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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Korean construction market in the apartment housing has changed to a housing consumer focused market,
interest and importance on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on existing buildings has increased rather than demand for new
buildings. Interest of housing consumers on apartment house quality has increased in this market paradigm, and this
spontaneously is connected to quality flaw related defect disputes and lawsuits that the importance of defect diagnosis
has continuously increased. This defect diagnosis is directly connected to maintenance charges in defect dispute and
lawsuit processes that rather objective and highly credible progress of duty is required. However, most defect diagnosis
firms today that progress defect diagnosis are using different diagnosis methods and depend on the experience of
experienced professionals that there is no standardized defect diagnosis proc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ommon defect diagnosis process model for defect diagnosis firms utilizing the BPMN (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modeling method.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professional and reliable task
performances of concerned defect diagnosis worker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design lawsuit damage will be
substantially reduced by standardizing defect diagnosis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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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 공동주택 건설시장은 주택보급률의 100% 초
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변화, 입주자 의식수준의 향상
및 공동주택 자산 가치 증대로 인한 소비자 요구의 다양
화 등으로 인하여 공급 및 개발자 중심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Shin et al.,
2009). 이와 더불어, 사회와 경제가 고도화되고, 시공 후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신축 건축물에
대한 수요보다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관
리에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Park, Kim, & Kim,
2011). 이러한 건설시장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공동주택 수
요자들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하자
에 대한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클레임과 하자분쟁 또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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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 하자분쟁은 단순한
문제제기의 차원을 넘어, 법적 소송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Kim et al., 2011).
그러나 국내의 현행 하자진단1) 관련 프로세스 조사결과,
하자진단업체에 의한 대부분의 하자진단은 하자보수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기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부분임
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미흡하다. 하자진단 과정 또한
주로 하자진단 책임자나 하자진단팀의 경험에 의존하여
업무가 진행되므로, 고도의 경력자가 아닌 이상 진단항목
및 절차의 누락이 비일비재하고, 업체들 마다 업무 및 진
단방식이 상이하여 하자판단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공
신력 확보에 불신을 낳는다. 이는 하자 여부 판단의 어려
움이 원인이 되는 하자분쟁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하여, 하
자분쟁을 전제로 하는 하자 기획소송으로 까지 이어지기
도 한다(Du, 2010). 이에 따라 합리적 하자판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하자판단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제 하자측정단계를 체계화한 하자진단 업무프로세스가
1) 「주택법」제46조 제7항에 의하면 입주자가 청구한 하자보수에
이의가 있을 때 사업주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하자진단 전문 업체의 하자진단업무라는 의미로 용어를
활용하였으며, 제46조 제7항 제1호에 근거하여 하자진단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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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다면 위와 같은 다수의 문제점 해결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입주자 및 시공사 측
면에서만 하자관련 연구를 진행한 기존연구들과 달리 하
자진단업체 측면에서 실질적이며 활용 가능한 공동주택
하자진단 업무프로세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공동주택 입주 후 단계에서 사업주
체2)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자보수처리 과정 중 입주민과
사업주체간 분쟁조정3)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하자진단 전
문 업체의 하자진단업무프로세스로 한정하였다. 업무모델
제시에는 참여주체들의 업무지침 및 체크사항 그리고 명
확한 업무흐름 반영을 통해 업무프로세스 도식화에 용이
한 BPMN (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모델링
방식을 활용하였고, 연구진행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Study flow

먼저 하자관련 기존연구를 고찰하고, 하자진단업체를 방
문하여 실무자 인터뷰 및 사례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통
해 현행 하자진단업무체계 및 하자진단 참여주체별 업무
를 파악하였다. 실무 인터뷰 및 검증을 위한 하자진단업
체의 선정은 안전진단전문기관4)으로 등록된 업체들 가운
데 하자진단 300단지 이상, 법원감정 10건 이상의 이력

