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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정보공유를 위한 자산관리 업무기능 분석
이광진1·정영수*
1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Assessment of Facility Management Functions for Life-Cycle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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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1960s and 1970s when Korea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a considerable number of buildings
were constructed in the country. And since 2000, a large number of sizable and complex buildings have been being built.
Specifically, as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alone accounts for 85% of the life cycle cost of a building, efficient
Facility Management (FM) is required. However, data needed in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 are not sufficiently
exchangeable with data created in other phases like the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phases. The upper phase has
higher value of data but data exchange rate is low, resulting in inefficiency. To this end, this research derived major
business functions for facility management: three categories and 19 detailed functions in classification from owner’s
perspective. Based on the derived items, this research proposes a methodology to evaluate the ‘FM Workload’, ‘Facility
Management (FM) Data’, and ‘FM Data Created i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Phases’ thereby analyzing plans for
effici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The applicability of proposed methodology was tested by examining real-world
cases of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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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KICT (2006)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
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써 기업의 조직 및 형태의 전
환으로 공공기업에 대하여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고, 이를 통
하여 자산관리(Facility Management, FM)에 대한 개념이 등
장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자산관리 연구기관으로써 FMI
(Facility Management Institute)와 IFMA (International
Facility Management Association)를 설립하여 전 세계적으
로 권위적인 조직으로써 자산관리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Lee, 2012).
국내에서도,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에 자산관리 개념을 적
용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
후 첨단화, 고층화된 수많은 빌딩이 건설되면서 건물들의 공

* Corresponding author: Jung, Youngsoo, College of Architecture,
Myongji University, Yongin 449-728, Korea
E-mail: yjung97@mju.ac.kr
Received May 31, 2016: revised June 21, 2016
accepted October 18, 2016

40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7권 제6호 2016년 11월

실률 관리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Kim et al., 2013; Sung et al., 2011). 또한 전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전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에서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는(Teicholz, 2004)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
고 볼 수 있다(Fig. 1).

Fig. 1. Life cycle / Life cycle cost of buildings (Park, 2001)

이처럼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이하, ‘운영단계’로 표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단계를 거치면서 단계별로 생성이 된 각종 정보들이 운영단
계에서 활용되기에는 호환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로
서, 미국의 경우, 비효율적인 정보 호환으로 발생하는 운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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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손실은 연간 약 15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Lee
and Yu, 2013), 주요한 원인으로는 생애주기별 각 참여자들
간의 정보의 전달 부족 및 표준의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Fig. 2).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건설정보 호
환성 증대를 위하여, 자산관리 주요‘업무요소 도출’과 ‘정보
요건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발주자의 입장에서
운영단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자산관리 업무기능을 재
정립하고 ‘업무기능의 비중’, ‘자산관리 정보의 비중’, 그리고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중’을 고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하여, 운
영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건설 생애주기 초기 단계에서부
터 생성함으로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건설 데이터의 호환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 업무기능의 재정립과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 및 범위로서, 우선 문헌고찰을
통하여 자산관리의 현황과 업무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문헌고찰을 통해 업무기능을 3가지 대분류와 19가지 중분류
의 업무기능으로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도출된 업무기능
을 바탕으로 ‘주요 업무기능 양의 비중’, ‘자산관리 정보의 비
중’, 그리고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중’을
투입 인원수(투입 노력 비중) 및 정보량의 비중을 기준으로
정량화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고, 사례적용을 통하여 효율적
인 자산관리를 위한 ‘업무기능’ 및 ‘분석방법론’을 검증하였다.

Table 1. Definition of facility management (FM)
Author
IFMA

Definition
A profession that encompasses multiple disciplines
to ensure functionality of the built environment by
integrating people, place, process and technology

INDENIUM

For maintain required service level of facility, through
the most economically effective management, and to
maintain facility level of service

FHWA
(2009)

Systematic procedures for maintaining and improving
actual assets

BIFM

The integration of processes within an organization to
maintain and develop the agreed services which support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ts primary activities

JFMA

Comprehensive management approach for the
optimization, and maintenance of the business real
properties, contribute to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business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o preserve the facility functions , increase the comport
and security of users. And necessary activities that
commonly check and repair of damaged components

