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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제1장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본청, 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 포함)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사업 단계별로 기본적이며 중요한 내용 등을 검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를 바로잡아 설계도서의 품질향상

으로 설계변경 최소화 및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2장 적용범위

2.1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2 시간적 범위

각종 법률 및 지침사항은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현재 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법률 지침 조례 등의 제 개정에 따라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2.3 내용적 범위

서울시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

사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등 각 단계별 업무처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범위로 하였다.

계획·설계·공사단계별 업무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사업 계획부서

에서는 과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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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단계별 구성 체계 및 내용

계

획

단

계

기본구상 ○ 목적 및 대상

○ 추진내용 및 고려사항

○ 추진절차 및 관리업무

○ 성과품 작성기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 ‥‥‥‥‥‥‥‥‥‥‥‥‥‥‥‥‥‥‥‥‥‥‥‥‥‥‥‥‥‥‥‥‥‥‥‥‥‥‥‥‥‥‥‥‥‥‥‥‥‥‥

설

계

단

계

설계일반

○ 설계업무의 구분 및 내용

○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

○ 신기술․신공법 적용방법 및 목록 작성 의무화

○ 설계단계별(초기,중간,완료) 점검사항 및 관리업무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목적 및 대상

○ 추진내용 및 추진절차

○ 설계 점검항목 및 체크리스트(Check List)

‥‥‥‥‥‥‥‥‥‥‥‥‥‥‥ ‥‥‥‥‥‥‥‥‥‥‥‥‥‥‥‥‥‥‥‥‥‥‥‥‥‥‥‥‥‥‥‥‥‥‥‥‥‥‥‥‥‥‥‥‥‥‥‥‥‥‥

공

사

단

계

공사계약

○ 공사계약의 체결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문서의 종류 및 효력

○ 공사계약의 이행

    공사착공 및 공정보고

    공사현장 종사자의 업무 등
‥‥‥‥‥‥‥‥‥‥‥‥‥‥‥ ‥‥‥‥‥‥‥‥‥‥‥‥‥‥‥‥‥‥‥‥‥‥‥‥‥‥‥‥‥‥‥‥‥‥‥‥‥‥‥‥‥‥‥‥‥‥‥‥‥‥‥

공 사

설계변경

○ 설계변경의 개념 및 사유, 절차 및 방법

○ 설계변경의 절차 및 방법

○ 설계변경 검토사항 및 체크리스트(Check list)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운영

○ 설계변경 유권해석 및 유형별 사례(부록)
‥‥‥‥‥‥‥‥‥‥‥‥‥‥‥ ‥‥‥‥‥‥‥‥‥‥‥‥‥‥‥‥‥‥‥‥‥‥‥‥‥‥‥‥‥‥‥‥‥‥‥‥‥‥‥‥‥‥‥‥‥‥‥‥‥‥‥

계약금액

조 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금액조정 유권해석 및 유형별 사례(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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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설공사 시행 및 관리절차

1. 사업단계별 시행절차 및 주요 내용(총괄)

구분 단위사업 법적근거

 

주요내용

↑
계
획
단
계
↓

기본구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6조
공사의 기본적 개요 작성
 - 공사의 필요성, 다른 법령과 연계성 검토,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등
 - 동일, 유사한 공사의 사후평가서 참고

↓

타당성조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공사비 추정액과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 증가한도 제시
 - 필요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 포함 조사
 - 사업비 500억원 이상, 공용의 청사인 경우 100억원 이상 사업

↓

기본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토대로 계획 수립
 - 공사의 목표, 기본방향, 개요,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투자 우선순위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계획 확정

↓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사전 심사
 -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
시
행
단
계
↓

공사수행
방식결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입찰방법 심의를 통하여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적합한 입찰방법 결정
 - 대안입찰방식, 기타공사 수행 방식 공사에 대한 용역 발주전 심의 실시
 - 일괄입찰방식의 공사는 입찰안내서 심의 실시