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
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주택법」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3) 본 논문에서는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회에서 제시하는 분쟁
조정 신청사유 중 하자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 사이에 다투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조정 용
어를 활용하였다(http://www.a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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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하자진단업체들 중 임의로 2곳을 선정하여 시행
하였다. 두 번째로, 개선된 하자진단 업무 프로세스 제시
를 위해 활용한 BPMN 방식 및 그 외 프로세스 모델링
기법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로, 하자발생 빈도 및 보상 금
액이 높은 주요 하자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과정 및 방법
을 체계적으로 도식화한 개선된 하자진단 업무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 모
델의 실무측면 활용성 검증을 위해 하자진단 관련 업무
를 시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필요성, 인지성,
활용성, 차별성, 정확성 항목으로 프로세스 모델을 평가한
후 본 연구의 중요성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하자관련 기존연구 고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는 설계, 시공, 유
지관리 과정에서 다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발
생되어, 하자발생원인 및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Seo & Cho, 2008). 공동주택의 하자
는 입주자들의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기준이 높아짐에 따
라 입주민들과 건설업체 간 갈등 및 분쟁을 일으키는 원
인이 된다(Seo, 2013). 또한 하자분쟁이 원인이 되어 발
생하는 하자 기획소송은 하자의 정도나 보수 가능성, 추
가적인 하자 발생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금전적 손
해배상에만 치중한다는 점, 시공사 유지관리 비용의 상당
부분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 그리고 한번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경우, 추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하자가 발생해도 제도 상 보상받지 못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하자요인, 하자감정, 하자분쟁의 발생 및 증가 등 다양한
하자관련 문제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하자관리 기존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하
자요인 및 업무분석, 하자분류체계 및 DB구축에 관한 연
구, 그리고 판례분석을 통한 하자분쟁 및 소송에 관한 연
구 등이 주를 이루어왔다.
하자요인 및 업무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Go and Lee
(2006)의 공종별 하자사례 분석을 통한 하자요인분류에 대
한 연구와 하자처리업무 및 하자정보의 흐름을 분석하여
UML을 통한 하자관리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 연구 등이
있고, 하자분류체계 및 DB구축에 관한 연구로는 Choi and
Lee(2003)의 하자정보 코드화 방안 제시를 통한 하자정보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Oh et al.(2009)의 하자관련 조
직들의 통합적 분석을 통한 시공단계 하자관리 업무프로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
여 시행령 별표3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인증된 기관을 의미한다. 안
전진단전문기관의 현황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
스템 포털 내 안전진단전문기관정보 업체현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f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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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Yoo, An, and Kang(2005)의 거
주자 만족도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처리과정의 개선
방안 연구 등이 있으며, 판례분석을 통한 하자분쟁 및 소
송에 관한 연구로는 Kim et al.(2011)의 법원 판례분석을
통한 하자관리 세부 쟁점과 하자보수비의 판례를 정리한
연구, Seo and Cho(2008)의 주택하자관련 소송사례 분석
을 통해 현행 하자보수 소송의 문제점을 제시한 연구,
Shin et al.(2009)의 하자처리, 입주관리, 민원처리, 소송처
리 등의 비용을 분석하여 지역별, 세대규모별로 구분된
하자관리비용의 주요 영향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등이 있
다. 기존 연구 가운데 하자관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관
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어 왔지만(Yoo, An, & Kang, 2005;
Oh et al., 2009), 이는 공동주택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
에 대한 건설사 측면의 보수 과정을 다루거나 거주자 만
족도 조사를 통한 하자A/S측면의 연구이다.
이와 같이 하자진단업체 측면에서의 하자진단 업무 프
로세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하자진단업체에
의해 진행되는 하자진단은 입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
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자진단업무는 경
험에 기반하고 진단업체마다 상이한 업무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Lee(2014)는 법원 판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판결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하자분쟁 및
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자관리업체에 의해 측정
된 하자보수비와 하자소송 과정에서 제시된 법원감정가
차이의 발생원인 중 하나를 하자진단업체간 공통적인 하
자진단 매뉴얼의 부재로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활용가치가 있
는 하자진단업무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업무프로세스 모델링 분석기법

