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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사 단계별 합리 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국가 산의 효율 확보 집행 등에 있어 매우 요한 요

소이다.본 논문에서는 사업 기단계의 가용정보가 제한된 조건에서 사례기반을 용하여 강박스거더교의 개략공사비 추정 방안을 제시하

다. 한 공사비 측모델을 기존 설계사례에 해 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략공사비 추정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 다.연구 결과,오

차율은 비교 안정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따라서 국가 산의 집행이나 수립에서 개략공사비 추정을 효율 으로 제시 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ABSTRACT：Toeffectivelycomeupwithandsecureanationalbudget,itisveryimportanttoestimatethereasonable

constructioncostofeachstepinpublicconstructionprojects.Inthisstudy,theapproximateconstructioncostofasteel

boxgirderbridgein theearlystagesoftheproject,on which availableinformation islimited,wasproposedusing

case-basedreasoning.Inaddition,constructioncostestimationmodelswereusedforexistingsampledesignmodels,and

theaccuracyoftheestimationmodelforthepresentedcostwasverified.Theanalysisresultsshowedthattheerrorrate

wascomparativelystable.Therefore,itisexpectedthatconstructioncostestimationwillbeeffectivelysuggestedinthe

country'sbudget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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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건설 로젝트 기단계에서 제한된 정보를 활용하여 기

공사비를 측하는 것은 건설 분야 국가 산의 효율 확보

집행 등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이다.그러나 사업 기단

계에서의 한 사업비용 개략공사비 추정은 해당 로젝

트에 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도가 미흡하며, 한 설

계나 시공 등의 다른 단계와 비교할 때 상 으로 은 비용

을 차지하는 등의 이유 등으로 인해 그 요성이 간과되기 쉬

운 경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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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기단계는 기5)사업방향의 결정 VE 용

등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젝트 성패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므로 건설 로젝트 기단계에서의 효과 인 사업비 리방

식의개발 용등은 매우 요한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기단계가 아닌 설계단계에서의 표공종에 의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박종연(2002a,2002b),이

유섭(2003)의 연구에서는 설계단계의 표공종을 추출하고 여

기에 단가를 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에 물가상승

공사시기 등의 변동요인을 반 하여 공사비산출을 보다 용이

하고 정확하게 산정하 다.박혜연 등(2007a,2007b),선창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2년 4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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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2009)의 연구에서는 강교량 공사비항목의 분류 구성

항목과 공사비와의 계를 조사 분석하여 공사비 추정에 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 다. 한 은경 등(2010), 은경

(2010)은 강박스교량을 상으로 교량구조물의 상세단면이 제

공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량 제원 등의 개략 인 기본정보만을

사용하여 합리 공사비 산정을 한 측모델의 제시 검증

을 실시하 다.이들 연구에서의 세부 공종별 비용에 기 한

공사비 측모델은 공사비 측에 요한 부분으로 공사비 산정

에서의 기본 인 방법으로 사용되나,공사비 추정에 이용될 수

있는 가용정보가제한 인 경우에는 사용성에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용정보가 제한된 사업 기단계 시

에서 강박스거더교의 개략공사비 추정을 지원하기 하여 사

례기반을 용하여 사업 기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공사비

향인자를 추출하고 이를 반 할 수 있는 공사비 측모델을 제

안하고자 한다. 한 연구에서는 사례기반추론에 기 한 개략

공사비 추정 방안을 제시하며,공사비 측모델을 기존 설계사

례에 해 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략공사비 추정 모델

의 정확성을검증하 다.

2.사례기반추론에 기 한 공사비 산정모델

2.1사례기반추론 정의

사례기반추론 기법은 Case-BasedReasoning(이하 CBR)이

라고도 하는데,Kolodner,J.(1993)는 사례기반추론을 ‘새로운

요구에부응하기 해과거해를 응시키고새로운상황을설명

하기 해 과거 사례를 사용하고 새로운 해를 평가하기 해 과

거사례를사용하거나새로운문제에 한유용한해를도출하기

해과거사례로부터추론하는것이다’라고정의하고있다.

이와 같이 사례기반추론의 기본 인 아이디어는 인간이 사고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에 사용되었던 해결책을 새로운 문

제 해결을 해 사용하는 것이다.즉,사례기반추론은 새

로운 해결안을 제시하는 신 인 기법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유

사사례로부터 해결방안을도출하는 추론기법이다.