Kim
(2009)

Efficient occupancy of building assets and activities of
operation and management

Shin et al.
(2015)

To optimize the physical features of the environment,
and using the user’s activities to maximize productivity

Jeon et al.
(2004)

The maintenance and prevention of various facilities, and
to promote the use through the continuous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facilities

Chin et al.
(2009)

By evaluating the value of the facility financially,
to maintain a public facility that emphasizes the
maintenance and investment value

KICT
(2008)

To invest reasonable budget and get the best effect,
collect long term physical maintenance information.
And to the preventive maintenance activities in the most
optical periods during the life cycle of the building

IFMA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환경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업
무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
여 다양한 부분의 복구·개량·보강에 필요한 활동, Kim
(2009)은 효율적인 보유와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 활동,
Shin et al. (2015a)은 환경의 물리적 기능을 최적화시켜 생산
성을 극대화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1 자산관리 개념
Fig. 2. Inefficient exchange of information in life cycle (Foster, 2011)

2. 자산관리 개념 및 현황
자산관리는 참여자들 간의 수행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이며, 특정 분야나 업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보다
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Kwon et al., 2010). 또한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성, 사용성, 경제성을 사전에 모두 고려
하는 능동적인 관리로써 자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Chae
et al., 2009). 그리고 Table 1과 같이 자산관리에 대한 개념
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자산관리의 목적으로는 기업 또는 단체 등 조직체의 시설
및 환경을 경영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활용
하는 경영관리 활동하는 것이다(KFMA, 1998). 또한 특정 분
야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참여자
들과 함께 진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각 참여자의 특성에 따
라 유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KFMA (1998)에 따르면, 자산관리는 ‘이용자 및 관리자의
측면’, ‘기업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용자 및 관리자의 측면에서는 만족도 증가에 따른 창
조성 발휘를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기업적
인 측면에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이념적인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시설적인 부분을 지원하여 자산의 유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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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실질적인
자산이 위치한 지역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환경 보존을 위하
여 사회적인 자산 형성에 공헌을 하는 것이다(KFMA, 1998).
이러한 관점에서의 자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높은 수준의 품질과 재무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이에, 산업
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자산관리를 ‘시설관리 서비스 프로
세스’와 ‘시설관리 기반구조’로 구분하여, 2006년에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서비스 표준 규격으로써 고시하였
다(Shin et al., 2015a).
또한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
한 자산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비용적인 부분의 감소와 더불어
서 건축물의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Fig. 3. Expected effect of FM (Chin et al., 2009)

2.2 자산관리 현황
미국의 경우에는 전 생애주기 단계 중, 운영단계에서 투입
되는 비용이 다른 단계보다도 많이 투입이 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활
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방도로관리청(FHWA)과
미국도로교통공무원협회(AASHTO)는 자산관리국과 도로시
설 자산관리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지관리를 진행하
고 있다. 또한 연구와 관련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가이드를
작성하여 각 주별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각
주별로 독자적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
여 공통된 자산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Chae et al., 2009).

캐나다의 경우에는 지방 정부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각 기관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예산
을 지원받기 위한 경쟁이 심한 실정이다.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외주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자산관리시스템인 TIM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를 운용하고 있다. 시스템에는 자산
의 현황, 담당자, 문서의 정보 등의 다양한 항목들을 등록하
고 이를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Chae et
al., 2009).
다음으로 호주는 국가적 차원의 자산관리 협의회에서 국제
시설물 관리 매뉴얼(INDENIUM)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체계와는 다르게 생애주기
를 반영하여 자산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생애주기를 반영하
여 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좀 더 명확하고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객들을 위한 자산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Chae et al., 2009).
국내의 경우에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에 안전한 시설물의 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는 주로 사회기반 시설
물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방 및 관리하고 성능을
증진시켜 공공시설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Chae et al., 2009).