1) 프로세스 모델링 방법 특성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방법에는 IDEFØ (Integrated
Definition language), RAD (Role Activity Diagram),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BPMN (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먼저 IDEF? ¬ 시스템의 프로세스 및 기능, 데이터와 요
구사항을 기술하고 기능의 계층구조를 표시해주는 프로세
스 모델링 기법으로 빈번한 모델링 변화에 따른 유지관
리가 어려운 것이 큰 단점이다. RAD는 참여주체 직무 중
심의 프로세스 표현에 우수한 모델링 방식이지만, 업무흐
름의 복잡성을 표현하기 어렵고, 입/출력 정보 표현이 불
명확하여 전체적인 업무흐름의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다
(Kim et al., 2010). UML은 객체 지향 분석 및 소프트웨
어 설계용 모델링 언어로 타 모델링 기법과의 높은 호환
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주체별 업무 표현과 분
할 그리고 업무흐름의 표현이 중시되는 업무프로세스 모
델링 보다는 단계별 데이터의 기능 표현 및 통합이 주를
이루는 소프트웨어 개발 다이어그램 표현에 더 적합하다
(Go & Le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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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PMN 모델링 방법론
BPMN은 기업이나 기관에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가
시적으로 정의된 업무프로세스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비즈니스 프
로세스 모델링의 표준화된 표기법이다. 이는 타 모델링
기법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볼 때 참여주체 간 Activity
분할과 메시지 흐름에 따른 다양한 프로세스 설계와 도
식화가 가능하고, 실무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표준화된 그래픽 표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각화 측면
에서 강력한 표현력과 확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BPMN
모델링 방식이 하자진단 업무프로세스 구축에 적합할 것
으로 사료된다.
BPMN의 핵심기호는 <Table 1>과 같으며, 프로세스에
서 각 참여 주체 및 주체의 Activity는 Pool개념의 직사
각형 박스에 도식화되며, Pool은 Lane이라는 Sub-Swimlane으로 분할된다. Activity는 단계별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며, 각 Activity들을 연결하는 실선화살표(Seguence
Flow)는 프로세스의 단계별 진행을 나타낸다. 점선화살표
Table 1. Explanation of Signs in BPMN Modeling
Expression
method

Element

Content

Event

An event is something occurs during a
business process. An event has three types
(Start, Intermediate and End) dependent on
the timing it gives impact on the flow.

A text annotation is a method, which the
modeling worker uses to provide persons
Text
Annotation who read the BPD with additional
information.

Activity

Activity is a general term used on the
work being done in a company. The types
of an activity, which is a part of a process
model, are process, sub-process and task.

Gateway

A gateway is used in controlling the
dispersion and concentration of sequence
flow.

Group

Grouping of activities does not have
impact on the sequence flow and it can be
used in documentation or on analysis
purpose.

Sequence
Flow

Sequence flow is used to show the
execution sequence of activities within a
process.

Message
Flow

Message flow is used in showing the flow
of messages. In BPMN, two separated
pools in a diagram express two
participants.

Pool

A pool expresses a process participant. It
is used as an expression method to divide
a set of activities from another pool.

Lane

A lane is a lower part partition in a pool. It
expands to the whole length of the pool
vertically or horizontally. A lane is used in
organizing and classifying activities in
systematic manner.

Source. Kim, J. W., Ryu, H. K., Son, B. S., & Choi, Y. 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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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tension of Signs in BPMN Modeling
Inclusive gateway

Table 3. Expert Interview Summary

Period
Parallel gateway

A target of
interview
Career

Source. Thomas, A. (2010)

Defect diagnosis work system &
problems analysis

Purpose

2014. 6. 09.~2014. 6. 13. (3 times)
Defect diagnosis company (A)

3

Defect diagnosis company (B)

2

5~10 years (2), Over 10 years (3)

Note. The figure at the table indicates the number of person

(Message Flow)는 다른 Pool 주체와의 정보교류를 나타
낸다(Kim, 2011). 또한 Text Annotation은 각 단계별 내
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외
에도 확장요소인 Inclusive gateway는 하나 또는 둘 이상
의 Activity를 선택하거나 병합할 경우 사용되며, Parallel
gateway는 프로세스 흐름을 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스
instance로 분할하여 실행토록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Kim,
2012).이 두 가지 Gateway의 표기방식은 <Table 2>와 같다.