2.2CBR 로세스 개요

CBR과정은 정형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일반 으로 4̀Re's

라고 하는 검색(Retrieve),재사용(Reuse),수정(Revise),

유지(Retain)로 구성되어 있다.과거의 해에서 재의 문제와

가장 유사한 해를 찾아내는 검색(Retrieve),새로운 문제 해결

을 해 과거 사례를 이용하는 재사용(Reuse),새로운 문제

해결을 해 과거사례를 수정하는 수정(Revise),새로 해결된

해를 사례로 장하는 유지(Retain)의 4단계로 구성된다.간

단히 설명하면 CBR에서 추론이 수행될 때 새로운 문제는 사

례베이스 사례에 해 부합 여부가 실행되며,하나 는 그 이

상의 유사사례가 조회된다.그 다음 부합되는 사례에 제안된

해가 재이용되고,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하여 사례베이

스에 장될 수 있는새로운 사례로 생성된다.

2.3CBR에서의 유사사례 조회 방법

사례기반추론에서 사례베이스에 장된 사례와 새로운 사례

의 유사성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일반 으로는 귀납

추론법과 최근 추론법이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Watson,1997).

귀납 추론방법은 개발자에 의해 정의된 지표에 따라 많은

단계를 거쳐 유사사례를 검색하는 방법이다.문제가 잘 정의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지표의 숫자만큼 검색을

실시하기 때문에 최근 추출방법보다 상 으로 빠른 검색을

실시할수 있다.

최근 추출방법은 재의 문제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

고 검토하기 해 새로운 사례와 기존사례의 거리를 분석하고

장된 사례 에서 일정한 유사성 척도에 의해 상사례와 가

장 높은 유사도 수를 가지는 사례를 찾아내어 용하는 방법

을 말한다.이 방법은 기존사례가 은 경우에 효율 으로 용

될수있으므로본연구에서는이방법을 용하고자한다.

그림 1.최근 추출방법 로세스

그림 1에 최근 추출방법 로세스를 나타내었다.이 방법에

서는 새로운 문제에 해 먼 사례베이스에 장된 사례와의

비교를 한 사례별 속성을 검색하고,각 속성별 속성유사도를

산정한다.각 속성별로 산정된 속성가 치를 속성유사도에 곱하

여,이후 각 속성별 가 치가 용된 유사도 수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속성별 유사도 수를합산하여 사례유사도를

계산한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례 유사도 수가 가장 높은

사례,즉 상사례와가장유사한사례가제시되는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CBR을 이용하여 강박스거더교의 공사비

측모델을 구축하기 해 최소의 측오차를 얻기 한 사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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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교량연장과 순공사비와의 계

유사도 산정 유사사례의 추출에 필요한 향요인의 속성별

가 치를 산정하기 한 방안으로 유 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GA)을 활용하 다.이것은 CBR에 의해 추정공

사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서 비선형 특성을 나타내는 목

함수 향요소의 가 치를 결정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

이다.그리고 기존 선형 비선형 최 화 알고리즘을 사용하

는 경우 최 해로서 Global maximum이 아닌 Local

maximum을 제시할 수있기 때문이다(Holland,1975).

3.CBR을 이용한 개략공사비 추론방법

3.1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황분석

강박스거더교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을 제안하기 하여 본 연

구에서는선행연구(강신화,2010)에서수집한151개강박스거더

교와 추가로 수집한 123개의데이터를 포함한 274교량을 연구

상 자료로 활용하 다.공사비 데이터 수집 상 교량은 유지

보수 공사는 제외하고 일반국도의 신설 확포장으로 한정하

다.151개교량에 해수집된수량산출서,설계내역서,단가

산출서를 상으로내역분기를상부공,하부공,토공,부 공등

의 공종별로 분류하고 부 별 공사비를 집계하여 교량의 순공

사비를 산출하 다.그림 2에 상교량의 공종별 공사비 구성

비율을 나타내었다.단경간 다경간에 계없이 상부공이

60%이상을 차지하여 순공사비에서 가장 비 이 높은 공종인

것을 알수 있었다.

그림 2.강박스거더교의 공사비 구성 분석

3.2공사비 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274개 강박스거더교의 기존 개략공사비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세부정보 순공사비와의 상 계를 검

토한후 향요인을 설정하고자한다.

3.2.1교량정보와 공사비와의 상 계 분석

그림 3 그림 4에 교량연장 교량면 과 순공사비와의

계를 나타내었다.표 1에 교량 연장 교량 면 과 순공사

비와의 계식을 나타내었다.교량연장과 교량면 이 증가할수

록순공사비가 증가하는 일반 인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5에 교량폭원과 순공사비와의 계를 나타내었다.그림

5 표 1에 교량 폭원과 순공사비와의 계에서 교량폭원이

증가할수록 순공사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나,교량폭원과

순공사비의 결정계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교량폭원은

20.9m의폭원을 가진 교량이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에 교량차로수와 순공사비와의 계를 나타내었다.그

림 6 표 1에 교량 차로수와 순공사비와의 계에서 교량차

로수가 증가할수록 순공사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나,교

량차로수와 순공사비의 결정계수는 낮게 나타났으며,교량차로

수는4차로의 교량이많은 것을 알수 있다.