2.3 자산관리 선행연구
전 생애주기 비용(Life Cycle Cost)에서 운영단계는 약 85%
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Teicholz, 2004) 자산관리에 대한 중
요성은 높고,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에 대하여
효율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그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
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하고, 따라서 자산관리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Table 3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산관리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위한 방안 제시(Shun et al., 2005; Oh et al.,
2008; Kim et al., 2013; Kim et al., 2014), 자산관리 ‘운영

Table 2. Comparison of public FM practices by nations
Canada

Australia

Korea

Central Government
(FHWA)

USA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Asset Management Council)

Affiliated Organization

Life Cycle

-

-

Focused

-

Information
Systems

Integr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DENIUM

Organizational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Cases

TIMS

- Building Rating System
- Environmental Performance
Related System Certification System
- Capital Planning Initiative
- Building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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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d Asset Management System
-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 Traffic Asset Information
-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Management System
System
- Bridge Information System
- High-speed telecommunications
- Maintenance Contract
Certification System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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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제안(Bae et al., 2004; Lee et al., 2007; Yun et al.,
2009; Park et al., 2009; Choi et al., 2012; An et al., 2013),
‘자산가치 평가방법’의 제안(Ryu and Lee, 2008; Kwon et
al., 2010; Lee et al., 2010; An et al., 2012; Cho et al.,
2015), ‘프레임 워크’(Yun et al., 2009; An et al., 2012; Choi
et al., 2012; Song et al., 2014; Shin et al., 2015a) 등의 주
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으로
는 사회기반시설, 공공건축물, 초고층 시설 등 특정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4 정보호환 선행연구
정보호환 관점 연구로는 Lee and Yu (2013) 및 Choi
and Jang (2014)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연구는 Industry
Foundation Classes (IFC) 정보와 온톨로지(Ontology) 기법
을 활용한 BIM 기반 정보 호환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정보호환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는 특히 Construction
Operations Building Information Exchange (COBie)와 관
련되어 진행이 되었다. 이는 건축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
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미국 육군 공병단의 주도로 개발이 된
정보교환 포맷(Park and Kim, 2014)이다. 장점으로는 자산
관리와 관련되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다른 참여자
들과 교환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onanomi, 2016). 그러나 이는 BIM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생성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호환을 위한 것
이고, 일반적인 발주자 관점의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들
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종이문서, Excel, DB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산관리와 관련
된 업무기능의 정보들을 생애주기별로 파악하고 이 정보들의
효율적인 호환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3. Literature review of facility management research
Author

Description

Development for web based maintenance system
Bae et al. (2004) to determine problems of inefficient interoperability
information in entire life cycle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maintenance
Chun et al. (2005) cost analysis in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 targeted the bridge
Oh et al. (2008)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terioration and
maintenance costs of the office building

Suggestions for strategy for efficient facility
Chin et al. (2009) management through domestic infrastructure’s
comparison and analysis
Park et al. (2009)

Suggestions for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for skyscraper by utilizing BIM

Yoon (2011)

Comparison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ility
management systems

Lee et al. (2012)

Suggestions for facility maintenance system for
efficiency improvement through BIM’s trend and
COBie’s analysis for maintenance

Kim et el. (2013)

Application and verification through proposed
estimation model of the operating expenses

An et al. (2013)

Improvement suggestions of errors that occur when
information exchange by utilizing BIM

Kim et al. (2014)

Cost analysis and benefit analysis for efficient asset
management by utilizing BIM

Developed for object classification list for facility
Song et al. (2014) management system introduction of electrical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Suggestions for facility management framework
Cho et al. (2015) through case study of internal and external asset
valuation
Maintenance management work process, analysis of
Shin et al. (2015a) facilities management process and suggestions for
information system based on BIM
Complement and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ex,
Shin et al. (2015b) based on definition and requirement of facility
management service

Fig. 4. Literature review of faci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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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Maintenance

General Mgt.
Data Mgt.

Lee et al.
(2007)

Communication
Mgt.

Material Mgt.

Building Data
Mgt.

Firm Mgt.

Energy Mgt.

Health Mgt.

Cost Mgt.

Budget Mgt.

Equipment Mgt.

Facility Mgt.

Kim et al.
(2013)

Plan Mgt.

Lee
(2012)

Business
organizations

Managing services

BIFM
(1996)

Quality
assessment &
Innovation

Operations &
Maintenance

Managing
the working
environment

Managing
resources

Communication
Managing people
Human & factors

Planning &
Project Mgt.

Financial Mgt.