III. 하자진단 업무 체계 분석
본 장에서는 공동주택 하자관리 과정에서 하자진단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기존 연구를 비롯해 전문가 면
담 및 업무분석을 통하여 현행 하자진단업무체계를 제시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Table 3>에서와 같이 실시된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참여주체별 업무분류 및 업무단계별 체크리스트 전반에
걸쳐 지적하고 수정하였다.
<Figure 2>는 이러한 전문가 면담 및 업무분석을 통하
여 작성된 하자진단업체의 진단업무체계이다. 현행 하자
진단업체들의 단계별 업무를 살펴보면, 우선 입주민들과
의 하자진단의뢰 및 계약 체결 후 설계도면, 시방서, 관
련법령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집 후 검토한다. 관
련 자료 검토 후에는 하자책임자의 경험에 의해 측정위
치, 측정개소와 같은 하자조사 범위가 설정되며, 범위 설
정 후 하자진단팀을 구성하여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다음
으로 하자판정을 위한 기초자료 검토 및 기준설정을 하
고, 현장조사일정을 입주민들과 조율 후 현장조사를 실시
한다. 현장조사에 앞서 평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복도전개
도, 피트단면도/전개도, 동별 입면도, 단지배치도 등의 도

Figure 2. The System of the Defect Diagnosi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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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N 모델링 방식을 활용한 공동주택 하자진단 업무프로세스 모델

면자료와 균열게이지, 망원경, 온습도계, 슈미트헤머
(Schmidt hammer), 소음측정기, 줄자, 사다리와 같은 측
정기기를 준비한다. 현장조사는 공용부분, 전용부분, 부대
시설 실태조사 순으로 하자측정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하
자측정이 완료된 이후, 하자판정기준과 측정값을 토대로
하자진단책임자는 하자보수방법을 설정하고, 설정된 하자
보수방법을 토대로 적용단가를 산정한다. 이후 진단업체
는 위 내용들을 토대로 하자진단 내역서를 작성한 후 측
정자료, 사진, 내역서 등을 취합한 최종보고서 작성 후 이
를 입주민 대표회의 측에 제출한다.
이러한 하자진단업무체계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하자
진단업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업체 내 혹은 업체 간 공통적인 하자진단 매뉴
얼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Figure 2>에서 확인 할 수 있
듯이 현장조사 과정의 전체적인 순서만이 있을 뿐 각 부
분의 실태조사에 있어 세부적인 조사과정은 현장조사 전
작성한 간단한 체크리스트만을 참고하여 이루어지고 있었
다. 이는 하자진단과정에서 경험에 의존한 진단업무 진행
으로 인해 고도의 경력자가 아닌 이상 진단항목 및 절차
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고도의 경력자라 하더라도 측
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문제점은 Lee(2014)의 법원 판례분석을 통한 공동주
택 하자판결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도 하자진단업
무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업무상의
문제를 넘어서 최종적으로는 진단금액에 까지 영향을 미
치게 되어 보상비 삭감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업
무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마저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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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보수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측정기기를 이
용해 육안조사를 시행하는 균열 진단 파트, 면적산정법을
활용하는 누수·백화·도장 진단 파트, 전용부분파트, 조
경 및 수목고사 진단 파트 등 4개의 주요하자진단파트로
구성한다. 추가로 <Table 4>에서와 같이 진단과정에서 입
주민, 아파트관리소, 측정팀, 견적팀, 의사결정팀 등의 참
여주체별 업무와 <Table 5>에서와 같이 하자진단 업무 단
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하자진단 프로세
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Table 4. Each Work of Participatory Agents
Participant

Details of Task
Organization of the resident representatives
Arrangement of the standard of company selection
A notice of tender (for diagnosis work)
Document examination (Documentary evidence)

Resident

Selecting the initial diagnosis firms (Within 3 firms)
Implementing the presentation of selected firms
Casting a resident vote for the final company selection
Request and contract of defect diagnosis
Checking the final defect diagnosis report
Consultation & Dispute with construction company
Grasping the facility management trend of nearby
apartment houses