그림 5 그림 6,표 1에서 순공사비와 교량 폭원 교량

차로수와의 결정계수가 약간 낮게 나타나는 것은 변수 자체가

연속 이 아닌 이산 인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인자가 교량 특성 순공사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자이므로 향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하 다.

그림 7 8에 최 경간장 교량경간수와 순공사비와의

계를 나타내었고 최 경간장 교량경간수가 증가할수록 순공

사비도 증가하는 선형 인 그래 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교량경간수와 순공사비는 비교 높은 결정계수를 나

타내는것을 알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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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교량면 과 순공사비와의 계

그림 5.교량폭원과 순공사비와의 계

그림 6.교량차로수와 순공사비와의 계

그림 7.최 경간장과 순공사비와의 계

그림 8.교량경간수와 순공사비와의 계

구분 선형희귀식 R2

연장 Y= 6.7499E7X+3.4020E7 0.8980

면 Y= 1.7357E6X+3.4390E8 0.9625

폭원 Y= 2.8633E8X+1.1342E9 0.3217

차로수 Y= 1.3341E9X+1.8976E9 0.3177

최 경간장 Y= 3.9180E8X-1.3518E10 0.4971

교량경간수 Y= 1.7743E9X-3.8808E8 0.8768

표 1.순공사비와의 계

한,설계 내역서에 제시되어 있는 공사비 향인자를 토

로 사례기반추론기법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향요인으로 분류

한 교량에서의 신설 확포장으로 구분되는 가설형태(신설/확

포장),교량설치가 육상 하상으로 구분되는 가설 치(육상/

하상),교량의 기 형식에 한 향요인 분석을 그림 9～ 그

림14에나타내었다.

그림 9 그림 10에 가설형태(신설/확포장)에 따른 연장

면 과 순공사비와의 계를 나타내었고,그림 11 그림 12

에 가설 치(육상/하상)에 따른 연장 면 과 순공사비와의

계를 나타내었다.표 2 표 3은 가설형태에 따른 연장

면 과 순공사비에 한 결정계수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3 그림 14에 기 형식에 따른 연장 면 과 순

공사비와의 계를 나타내었다.표 4 표 5는 기 형식에 따

른 연장 면 과 순공사비와의 계식을 나타낸 것으로 기

형식에 따른 연장 면 과 순공사비에 한 결정계수는 높게

나타나는것을 알 수있었다.

지역(발주청)에 따른 연장,면 과 순공사비와의 계는 서울

청,부산청, 청,원주청,익산청 등의 지역 변수가 필요

하며, 한 하부구조,지리 인 향이 크므로 이들에 향분석

은본 연구에서는 실시하지않았다.

그림 9.가설형태에 따른 연장과 순공사비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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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가설형태에 따른 면 과 순공사비와의 계

구분 선형희귀식 R2

연장
신설 Y= 3.5562E7X-1.1087E8 0.9003

확포장 Y= 3.1165E7X+4.3887E8 0.8986

면
신설 Y= 1.7521E6X+3.8665E8 0.9643

확포장 Y= 1.6966E6X+3.4336E8 0.9590

표 2.가설형태에 따른 순공사비와의 계

그림 11.가설 치에 따른 연장과 순공사비와의 계

그림 12.가설 치에 따른 면 과 순공사비와의 계

구분 선형희귀식 R2

연장
육상 Y= 3.4622E7X-1.2188E8 0.8886

하상 Y= 3.3176E7X+4.1808E8 0.8805

면
육상 Y= 1.7910E6X+1.4554E8 0.9480

하상 Y= 1.6949E6X+6.8544E8 0.9639

표 3.가설 치에 따른 순공사비와의 계

그림 13.기 형식에 따른 연장과 순공사비와의 계

지역 선형희귀식 R2

혼합기 Y= 3.7389E7X-3.3787E8 0.9678

말뚝기 Y= 3.1239E7X+3.3119E8 0.9180

직 기 Y= 3.4754E7X-5.6386E7 0.8609

표 4.기 형식에 따른 연장과 순공사비와의 계

그림 14.기 형식에 따른 면 과 순공사비와의 계

지역 선형희귀식 R2

혼합기 Y= 1.6708E6+5.6934E8 0.9421

말뚝기 Y= 1.8965E6+4.8803E7 0.9702

직 기 Y= 1.7080E6+3.8925E8 0.9569

표 5.기 형식에 따른 면 과 순공사비와의 계

이상과 같이 순공사비와 향인자로 고려한 향요인사이에

는 상당히 높은 결정계수를 갖고 있으며,151개 교량에 해

분석한 기존연구보다 결정계수가 약간 높거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향요인으로 충분한 의미를 갖을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이것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에서 검