↓

기본설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주요 구조물의 형식, 개략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 시행
 - 대안입찰방식 및 기타공사 수행방식의 공사는 설계심의 시행
 - 일괄입찰방식의 공사는 기본설계 적격심의 시행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람 공고(공사개요 외 의견 청취 방법 등)

↓
실시설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 기본설계를 토대로 세부 설계내용 확정

 - 일괄입찰방식의 공사는 실시설계 적격심의 실시
↓

공사발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8조

공사 발주전 심의 :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게약관련 서류의 클레임 발생  
소지 여부 자문

계약심사 대상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

시    공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5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6조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기술수준향상을 위해 시공상태 관리 및 점검
건설공사의 공정, 비용, 품질, 안전 및 하도급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

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이행여부 관리․감독
↓

계약금액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준   공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준공도서 작성
건설공사의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하여 예비 준공검사 시행

↓

↑
관
리
단
계
↓

공사참여자
실명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8조

공사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 보존
 - 관계공무원, 용역기관의 담당자, 감리원, 시공자의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
↓

사후평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9조
공사내용 및 효과를 조사 분석(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 예상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 

분석
↓

운영 및 
유지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시특법 제6조
시특법 령 제6조
  (별표1의2)

준공 도서 등 관련 도면․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전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정밀점검 :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 1회 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판단 시행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결과 필요시, 5년 1회 이상(완공 후 10년 경과 1종 

시설물)
점검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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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단계 세부 절차 및 내용

구분 단위사업 법적근거

 

주요내용

↑
계
획
단
계
↓

기본구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6조

건설공사에 관한 기본적 개요 작성
 - 공사의 필요성   -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 등의 적용여부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

예비타당성
조     사

국가재정법 제38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목적 :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주관 : 기획재정부장관(한국개발연구원(KDI)공공관리지원센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서울시장 방침 제738호

대상 : 모든 기술 용역(도시계획, 전산, 교통, 소방등 전 기술분야)
  - 학술용역, 일반용역(청소, 폐기물처리 용역 등)은 제외
목적 : 용역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시기 : 사업계획수립 후 예산 반영전

↓

타당성조사 건설기술관리법 령 제5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41조

대상 : 사업비 500억원 이상, 공용의 청사인 경우 100억원 이상 사업
목적 :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

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
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

주관 : 사업발주기관(전문기관에 의뢰 시행)
↓

기본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에서 필요성 인정사업)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 순위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
 -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대상 :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목적 : 투자 사업의 타당성 심사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황 능력
 - 국가의 장기계획 및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주관 :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

예산편성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재정법 제38조2항
지방재정법 제41조

의의 :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규모를  
확정하는 작업

 -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
 -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서 편성
 - 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
↓

공사수행
방식결정

(입찰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한 후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 결정

 - 기술공모방식
 - 일괄입찰방식(T․K)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 기타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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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단계 세부 절차 및 내용

구분 단위사업 법적근거

 

주요내용

↑
설
계
단
계
↓

용역발주
심   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대 상
 - 토목, 건축 용역 : 2억원 이상/전기, 기계, 조경 용역 : 1억원 이상
심의 내용
 -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및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

↓
계약심의
위 원 회
심   의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
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용역(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

심의 내용
 -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기본설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

내용 :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 실시

 -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
교통부 지침에 의거 작성 

 - 기본설계시 주민등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일간신문의 14일간 공람공고)
 -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평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의 반영
추가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

설계심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6조

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전기,기계,조경 10억원이상)
         단,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는 50억원이상
심의 내용
 - 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의 타당성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환경성

↓

실시설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 

기준 :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며,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시행

내용 :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
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

↓

설계의 경제성 등
검  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목적 :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 대안, 

민간투자사업 포함)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실시설계 후 3년 이상 지난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공사중 10%이상 공사비증액이 

수반되는 설계변경 사항
시기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각각 1회 이상 시행
 - 일괄입찰공사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시행
↓

계약심사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대상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목적 : 공사 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