Management
Notifying residents of diagnosis works
office of
apartment
Tuning up diagnosis schedule of residents
house
Preparation of the related data
Preparation of the maintenance logs
Checking the related data

Settlement of the scope of defect diagnosis

IV. 하자진단 프로세스 모델
1. 업무프로세스 모델의 구축 개요

공동주택 하자문제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균
열, 누수, 백화, 결로, 도장, 미장, 전용부분, 조경 및 수
목고사 등이며, 하자보수비 산정도 위 하자들에 대한 비
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Lee, 2014). 이에 프로세스
의 구성은 <Figure 3>과 같이 하자별 측정방식과 하자빈

Organization of diagnosis teams
Arrangement of the defect evaluation criteria
The
Preparation & Check of equipments
Measurement
department Planing the schedule of field studies
(With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Implementation of field studies
Settlement of the repair methods
Making the defect diagnosis report
Checking the defect diagnosis report
The estimate
department

Calculation of the repair cost
(By the repair methods & materials)
Making the final diagnosis report & estimate
Request & Check of related data

Decision-making Checking the applying costs
group
Checking the final diagnosis report & estimate
Submitting the report to the representatives

2. 하자진단 프로세스 모델링

Figure 3. Defect Diagnosis Method by Defect Type

1) 균열하자 진단 프로세스 모델
<Figure 4>는 균열하자 진단 프로세스 모델로써, 균열
하자는 건축물 하자진단에서 대표적인 하자유형으로, 일
단 현장조사 일정이 수립되면 균열하자 측정을 위한 설
계도 포함 관련자료, 균열아이, 슈미트헤머(Schmi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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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eck-list by Business Stages
Stage of business

Check-list
Bids
Documentary
evidences by
diagnosis firms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Meeting stage
Diagnosis plan
with
representative of
Performance certificate
the resident
Apartment maintenance logs
The final diagnosis report & estimate
Housing unit floor plan
(Classified by floor plan types)
Corridor development
Related data

Pit Cross-sectional drawing &
Development elevation
Elevations (Classified by a building)
Housing complex plan

Measurement equipments
Surrounding
environments

Weather
Access route
Crack spot

Crack

Crack type
Width & length of crack
Unusual particulars
Leakage/Efflorescence spot
Type of finish coat

Leakage/
Efflorescence

Finish surface area
The number of tiles
Floor grade

Defects
measurement
(Field studies)

Unusual particulars
Trees survey
method

Total survey
Sample survey

Withered trees
Installation of wire at young trees
Landscape
gardening
&
Withered
trees

Tree rubbers
Installation of windbreak
The right-to-have-sunlight
Drainage
Depth of the ground
Quantity of not planted trees
Landscape detail drawing
Approved using drawing
Housing unit check-list
Related data by floor unit type
Floor noise

Part of
exclusive use

Built-In appliances
Wall crack
Major defects
by each room

Due condensation
Ceiling horizontality
Floor grade

Defect occurrence cause
Decision of
the repair
methods

Defect occurrence time
Importance of after service
The term of AS guarantee
Costs by each repair method