토한 향요인 모두를 CBR에서의 향요인으로 반 하는 것

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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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BR에 의한 개략공사비 향요인 선정

그림 3～ 그림 14에서 검토한 교량의 향요인과 순 공사비

와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강박스거더교의 공사비 산

정을 한사례기반추론에 용된 향요인은다음과 같다.

3.3.1CBRI모델

이 모델은 최소한의 정보를 사용하여 개략공사비를 산정하기

한 모델로 도로사업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사업비 추정을 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며,국토해양부나 발주처 등이 주요 사용

자가 될 수 있다.CBRI모델에서는 교량의 특성을 알 수 있

는 최소한의 향요인으로 연장(숫자),폭원(숫자),상부면

(숫자),차로수(숫자)를 고려하 다. 향요인에서 ( )안의 표

시는 사례기반추론의 유사도 수 부여 방법에서의 향인자의

표시방법을 나타낸다(표8참조).

3.3.2CBRII모델

신뢰도 높은 개략공사비 산정을 한 모델로 비타당성 조

사단계 설계 기단계에서 산확보 도로 구조물의 개략

공사비 산정을 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며,설계사나 시공사

등이 주요 사용자가 될 것으로 단된다.CBRII모델에서는

교량의 공사비 산정의 주요 향인자로 CBRI모델의 향요

인에 가설 치(문자열),지역(문자열),최 경간장(숫자),경간

수(숫자),가설형태(문자열),기 형식(숫자)이추가되었다.

3.4사례기반추론 유 자 알고리즘에 기 한 공사비

산정모델

3.4.1데이터 베이스 수집

사례기반 추론의 유용성과 제안 모델의 합성을 검토하기

해 건설비용 데이터를 분석하 다.도로구조물에 한 공사

비 기 자료의 분석을 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0

년 이후로 설계완료 된 일반국도의 신설 확ㆍ포장공사를

상으로 서울청,부산청,익산청,원주청, 청 5개의 발주기

을 상으로 총 211개의 사업을 상으로 PSC BEAM,

PSCBOX,SteelBoxGirder,RC라멘,IPCGirder,RC

슬래 교량과 NATM 터 에 한 자료를 수집하 고 본 연

구에서는 이 STEELBOXGIRDER교를 상으로 총 83

개의 사업을 상으로 274개 교량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교량들의 경간수,연장,폭원,발주청,차로수 등의 정

보들을 이용하여각 향요인에 한데이터 구축 하 다.

3.4.2학습사례

학습사례란 개략공사비 산정모델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각 입

력변수별 가 치를 산정하기 해 표성을 가진 교량을 선정

하고,이들을 신규사례로 가정하여 이들 사례를 기 으로 개략

공사비를 산정하 을 때,최소의 오차를 나타내는 가 치를 조

사하는 것이다.그림 15에 앞에서 기술한 유 자 알고리즘

(Geneticalgorithm:GA)을 이용하여 추정공사비의 편차를

최소화 하는 공사비 향요인에 한 사례속성 가 치(이하 가

치로표 )산정을 포함한학습사례 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림 15.유 자알고리즘(Geneticalgorithm:GA)을이용한학습사례

먼 ,본 논문에서는 학습사례(15개 교량)에 해서 사례 베

이스에 장되어 있는 각 사례의 유사도 수(       )

를 산정한다.이때 사례의 유사도 수(       )는 각

공사비 향요인에 한유사도 수(        )

에학습사례(15개교량)에 한추정공사비의편차를최소화하

는변수인가 치(       )를곱하여계산된다.

두 번째,사례 베이스로부터 학습사례(15개 교량)와 유사도

수가 높은 상 개의 사례교량들의 설계시 이 각각 다르

기 때문에 추정하고자 하는 사례의 공사비추정시 과 동일한

시 에서의 공사비 산정이 필요하다.여기서는 교량의 연장

폭원과공사비 지수를 고려하여각 사례의 공사비를조정한다.

세 번째,가장 유사도가 높은 개의 사례에 한 보정된 공

사비를 유사도 수를 이용하여 가 평균한 값을 각 학습사례

(15개 교량)의추정 공사비로 한다.

