및 감리 점검사례를 대상으로, 리스크 발생 사항과 그 원인에 대해 분류하고, 각 발생빈
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리스크 발생 사항은 크게 53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으며, 이중 기계만 해당하는 사항이 18가지, 전
기만 해당하는 사항이 10가지이고, 그 외 25가지는 기계와 전기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Fig. 1에서 나타나
는 바와 같이, 가장 리스크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은 동작불량 과 기기고장/자재파손 으로, 이 두 사항이
전체 리스크 발생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와 같이, 리스크 발생사항의 유형을 기계와 전
기로 구분하여 10가지로 분류한 결과, 기계는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리스크 발생이 75%를 차지하는 반면, 전
기는 운영과 유지관리 단계에서 리스크 발생이 52%를 넘었다.
이상, 리스크의 발생 유형과 그 사례 분포의 결과에 따르면, 리스크 발생 상황의 대부분은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마다 해당 전문인력의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 결과에 근거하여, 각
단계에서 필요한 리스크 최소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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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P Defects and Occurrence Frequency

Fig. 2

Causes of MEP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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