Estimate
&
Finish

hammer), 망원경 등 측정기기 그리고 하자기록지를 준비
한다. 균열부위는 우선 무근콘크리트균열, 조적균열, 미장
균열 등의 비구조부 균열과 건식균열, 습식균열, 망상균
열, 피복노출, 철근노출, 외벽면 불량 등의 구조부 균열로
구분하며, 균열부위 인지 후 균열부위가 측정자로부터 원
거리인지 근거리인지 파악하여 거리에 따른 프로세스 제
시방식으로 균열의 폭과 길이를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된
균열은 다시 균열의 형태에 따른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
수면적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물량을 산출한다. 균열하자
측정은 다른 유형의 하자들과 다르게 균열부위와 균열폭
에 따라 하자보수방법이 세분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내
용을 프로세스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일단 보수방법
의 유형이 결정되면 보수방법, 균열발생시기, 균열방생원
인 등을 토대로 향후 수리의 중요성을 판단 후 보수비 산
정에 활용한다. 최종적으로 견적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최신화 된 조달청 기준 견적지침과 건설감정실무지침서5)
확인 및 시행명령서를 토대로 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하자보수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또한 포함된 금
액을 최종적으로 산출하여 내역서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작성된 내역서는 하자진단 책임자의 검토를
거친 후 다른 하자들의 진단 내역서와 취합한다. 취합 된
보고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최종 검토 후 마무리한다.
2) 누수/백화 진단 프로세스 모델
누수 및 백화는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하자유형이긴 하
지만 발생빈도에 비해 하자측정과 진단이 비교적 간단하
며, 그 절차는 <Figure 5>와 같다.
누수/백화 진단 프로세스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누수/백화 부위의 마감이 타일인지 도장면 인지를 파악한
후 타일로 마감유형이 확인되면 하자발생 부위가 벽면인
지 바닥인지에 따라서 진단프로세스의 절차를 시행한 후
당해부위의 타일개수를 파악한다. 마감방식이 타일이 아
닌 도장면일 경우에는 하자부위 끝부분을 확인 후 마커
를 표시하여 마커부위로부터 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 줄
자를 이용해 사각형 단위로 하자발생면적을 산출한다. 이
렇게 측정된 타일개수와 면적은 하자기록지와 도면에 표
시한다. 다음으로 보수 방법 설정단계에서는 당해부위가
균열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균열누수인 경우 균
열진단프로세스를 활용하고 균열누수가 아닌 경우에는 타
일보수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를 시행한다. 최종적으로 견
적단계와 보고서 작성 후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치는 과
정은 균열하자 진단 프로세스 모델과 동일하며, 본 논문
이 하자진단 과정에 중점을 둔 연구라는 점에서 추가적
인 설명을 생략하였다. 또한 조경 및 수목고사 진단 프로
세스, 전용부분 하자 진단 프로세스 모델 설명에서도 동

Material cost
Estimate guideline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Labor cost
Construction appraisal practice guide
The final diagnosis report &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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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감정기준 객관화와 감정서 표준화의 필요성으로 인해 법원
소속 건설감정인, 건설전문조정위원, 건설전문변호사 그리고 건축
사·기술사 등 건설전문가들이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한 토론
및 조정 과정을 거쳐 마련된 지침서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
송실무연구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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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rack diagnosis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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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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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Leakage/Efflorescence diagnosis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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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Landscape gardening & Withered trees investigation diagnosis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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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art for exclusive use diagnosis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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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이유로 후반부 과정 설명을 생략하였다.
3) 조경 및 수목고사 진단 프로세스 모델
<Figure 6> 조경 및 수목고사 진단 프로세스 모델에서
제시되는 조경 및 수목고사 진단은 기본적으로 전수조사
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진단의 시작은 전수조사의 가
능 유무를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고목류 같은 경우는 거
의 모든 현장에서 전수조사로 시행된다. 하지만 관목류
같은 경우 현장에서의 전수조사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단
위면적 당 고사목의 비율을 조경면적에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한다. 조사방법이 결정되면 일단 프로세스의 진행 단
계에 따라 고사판단기준을 적용해 고사목의 수량 및 상
태를 확인한다. 고사목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계
볏짚 바람막이 설치유무, 유목 관리 시 철서 설치 유무
등 수목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수목 고무밴드 미제거 확
인, 조경지역 일조권 확인, 조경터 확인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사목의 수량 파악만으로 보수비를 산정하는 것 보다 미
숙한 수목관리로 인해 고사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의 책임성을 보수
비 산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당해부위 상세도
혹은 사용검사도면 등을 활용해 미식재 수량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수목고사에 대한 보수비를 산정한다.
4) 전용부분 하자 진단 프로세스 모델
<Figure 7> 전용부분 하자 진단 프로세스에서 가장 기
본적인 사항은 기초 및 관련자료 검토 후 이를 활용하여
표준체크리스트 및 설문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
성된 체크리스트 및 설문지는 세대별로 배포 후 취합하
여 검토를 실시한다. 사전자료가 충분히 검토된 후에는
세대별로 방문하여 현장조사가 실시되며, 빈도가 높은 전
용부분 하자는 세대별 설문에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도
록 한다. 일반적으로 현관, 거실 및 침실, 주방, 욕실 및
화장실, 발코니, 층간소음, Built-in 가전제품 등에서 발생
하는 하자들을 프로세스상의 체크사항을 활용해 조사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세대별 체크리스트 항목을 확인하
여 하자진단 보고서에 반영한다. 하자보수방법은 각 단계
에서 진단된 하자별로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결정하고,
각 단계에서 진단되는 하자 중에도 균열, 누수/백화, 도
장, 미장 등과 같은 유형의 하자는 각각의 진단프로세스
를 전용부분 하자 진단에 활용하도록 한다.
3. 업무프로세스 모델 검증