네 번째,추정 공사비와 각 학습사례(15개 교량)의 실제공사

비와비교를 통하여 공사비추정편차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각 학습사례(15개 교량)에 해 이 과정을 반복

하여 각 신규사례의 공사비를 측하고 추정편차를 구하는 학

습과정을 수행하여 모든 신규학습사례에 한 추정공사비에

해 편차 평균값을 최소화되도록 설정하는 가 치를 악하여

이를 각 입력변수의 가 치로 선정한다.가 치 산정에서 용

한GA에 한 내용은3.4.6에서상세하게 설명한다.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강박스거더교의 개략공사비 산정 검증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5호(통권 114호)2011년 10월 563

3.4.3사례 속성

사례기반의 각 사례는 결과 값의 특성을 설명하는 몇 개의

속성으로 표 되며,유사 사례의 추출을 해서는 속성 유사도

와 가 치의 정의가 필요하다.특히,사례기반추론 모델의 성능

은 가 치가 측 결과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신뢰성 있는

사례기반추론 모델 구축을 해서는 정확한 사례속성 가 치의

측이 요구된다.

3.4.4유사도 산정

표 6과 같이 신규사례와 기존사례(사례DB)와의 유사도 검색

시에 유사도 수가 높은 상 사례를 추출하기 하여 편차

(%) 순 로유사도 산정기 을 설정한다.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인 CBRI과 CBRII에서의 편차는

향요인의 가 치를 분석한 결과 각 가 치의 값과 오차율

표 편차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정 인 가 치 결과를 나타내

는 편차범 10%로결정하 다(은경,2010b).

기존사례(사례DB)로부터 유사사례를 선정하기 한 순 기

은 1순 ～ 5순 이며,각 모델에 해 차등 범 로 설정하

다.표 7과 같이 유사도 10%상태에서의 유사도 수 부여

사례를 나타낸 결과,1순 인 높은 순 의 값을 설정하면 은

수의 유사사례가 추출되어지며,5순 이상에 해서는 다소

많은 수의 유사사례가 추출되어지므로 오차율이 높게 되는 것

을 알 수 있다.따라서 가장 한 양의 유사사례추출과 신뢰

도를 부여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3순 로 결정하 다.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 유사도 선정기 은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인

CBRⅠ,CBRII두 모델에 상 없이 편차 10%,3순 로 설

정하 다.

표 8에 개략공사비 산정모델(CBRⅠ CBRII)에 사용되는

향인자의 문자열과 수치에 한 유사도 수 부여방법을 나

타내었다.문자열 유사도 산정기 은 사 분석에 기 하여

향이 가장 게 미치는 방법을 용하 다.즉, 수가 일치하

면 100 을 부여하고,불일치하면 0 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

다.

구분 편차 (%) 순

유사도 산정 기

5

10

15

20

20이상

1

2

3

4

5

CBRI 10 3

CBRII 10 3

표 6.강박스거더교 공사비모델의 유사도 산정기

표 7.가 치 10%에서의 유사도 수 부여 방법 사례

순
가 치

오차평균
연장 폭원 상부면 차로수

1순 0.1071
0.750

2
0.1465 0.3223 17%

3순 0.1175
0.260

2
0.2181 0.4041 4%

5순 0.5000
0.307

1
0.1929 0.0000 6%

자료

Type
합도 수 부여방법

문자열 조되는 두 사례의 특성이 완 히 동일한 경우에만 수 부여

문자
한 단어에서 가능한 모든 연속 인 3자를 상으로 비교하여

일치하는 비율에 따라 수 부여

단어
조되는 두 사례의 특성이 공통으로 갖는 단어의 수와 제시

된 새로운 사례의 단어의 수의 비율에 의해 수 부여

수치

두 수간의 거리에 의해 그 유사성이 결정되어 수 부여

 대상사례

기존사례 대상사례  ×  ≤ 범위

표 8.유사도 수 부여 방법

학습사례에서는 각 향요인 별 유사도 수에 각 향요인

의 가 치를 부여하고 가 치가 부여된 각 향요인의 유사도

수를식 (1)과같이 합하여 산출하 다.

 




× (1)

 :사례의유사도 수

 : 향요인 의 유사도 수

 : 향요인 의 가 치

3.4.5공사비 보정

사례기반추론에 의한 공사비 산정은 먼 유사도 산정기 에

따라 상 유사사례를 추출하고,추출된 사례의 공사비를 신규

사례에 합하도록 공사비 지수를 용하여 공사비를 보정하도

록 한다.공사비 보정은 연장 폭에 비례하는 특성을 사용하

는데,추출된유사사례의공사비를식(2)에의해보정한다.