Real estate
& Strategic
planning

Facility function

IFMA
(1992)

Table 4. Business functions of facility management

Renovation

Telecommunications
network coordination

Utility Mgt.
Material control

Governmental
relations

Building design &
Construction

Energy Mgt.

Life safety systems
Security

Maintenance Mgt.

General services

Financial Mgt.
Cost control Mgt.

Strategic property
Real estate
Condition
assessment

Lease Mgt.
Strategic facilities
planning

Transportation &
Vehicle maintenance

Texas State
Auditor’s Office
(1996)
Chotipanich
(2004)

Emergency
planning

Procurement Mgt.

Energy
consumption

Fire protection
Security services

Asset accounts
Building
assessment
Building
advertising
Track cost value
Operation cost
Track life cycle
cost

Compliance

Complaint
& accident
frequency

Financial
performance

Gilleard and
Wong
(2004)

Operations
administrations

Employee
support &
Services

Project Mgt.

Health & Safety
Environmental factors

Budget & Finance

Assessment &
Innovation
Building coalitions
Property Mgt.

Technology

Relocations
Organize the function
Programming & Design

Dale et al.
(2007)

Productivity

Equipment
availability

Emergency
preparedness
Leading change

Inventory &
Condition assessment

Cultural resources
Facility Mgt. software
Life cycle Mgt.
Planning & Procedures
Service scheduling
Performance &
Tracking

Leadership
Customer
Human resources Mgt.
satisfaction
Leading people

Facility project
Project
Mgt.
performance

Repairs

Office services

Real estate &
Property Mgt.

Building service
& Operations
Planning

Rent Mgt.
Space assignment
Space planning
Space
programming

Yu et al.
(2000)

Description of
facilities

Life safety costs
Indirect costs
Facility indicators
Utility costs

Office space
planning
Sizes & Uses
Relocations

Livia
(2010)

Recycling

Disaster recovery

Wired & Wireless
communications

Inventory Mgt.
Furniture
installation
Alterations Mgt.

Operations
Maintenance &
Repair

Energy Mgt.

Security & safety
Fire & Life safety
Hazardous waste

Maintenance

Economic
justification

Real estate
acquisition &
disposal

Work installation
Interior finishes
selection

Transportation &
Reprographics
Lease
administration
Facility planning
& forecasting

Roper and
Payant
(2014)

Cleaning

Preventative
maintenance

Contract Mgt.
Project Mgt.

Energy &
Environmental Mgt.

Health & Safety
Security

Asset Mgt.

Space Mgt.
Occupancy Mgt.

Fleet Mgt.
Move Mgt.

Williams et al.
(2014)

Project Mgt.

Finance &
Business

Real estate
Property Mgt.

Technology

IFMA

Innovation &
Change Mgt.

Emergency
preparedness
Business
continuity
Quality
Environmental
stewardship &
Sustainability

Operations &
Maintenance

Communication
Human
Human factors
resources Mgt. Leadership &
Strategy

Organizational
Mgt.

Financial Mgt.

Real estate
Mgt.

Brian
(2015)

Environment
Mgt.

Quality Mgt.

Communication
Mgt.

Material Mgt.

Schedule Mgt.

General Mgt.

Human Mgt.

Regulation Mgt.
Outsourcing
Mgt.

Energy Mgt.

Security Mgt.

Service Mgt.
Equipment Mgt.

Cost Mgt.

Property Mgt.

Document Mgt.

Technology Mgt.

Space Mgt.

Move Mgt.

Lee and Ju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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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정보공유를 위한 자산관리 업무기능 분석

3. 자산관리 정보호환 분석 방법론
자산관리의 선행 연구에서는 가치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
제안, 시스템 개발, 그리고 BIM을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산관리의 포괄적 개념부분을 대상으
로 하고 있고, 정보호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픽(도
형정보) 연계와 관련된 연구로 한정이 되어있다(Fig.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도형 정보 부분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구체
적인 자산관리의 업무기능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단계를 거치며 발생
하는 정보들의 누락 등 비효율적인 호환성에 대하여 범위를
한정하였다.