작성된 하자진단 중심의 하자감정 업무프로세스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하자관리 및 안전진단 업무를 시행하고 있
는 업계 실무자 23명을 대상으로 프로세스 모델과 그에
대한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평가서식을 미리 구성한 후 인
터뷰와 e-mail을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검증의 주요 항목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하자진
단업무 시행과 비교하여 제안된 프로세스의 차별성,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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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필요성, 인지성, 활용성 측면을 매우우수(매우필요), 우
수(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 등의 5점 척도로 평
가한 후 프로세스의 객관성을 검증하였다.
Table 6. Expert Verification Summary
Purpose
Period
A target of
interview

Career

Defect diagnosis process verification & evaluation
July 8th 2014~August 10th 2014
Court valuation

8 (34.7%)

Defect diagnosis

15 (65.3%)

under 5 years

3 (13.1%)

5~10 years

9 (39.1%)

more than 10 years

11 (47.8%)

23

23

Note. The figure at the table indicates the number of person

설문조사 결과는 <Figure 8>과 같으며, 이를 분석해 보
면 필요성 3.74점, 인지성 3.61점, 활용성 3.74점, 차별성
3.3점, 정확성 3.83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
된 하자진단 중심의 프로세스 모델은 기존의 하자진단 업
무를 분석하여 참여주체별, 진행단계별 업무를 체계적으
로 정리한 프로세스 모델로서, 프로세스 상에 표현된 업
무내용 자체는 기존업무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별
성 항목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
된다.

Figure 8. Expert Verification Result

또한 설문을 전문가 분야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하자
진단업체 실무자들에 비해 법원감정 실무자들은 필요성과
활용성 측면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소송과정에서 이루
어지는 법원감정이 상대적으로 업무의 공정성이 더욱 요
구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의 필
요성과 활용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의견으로는 ‘업무의 흐름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
다.’, ‘기술적 자료와 견적 자료가 포함되면 더 우수하고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될 것 같다.’, ‘업무에 익숙하지 않
은 실무자 입장에서 단계별 업무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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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감정실무 및 관련문헌 고찰, 하자진
단 전문 업체 별 업무분석을 통해 현 하지진단업무 체계
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표현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BPMN 모델링 방식을 활용하여 하자진단 업무프
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도식화하였다. 전체적인 하자보수처
리 과정에서 체계화된 하자진단 업무프로세스의 제시와
그 결과는 하자진단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하자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각 관계자들의 근거자료로의 활용,
분쟁조정 이후 소송단계에서는 보상비산정에 있어 상당한
비용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하
자진단업무의 신뢰도와 만족도 상승에도 큰 기여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하자 기획소송의 전제가 되는 하자
분쟁의 가장 큰 논란은 하자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하자 판단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공
신력 확보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하자
진단 업무프로세스가 제시된다면 하자진단업체의 하자 범
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도 줄어들 것이고, 법원도 분명한
기준에 따라 공신력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자에 대한 합리적 판단은 하자 기획소송의 근원을 해
결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하자진단 업무프로세스의 구축
은 부정적인 하자보수 프로세스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더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표준 하자진단 프
로세스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하자진단업무 과정에서 시
행하는 기술들의 기술적 자료, 보수 재료 및 공법 별 견
적자료 그리고 대표적인 하자관련 분쟁의 판례 자료 등
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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