  




× (2)

  :유사사례로부터신규사례에 한 보정공사비

 :유사도 수 상 유사사례의 공사비

 :신규사례의유사사례에 한 연장 폭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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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신규 공사비 측

상 교량에 한 신규 공사비 추정은 추출된 상 유사사례

의 보정 공사비에 식 (3)의 유사도 수의 가 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추출된 유사사례 의유사도 가 치

 :추출된 유사사례의 수

신규 공사비 추정에 있어서 가 평균값을 용한 추정공사

비의 합은식 (4)에의해 계산된다.

 




×  (4)

 :신규사례에 한 추정공사비

3.4.7사례 속성 가 치 산정

기존 연구사례 본 연구에서 학습사례를 통해 새로운 로

젝트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공사비의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 함수와 이에 향을 미치는 공사비 향요인의 가 치는

선형 계를 갖지 않는 비선형 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공사비 향요인별 가 치의 산정에

유 자 알고리즘(Geneticalgorithm:GA)이 용되었고,이

를 구 하기 해 MicrosoftOfficeExcel을 기반으로 운용되

는 로그램인 Premium Solver를 활용하 다.유 자 알고

리즘은 생물의 진화를 모방한 진화연산법의 표 인 최 화

방법으로서 생명체에 용되는 돌연변이,교배 등의 기법을 활

용하여 최 화 문제의 해답을 얻는 방식이다.이 방법에서는

모집단이 무 으면,유 자 알고리즘에서 충분한 교차 을

가질 수 없고,모집단이 많으면 계산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

며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된다.본 연구에서도 데이터가

증가하여 돌연변이가 발생할 것으로 측되어 이를 해결하기

해 돌연변이와 교차속도를 0.075 0.5로,돌연변이 비율

을 0.25로 사용하 으며,이 때 가장 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있었다.

표 9에 앞에서 기술한 방법에 기 하여 산정된 강박스거더교

공사비 모델의 입력 변수별가 치를 나타내었다.표 9에서

CBRⅠ CBRII의 모델에서 동일 향요인에 한 가 치

가 서로 다른 이유는 향요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사례

와 사례데이터베이스에 미치는 향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용되기 때문이다.

표 9.강박스거더교 공사비 모델 가 치

구분 CBRI CBRII

연장 0.1175 0.1693

폭원 0.2603 0.0625

상부면 0.2181 0.0001

차로수 0.4041 0.0037

가설 치(육상/하상) 0.1323

지역 0.2343

최 경간장 0.0004

경간수 0.1969

가설형태(신설/확포장) 0.1308

기 형식 0.0697

앞의 3.2.1에서 기술한 향요인의 상 계와 계있는 결

정계수와 표 9의 CBRI CBRII에서의 각 향요인에 한

가 치가 서로 비례하지 않는 것은 가 치 결정에서 사용된 학

습사례와 DB와의 유사도 평가에서의 부합여부에 따른 유사도

수 각 향요인의 비선형성 등에 향에 따른 것이다.이

런 향에 따른 가 치 변화의 특성에 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도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있다(Kyoung-JuKim.(2010)).

3.4.8사례기반에 기 한 개략공사비 추정방법

그림 16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기반 추론을 사용하여 검

증교량에 한 추정공사비를 추정하는 과정을 표 10의 NO.1

교량에 해 CBRⅡ모델 용결과 사례를 나타내었다.

표 10에서 A행은 DB에 입력된 상교량에 해 표 8에 기

하여 향인자의 각 항목에 한 유사도 수를 나타낸 값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가진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이러한

향요인의 유사도 수를 이용하여 각 사례의 유사도 수를 산

출하 다.

표 10의 B행은 공사비 향요인에 한 가 치를 나타낸 것

이다.앞서 기술한 사례속성 가 치 산정방법에 기 하여 ①은

CBRⅠ모델,②는 CBRII모델에 해 각 향요인별 가

치를나타내었다.