3.1 자산관리 업무기능 정의
아직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의
경우, Kim et al. (2013)에서는 경비 관리, 시설 관리, 위생관
리, Lee (2012)에서는 도면 관리, 설비 관리, 업체 관리, 에너
지 관리, 예산 관리, 통신 관리, 자재 관리, Lee et al., (2007)
에서는 유지 관리, 일반 관리, 점검 진단, 정보 관리와 같이,
자산관리 업무기능의 포괄적인 상위분류가 주를 이룬다. 그
러나 해외의 경우, Environmental and Life safety costs,
Sizes and Uses of facilities (Lívia, 2010), Complaint and
Accident frequency, Customer satisfaction, (Gilleard and
Wong, 2004), Contract management, Health and Safety,
(Williams et al., 2014) Innovation and Change management
(Brian, 2015) 등과 같이 국내의 자산관리 업무기능보다는 조
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Table 4).

Table 4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자산관리의 업무
기능 분류를 분석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업
무기능의 분류 및 정의 과정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3개의 대분류 및 19개의 업무기능으로 정
의하였다(Table 5).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Table 5의 대분류에서, 시설자산관
리(Facility Asset Management)는 건축물이나 부동산의 자
산을 관리하거나 또는 건축물 내부의 공간 임대 또는 임차
를 위하여 시설의 기능 또는 공간을 배치하고 각종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시설운영관리(Facility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agement)는 완공이 된 건
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외부 동선이나 시설을 이용
하는 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각종 에너지 및 설비 등과 관련된
관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기본관리(Facility
Basic Management)는 시설자산관리와 시설운영관리에 공통
적으로 포함이 되는 관리이다. 각종 기술, 비용, 위탁 및 외주
등의 시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관리가 이에 포함된다.
Table 5의 중분류에서는 3가지 대분류를 다시 19가지의 보
다 구체적인 업무기능으로 나눔으로서, 자산관리에 있어서의
정보호환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2 자산관리 정보요건 선정
본 연구에서는 19가지로 세분화된 자산관리 업무기능을 정
의하였으며, 이러한 업무과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도형정
보와 비도형 정보를 포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포괄
성과 상세성을 함께 가짐으로써, 설계/시공 단계(이하, ‘EC단
계’로 표현)와 운영단계 간의 정보호환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Table 5. Business functions of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Functions of Facility Management
Level 1
Facility Asset
Management

Description

Level 2
Property Management

Asset management, Real state and Strategic planning, Property management, Building purchase and advertising

Service Management

General service, Managing services, Office service

Space Management

Space management, Lease & Rent management, Facility function, Construction and relocations

Communication Management Telecommunications network coordination,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s management
Energy Management

Energy management, Energy consumption

Facility Operation Environment Management Environmental stewardship and Sustainability, Cleaning, Recycling, Productivity, Manag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Maintenance Equipment Management Equipment management, Maintenance and Repair
Management
Move Management
Transportation or Reprographics, Vehicle maintenance
Quality Management

Preventative maintenance, Emergency planning, Quality management, Renovation, Leading change

Security Management

Fire protection, Security and Life-safety management, Health management, Hazardous waste management

Cost Management
Document Management

Facility Basic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Utility cost, Support and project costs, Economic justification, Track cost value
Interior finishes selection and maintenance, Document management, Workplace installation

Human Management

Human factors, Managing people, Employee support and Services, Leadership and Strategic, Leading people

General Management

Information management, Description of facilities, Operations administration, Cultural/Natural resources

Material Management

Procurement management, Inventory management, Furniture installation, Alterations management, Material control

Outsourcing Management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Contract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Regulation Management
Schedule Management
Technology Management