하여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정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 실시 및 적정한 사업비를 산
정하여 예산낭비요인 사전 방지 

↓

↑
보상 
및 

공사
발주
↓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용 :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의 보상계획

방법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14일이상),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 

↓

계약심의
위 원 회
심    의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
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대상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

심의 내용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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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세부 절차 및 내용

구분 단위사업 법적근거

 

주요내용

↑
보상 
및 

공사
발주
↓

공사 발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업무 매뉴얼(재무국)

개념 :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 요건, 수요기관 요구사항,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

과정
 - 예산검토 → 면허(종합, 전문건설업) 요건 등 법령 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
주요 검토 사항 
 - 예산(공사비, 관급 자재비, 분리 발주 공사비 등), 공사 내용(당해 목적물, 

폐기물 처리, 수탁 공사 여부 등) 등 검토
 -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법적요건과 수요기관 요구사항(입찰참가자격 

제한, 법령과 다른 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긴급공사, 경쟁성 제한 
등)에 대한 검토 

 - 품질확보를 위한 자격요구와 경쟁성 제고를 위한 자격완화가 공사 특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 : 자격제한 
강화, 보편적 공법․기술의 사용 공사 : 자격제한 완화)

↓

↑
시공 

및

유지
관리
↓

공사관리
(시공)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5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6조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공상태 
관리 및 점검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조치
건설공사의 공정, 비용, 품질, 안전 및 하도급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이행여부 관리․감독
↓

계 약
금 액
조 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공사기간,운반거리 등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준 공
건설기술관리법 령 제67조
예비준공검사 시행
 (부시장방침 제316호, '12.9.25 및 

부시장방침 제171호, '13. 5.20)

준공보고서 작성
 - 준공도서     -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
 - 구조계산서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 보고서(공사의 적용한 경우)
건설공사의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하여 예비 준공검사 시행

↓
공   사
참 여 자
실명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8조
공사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 보존
 - 관계공무원, 용역기관의 담당자, 감리원, 시공자의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
↓

사후평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9조 

대상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내용 및 효과 조사 
분석 후 평가서 작성 

내용
 - 예상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 

분석
 -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분석
 - 해당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운 영 및
유지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시특법 제6조
시특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유지관리 보존 도서 관리(건기법)
 - 준공도서, 품질관리기록, 구조계산서, 시공상 특기사항, 사후평가서, 안전

점검 보고서 등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시특법)
 -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정밀점검 :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 1회 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판단 시행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결과 필요시, 5년 1회 이상(완공 후 10년 경과  

1종 시설물)
점검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 시행 등
하자검사 : 년 2회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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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단계별

제1장 계획 단계

1. 기본구상(사업계획)

1.1 목적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공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2 대상 : 발주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

1.3 추진내용

   1. 공사의 필요성

   2.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및 민원발생 가능성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 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7.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 등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사후평가서 

또는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 게시된 기존 용역

성과품을 수집·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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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진시 고려사항

  1.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참여

    1) 건설공사 추진 단계별 T/F팀 구성 운영

○ 사업계획 및 공사 관련부서(공사, 유지관리, 운영주체, 인․허가기관 포함)는

사업계획 수립시 부터 준공시까지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단계별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

 

단계별 T/F팀 운영 주관부서

【공사발주 이전 단계】

○ 사업계획 수립 ～ 공사발주 이전 : 사업 계획부서 주관하에 운영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투자심사 기술검토시 이행 여부 확인

【공사발주 이후 단계】

○ 공사발주 ～ 시설물 관리부서 이관 : 공사부서 주관하에 운영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건설기술심의시 이행여부 확인

    2) 모든 사업은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참여토록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 및 공사관련 부서(공사, 유지관리, 운영주체, 인․허가기관

포함) 사전협의 등 의견 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자문단을 구성할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 담당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운영주체가 민간위탁 등 선정이 곤란한 경우 유관부서 공무원을 포함