C행 항목가운데 ① 열은 유사도 수로 NO.1의 상교량

에 해 DB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교량을 상으로 식 (1)에

의해 산출된 유사도 수를 나타낸 것이다.② 열은 순 로 유

사도 수의 순 를 의미며,본 연구에서는 표 6에 나타난 것

과 같이 3순 이상을 상으로 한다.③ 열의 실제 공사비는

DB에 입력된 각 상교량의 내역에 기 한 실제 공사비를 나

타낸다.다만,본 연구의 경우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유사도 산정기 에서 우선순 3순 까지를 용하므로 DB의

각 교량에서 3순 를 과한 교량에 한 공사비는 표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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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④ 열 가 치의 첫 번째 열은 3순 이상의 순 를 갖

는 교량에서 얻어진 유사도 수를 나타낸 것이며,가 치의

두 번째 열은 식 (3)에 의해 산출된 값이며 이와 같이 계산하

는 것에 의해 3순 이상의 교량에 한 유사도 수에 한

가 치를 알 수 있다.⑤ 열의 보정 액은 유사 수 3순 이

상의 교량에 해 식(2)에 의해 산정된 공사비이다.⑥ 열의

가 치 액은 식 (4)에 의해 산출된 값이며,⑦ 열의 측

액은 가 치 액의 총합으로부터 산출된 공사비이다.⑧ 열은

실제공사비를 나타낸 것이다.

나머지 NO.2~ NO.10의 검증작업교량에 해서도 그림

17과 같은방법을 용하여 개략공사비를산출하 다.

NO.

교량정보

연장

()
폭원

()

상부면

()
차로수

가설

치
지역

최 경간장

()
경간수 가설형태 기 형식

01 160 20.9 3,348 4 하상 서울 60 3 확포장 혼합형식

02 48 20.9 996 4 육상 48 1 확포장 직 형식

03 48 20.9 1,003 4 하상 익산 48 1 신설 말뚝형식

04 400 20.9 8,362 4 하상 원주 60 7 확포장 혼합형식

05 495 20.9 10,346 4 하상 익산 95 9 신설 혼합형식

06 130 20.9 2,717 4 육상 부산 50 3 신설 말뚝형식

07 235 21.1 4,951 4 하상 익산 55 5 신설 말뚝형식

08 45 20.9 944 4 육상 익산 45 8 확포장 말뚝형식

09 150 21.1 3,161 4 육상 서울 60 3 신설 혼합형식

10 365 12.4 4,526 2 하상 원주 55 7 신설 혼합형식

표 10.강박스거더교의 추정 공사비 검증 작업교량

그림 16.기존사례(사례 DB)유사도 수 결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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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BR에 기 한 개략공사비 모델 검증

4.1공사비 산정 상 교량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기반추론을 활용한 기본정보에 의한

정공사비 측모델을 용하여,선행 연구(선창원 등,2009)

의 표공종에 의한 모델,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해양부에서 제

시한 단 면 단 길이당의 단가를 이용한 방법의 측 값

과 비교하여 정성을 검증하 다.

표 10에 274개의 상교량 가운데 검증사례 교량 5～20건의

선정기 에 부합되도록 검증교량 10개에 한 기본정보를 나타

내었다.

4.2개략공사비 산정모델(CBRI CBRII)검증

선행연구에 기 한 교량의 표공종에 의해 검증교량에 해

산정된 공사비 표 11과 표 12의 기존 공사비 산정기 인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과 투자평가지침,도로업무편람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도 나타내었다. 한 표 13과 그림 17에 앞서 기

술한 그림 16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략공사비 산정

모델(CBRI CBRⅡ)의 향요인 가 치를 사용하여 모

델검증 교량 10개에 한개략공사비 추정 결과를나타내었다.

(단 :천원)

구분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차로 왕복8차로

강박스거더교20,4211,72341,2711,68154,4561,72961,1961,533

자료 :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2004)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2003

년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

표 11.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의 표 공사비(단가/m,단가/m)

표 12.투자평가지침서 도로업무편람 공사비 기 단가

교량유형 구분 기 단가

강박스거더교

투자평가지침 국도 54,000(천원/m)

도로업무편람
교량

2,461(천원/m)
4차로(28.4m)

자료 :도로업무편람(2007)국토해양부,교량 터 평균단가

NO.
원공사비

(억원)

표공종

산정모델

CBRI

산정모델

CBRII

산정모델

비타당성 투자평가지침 도로업무편람

단 면 (㎡) 단 길이(m) 단 길이(m) 단 면 (㎡)

측값

(오차율)

측값

(오차율)

측값

(오차율)

측값

(억원)

측값

(오차율)

측값

(억원)

측값

(억원)

01 4,80
4,86

(1.19)

5,23

(8.93)

4,51

(-6.06)

4,58

(-4.61)

5,38

(12.05)

7,39

(53.85)

7,16

(49.13)

02 1,47
1,43

(-2.14)

1,57

(6.89)

1,41

(-3.58)

1,84

(25.60)

2,16

(47.54)

2,97

(102.57)

2,88

(96.36)

03 1,61
1,59

(-0.87)

1,57

(-2.37)

1,51

(-5.62)