Compliance
Planning and Procedures, Service schedul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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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
서는 ‘자산관리 업무기능 양의 비중’,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
중’, 그리고 ‘EC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
을 통하여 정보요건을 정의하였다.
첫 번째 ‘자산관리 업무기능 양의 비중’은 시설물 운영단계
에서, Table 5의 19가지 업무기능별로 요구되는 업무의 양을
의미한다. 즉, 자산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예, man-month)
전체의 양 중에서 각 업무기능별 비중으로 나타내었으며, 이
는 업무노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으로서, 19가지 자산관
리 업무기능별로 업무노력 비중과는 무관하게, 자산관리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양의 비중을 의미한다. 특
정업무는 시간소요는 크지 않으나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양
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EC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
중’은 전체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과는 독립적으로 자산관
리 정보 중 그 발생시점이 EC단계에서의 업무기능별 비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는 EC단계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며 운영단계에서 재수집 또는 재가공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즉, 발주자 또는 운영자 관점의 EC단계에서 발생하
는 유지보수 데이터의 호환성을 높임으로서 운영단계의 자료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및 ‘미래의 변화’(TO-BE)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앞서 정의한 ‘자산관리 업무기능 양의 비중(y)’,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x)’, 그리고 ‘EC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z)’을 AS-IS와 TO-BE로 비교함으로써 차이
(Gap = TO-BE - AS-IS) 및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므
로 AS-IS와 TO-BE 정보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일괄적
인 비교가 가능하다.
Fig. 6의 세 좌표(x, y, z)는 전체 또는 부분적인 상대비교
가 가능하다. 예로서, Fig. 7은 x축(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
과 z축(EC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산관리 정보 양의비중)만을
비교한 사례이다(이를 Facet C로 정의, Fig. 5). 같은 방법으
로 Facet A 또는 B만을 분석할 수 있으며, 세 축을 삼차원으
로 비교하는 것을 Facet D로 정의하였다.

3.3 자산관리 정보호환 분석 방법론
앞서 정의한 ‘자산관리 업무기능 양의 비중’, ‘자산관리 정
보 양의 비중’, 그리고 ‘EC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을 각각 y, x, z 축으로 정의하고 업무기능별로 좌
표 점수를 표현하면 어떠한 업무기능이 ‘자산관리 정보호환’
관점에서 중요한 지 알 수 있다(Fig. 5 & Fig. 6). 각 항목들은
리커트 척도를 통한 환산 및 각 항목별 점수를 100점(중간값
(Median))으로써 상대적 정규화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중요도 우선순위에 의해 자산관리 정보의 호
환성을 높이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

Fig. 6. FM Data Assessment Methodology ( Facet D )

Fig. 7. FM Data Assessment Methodology ( Facet C )

4. 사례 적용
Fig. 5. Methods of Importance Assessment

또 한 가지 관점은, 모든 조직은 자산관리 업무기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므로 ‘현재의 현황’ (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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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산관리 업무기능 양의 비중’,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 그리고 ‘EC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산관리 정
보 양의 비중’을 평가함으로써 자산관리 호환성을 향상시키

생애주기 정보공유를 위한 자산관리 업무기능 분석

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민간기
업 1곳과 공공기업 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100점(중간값 (Median))으로써 상대적 정
규화 하여 AS-IS와 TO-BE로 국내의 자산관리 현황을 살펴
보았으며, 또한 방법론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4.1 사례 분석 1(민간기업)
첫 번째 사례기업은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다르게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는 비중보다는 이미 건설이 되어있는 다양한 종
류의 건축물 매입 및 임대를 통하여 자산관리를 실행하고 있
는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설자산관리의 비중이
시설운영관리와 시설기본관리보다도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고, 시설운영관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정보를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외주직원의 비중이 내부직원의 비중보다 높은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시설자산관리의 경우에는 회사 차
원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부동산과 건축물을 찾기 위한 업무
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외주직원보다는 내부직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있다(Table 6). 또한 건축물의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의 관리라는 기업의 전략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리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설운영관리에서는 품질 및 예방
관리, 그리고 외주직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외주 관리의 비중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첫 번째 사례에서는 자산관리 업무기능과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 두 가지만을 분석하였다(Table 7). 이는 사례회사
의 응답자가 ‘EC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
을 응답하기 어려움에 기인한다.
즉, 평가방법론에서 제안한 방법 중 Facet A를 통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업무기능을 수행하기 위
하여 요구되는 업무의 양에 따른 자산관리 정보의 비중에 대
하여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관리의 경우 업무기능 비중(45%)과 자산관리 정
보 양의 비중(23.3%)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업무
기능의 양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자
산관리 정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O-BE의 결
과로서는, 부동산 관리(23.3%에서 16.7%로)와 품질 및 예방
관리(13.3%에서 10%로)의 자산관리 정보 비중이 줄어들고
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서비스 관리(10%에서
13.3%로)와 환경 관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는,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한 시설과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
리를 위하여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된다(Fig. 8).

Table 6. Level 1 evaluation for required manpower (AS-IS)
Total number
of manpower
Facility Asset Management
60
Facility Operation and
30
Maintenance Management
Facility Basic Management
10
Total
100
Level 1

→

In-house Outsourcing
Staff
Staff
42
18

→

3

27

→
→

5
50

5
50

Fig. 8. FM Data assessment (Facet A - Case I)

Table 7. Level 2 evaluation for manpower and data (Case I)
FM Data (X-axis)
FM
Workload (Y-axis) AS-IS (2015) TO-BE (2020)
Property Management
45.0
23.3
16.7
Service Management
12.0
10.0
13.3
Space Management
3.0
0.0
3.3
Communication Management
1.5
1.7
1.7
Energy Management
0.0
1.7
3.3
Environment Management
10.5
6.7
8.3
Equipment Management
0.0
0.0
0.0
Move Management
0.0
0.0
0.0
Quality Management
12.0
13.3
10.0
Security Management
6.0
10.0
10.0
Cost Management
3.0
10.0
10.0
Document Management
1.5
1.7
1.7
Human Management
0.0
0.0
0.0
General Management
0.0
0.0
0.0
Material Management
0.0
3.3
1.7
Outsourcing Management
5.0
13.3
13.3
Regulation Management
0.5
0.0
1.7
Schedule Management
0.0
3.3
3.3
Technology Management
0.0
1.7
1.7
Total
100
100
100
Level 2

4.2 사례 분석 2(공공기업)
첫 번째 사례인 민간기업과는 반대되는 성격으로, 두 번째
사례기업은 직접 건설 과정에서 발주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단계에도 직접 참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건물에 대
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관리에 대한 비중
(80.7%)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설자산관리
와 더불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고, 효율적
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외주직원의 비중 (95.4%)이 내부직원
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Table 8).
사례기업의 시설물은 공항으로서, 업무기능 관점에서 안전
및 보안 관리는 업무기능 양(37.3%) 및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이 가장 높고, 설비 관리는 EC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
양의 비중(4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전
략적인 측면에서 부동산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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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최적의 환경과 시설, 그리고 사용자들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기능의 비중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또한 업무기능 양의 비중이 높을수록 자
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9). 공공 기업의 사례에서는 평가방법론에서 제
안한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과 EC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산
관리 정보 양의 비중에 대하여 비교가 가능하다(Facet C). 이
를 통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려할 항목들을 선별할 수 있
다.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C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
양의 비중에서 설비 관리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운영단계
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
지만 TO-BE에서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무 기능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에 설비 관리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전문적인 업체를 통한 위탁 운영
의 비중이 증가되어 EC단계에서 관련 정보들이 발생하기 보
다는 위탁업체들을 통하여 각종 정보들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 9. FM Data assessment (Facet C - Case II)

그리고 EC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 양 비중의 TO-BE에서
는 ‘서비스 관리’와 ‘안전 및 보안 관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문적인 기술 및 능력을 필요로 하
는 업무기능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EC단계에서
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5. 결론

Table 8. Level 1 evaluation for required manpower (AS-IS)
Level 1

Total number
of manpower

Facility Asset
Management
Facility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agement
Facility Basic
Management
Total

In-house Outsourcing
Staff
Staff

17.7

→

0.3

17.4

80.7

→

4.0

76.7

1.6

→

0.3

1.3

100

→

4.6

95.4

Table 9. Level 2 evaluation for manpower and data (Case II)

Level 2

FM Data
(X-axis)

Property Management
Service Management
Space Management
Communication Management
Energy Management
Environment Management
Equipment Management
Move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Cost Management
Document Management
Human Management
General Management
Material Management
Outsourcing Management
Regulation Management
Schedule Management
Technology Management
Total