1,54

(-4.18)

1,81

(12.56)

2,48

(54.54)

2,40

(49.80)

04 14,62
14,49

(-0.90)

14,86

(1.60)

14,21

(-2.79)

12,82

(-12.35)

15,06

(2.97)

20,67

(41.37)

20,04

(37.04)

05 14,94
14,16

(-5.22)

16,39

(9.70)

13,75

(-7.97)

15,86

(6.15)

18,63

(24.70)

25,58

(71.21)

24,80

(65.96)

06 4,47
4,27

(-4.57)

4,57

(2.29)

3,84

(-16.07)

4,18

(-6.47)

4,91

(9.87)

6,74

(50.85)

6,54

(46.23)

07 7,32
7,53

(2.96)

7,74

(5.74)

7,34

(0.28)

7,67

(4.91)

8,93

(22.07)

12,26

(67.60)

11,88

(62.46)

08 1,85
1,90

(2.43)

2,02

(8.93)

1,85

(0.00)

1,54

(-16.74)

1,81

(-2.19)

2,49

(34.29)

2,41

(30.18)

09 5,60
5,18

(-7.68)

5,61

(0.15)

5,61

(0.00)

5,90

(5.20)

6,86

(22.41)

9,42

(68.06)

9,13

(62.91)

10 10,69
10,14

(-5.12)

10,27

(-3.95)

9,57

(-10.46)

4,96

(-53.64)

9,81

(-8.21)

13,47

(26.02)

13,06

(22.16)

평균

( 값)
1.99 3.79 5.25 5.61 14.38 57.04 52.22

표 편차

( 값)
3.40 4.68 2.02 19.54 15.08 20.70 20.07

표 13.강박스거더교의 개략공사비 산정모델(CBRI CBRII)검증결과

(단 :공사비(억원),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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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개략공사비 산정모델(CBRI,II모델)의 추정 개략공사비 비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인 CBRI모델의 오

차율은 -3.95% ～ 9.70%의 분포를, CBRII모델의 오차율

은 -16.03% ～ 0.28%로 비교 안정 인 결과를 제시하 다.

그러나 단 면 당 액을 사용하는 비타당성 모델에서의 오

차는 -53.64% ～ 25.60%,단 길이당 액을 사용하는

비타당성 모델에서의 오차는 -8.21% ～ 47.54% 값을,투자평

가지침 모델은 26.02% ～ 102.57%,도로업무편람 모델에서

의 오차는22.16%～ 96.36%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표공종을 이용한 모델의 오차율은

-7.68% ～ 2.96%를 나타내어 가장 오차가 은 값을 나타내

었다.이것은 표공종에 의한 공사비 산출은 설계단계에서 얻

을 수 있는 가용 정보인 수량산출을 통해 단가를 산정하여 얻어

지기 때문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보다 많은 시간

과 노력등이 소요된다는 단 이있다.

이상의 결론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략공사비 산정모

델(CBR모델)은 해외의 선진 인 공사비 측모델의 목표에 부

합될수있도록AACE(AssociationfortheAdvancementof

CostEngineering)의 기획단계 공사비 측모델의 오차목표인

하한값-15～-30%,상한값+20%～+50%와비교할경우충분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CBR모델은검증교량에 한원공사비에 한추정값과오차율

이 비슷하게 나타나며,원공사비에 한 오차도 상당히 감소시

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강박스거더교에 한 개략공사비 추정

에 효율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이를 통하여 국가 산의

효율 책정에상당한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박스거더교를 상으로 교량 구조물의 상세

단면이 완성되지 않은 개략 정보만을 가지고 CBR기법을 이용

하여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을 제시하고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이얻어졌다.

(1)사례기반추론기법을 용한개략공사비산정모델(CBR

모델)을 해외의 선진 인 공사비 측모델의 목표에 부

합될 수 있도록 AACE의 기획단계 공사비 측모델의

목표인 하한값 -15～-30%,상한값 +20%～+50%와

비교하 다.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은 AACE의 목표

치내의결과를수렴하는것을알수있었지만, 비타당

성 조사지침/투자평가지침/도로업무편람을 사용하여 추

정공사비를산정한모델은모두AACE의목표치에미달

하는것을알수있다.

(2)본연구에서제시한CBR모델은검증교량에 한원공사

비에 한 추정 값과 오차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며,원공

사비에 한 오차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

후 강박스거더교에 한 개략공사비 추정에 효율 으로

사용될수있을것이다.

(3)교량의 특성을 반 하여 공사비 측의 정확도를 향상시

켜 사업추진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향후 공사비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 인 산수립에 일익을

담당할수있을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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