0.2
17.5
0.0
7.1
4.9
0.3
25.9
5.1
0.0
37.3
0.4
0.3
0.1
0.2
0.0
0.2
0.0
0.0
0.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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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in EC Phase
(Z-axis)
AS-IS
TO-BE
(2015)
(2020)
7.0
7.0
8.0
12.0
0.0
0.0
7.0
8.0
8.0
8.0
1.0
1.0
45.0
39.0
5.0
7.0
3.0
1.0
5.0
7.0
1.0
1.0
1.0
1.0
0.5
1.0
4.0
4.0
1.0
1.0
1.0
1.0
0.0
0.0
1.5
0.0
1.0
1.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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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화, 대형화, 그리고 시설의 고층화가 진행되면서 건축
물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영단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 또한 증
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산 가치, 운영비용
평가, 그리고 BIM 기반의 프레임워크 제안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EC단계를 거쳐 운영단계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 단
계를 거듭할수록 정보의 호환이 부족하다. BIM 기반의 정
보 호환에서는 Industry Foundation Classes (IFC) 기반의
‘Construction Operations Building Information Exchange
(COBie)’라는 정보교환 포맷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도형적
인 부분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일반적
인 건축 발주자의 관점에서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비도형적
인 정보들의 효율적인 호환을 위하여 자산관리에 대한 업무
기능을 재정립,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사례
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문헌 고찰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3가지의 대분류와 19
가지 중분류의 업무기능을 도출하고, 세부 항목들을 각각의
중분류 업무 기능에 조합을 하였다. 도출된 업무 기능들과
‘자산관리 업무기능 양의 비중’,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 그
리고 ‘EC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을 기준
으로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민간 기업 1곳과 공공 기업 1곳
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생애주기 정보공유를 위한 자산관리 업무기능 분석

그 결과,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이미 건설이
되어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전략으로 인하여
다른 업무기능 중에서도 ‘부동산 관리’에 대한 비중이 높고,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기업의 경우에는 직접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관여하고 이
를 직접 운영 유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시설을 이용하
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받기 위한 업무
기능, 즉, 설비 관리, 서비스 관리, 그리고 안전 및 보안 관
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민간 기업과 공공 기업의 공통
적인 특징으로는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내부직원의 비중보다는 위탁을 통한 외주
직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관
리 정보들은 EC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아야 각 참여
자들 간의 효율적인 정보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사례 인터뷰 대상이 민간 기업 1곳과
공공 기업 1곳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사례를 통한 포괄적 분
석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
의 비교가 아닌,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되어진 업무기능을 토
대로, ‘자산관리 업무기능 양의 비중’,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
중’, 그리고 ‘EC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산관리 정보 양의 비중’
의 3가지 관점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중요도 도출 방법 제안
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두 사례조사의 내부 여건으로 인하
여, x, y, z축 모두 비교가 가능한 (Facet D) 3차원적인 사례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고 사례 1은 Facet A (x, y), 사례 2는
Facet C (x, z)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론을 활용하면 x, y, z축 모두를 포함하
는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기업 또는 프로
젝트별로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
요 업무기능과 각 항목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사
례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자산관리와 관련된 업무기능들과 제
안한 방법론을 통하여 발주자들에게 있어 효율적인 정보호
환과 비도형 정보의 자산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써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유지관리 단계를
관점으로 기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
법론을 사용하면 관련 정보들의 누락 또는 부재의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산관리를
진행하는데 있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BIM의 정보교환 포맷인
COBie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항목과 방법론이 추가되면
새로운 기술들을 통하여 도형과 비도형 정보들에 있어 효율
적으로 자산관리와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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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과거 1960~70년대에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국내에는 수많은 건물이 건설되었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대형화, 첨
단화된 수많은 건물들이 건설이 되고 있다. 이러한 건물의 전 생애주기 비용 (Life Cycle Cost) 중,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 비용은
전체의 약 85%를 차지 (Teicholz 2004)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강조된다. 하지만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
서 필요한 정보들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단계를 넘어오면서 각각의 정보들의 호환이 부족하다. 단계를 거듭할수록 정
보에 대한 가치는 증가하지만 정보의 상호 호환의 부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Foster 2011). 본 연구에서
는 먼저 발주자 관점에서 자산관리의 주요 업무기능을 3개의 대분류와 19개의 중분류로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도출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업무량의 비중, 자산관리 업무별 소요 데이터의 비중, 그리고 생애주기 단계별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비중에 대
한 평가방법론을 제안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방법론은 공공 및 민
간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키워드 : 자산관리, 업무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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