  2. 공공건축물 :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참여

    1) 부지선정, 시설 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 검토

    2) 주민 이용수요 등 사전 조사 반영

    3) 자문단 구성 운영 : 시민(지역주민)+전문가+공무원

○ 전문가 : 건축, 프로그램 운영 등(공공건축가 활용 권장)

1.5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6조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방안(건축기획과, 2013. 4)

  준공예정시설물 점검 관련 지적사항 조치내용 및 매뉴얼작성 검토 보고(기술심사담당관,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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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2.1 목적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비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경제적 타당성·투자우선순위  

평가·재무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목적 시설물의 실현방법에 있어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 최적안을 선정, 그에   

대한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용역에 기본이 되는 기술자료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2.2 대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

   1. 발주기관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함

   2.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3 추진내용

   1. 당해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

   2.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 유지에 필요한 공사비 

증가 한도 제시

2.4 추진 시 고려사항

   1. 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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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당해법령에서 

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음

   3.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4.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 검토

   5. 설계 등 용역업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

   6. 타당성조사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사후평가 이행 및 

결과입력 등

   7. 타당성조사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1)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 공개 및 제출

○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2) 용역 준공시 공개현황 및 확인서 제출

○ 용역 준공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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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추진절차(업무흐름도)

계약

․ 감독 선임

․ 착수신고서 확인

․ 선금지급(요청 시)

착수

․ 과업기본방침 제시

․ 과업수행방안 협의

․ 관련기관 협의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검토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검토 등

조사업무
․ 발주기관 보유 자료 제공(요청 시)

․ 각종 조사 계획서 및 증빙 서류 검토

계획업무

․ 조사업무 결과 적정성 검증

․ 과업수행계획서 검토

․ 세부공정계획 검토

성과품 검토

․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 타당성 조사 보고서 별책 부록 검토

․ 개략 설계도면 검토

용역 완료

[ 타당성조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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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타당성조사 과정 관리업무

   1. 재정 투 ․ 융자 심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1)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

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의뢰

     2) 이 경우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의뢰

   2.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 흐름도

사업방침 수립(사업부서)

타당성 조사 필요성 판단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중 희망사업

※ 대형공사 입찰방법 포함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선정 타당성조사 수행여부 판단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미선정

타당성 조사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수행여부 판단

(기타 전문용역기관)

전문가 검토회의

(외부전문가)

조사내용 검증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세부계획 수립

(사업부서))

투자심사

(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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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부서는 자체방침 수립 후 학술용역심의회 또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거쳐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센터의 연구수행 

능력을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과제로 선정

     2)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수행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수행과제로 미 선정된 사업은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 

용역으로 시행하여 검증

     3)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 사업중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계획 변경시 타당성 재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용역보고서에 제시(사업 계획부서)

      · 타당성조사용역 시행시 재원조달 확보 가능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 사업계획 변경시 타당성 재검증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도록 과업 내용에 추가

하여 용역보고서에 제시토록 조치

○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계획 및 의견수렴 등 절차이행 여부 확인(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시 시설물유지관리, 운영방안,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재검증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이행시 보완 후 절차 이행

- 투자심사 기술검토시 재정담당관에 의견 제시

2.7 타당성조사 성과품 작성기준 

  1. 성과품의 구분

    1) 타당성조사보고서

    2) 타당성조사보고서 별책부록(교통 및 경제성분석,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서)

    3)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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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타당성조사보고서

○ 각종조사 자료는 본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 건설기술심의 및 자문내용, 각종 업무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타당성조사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

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턴키, 대안, 기타공사 등)의

장․단점을 검토․분석한다.

    2) 기타

○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보고서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 납품 지침(도로 하천분야, 국토교통부)”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3. 관련근거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2. 1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설계․설계변경 가이드라인

- 17 -

2.8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2. 1)

   공공 발주자 역량향상을 위한 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국토교통부, 2010. 1)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2. 10)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과제 선정계획(재정담당관, 2012. 8)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재정담당관, 2013. 8)

   준공예정시설물 점검 관련 지적사항 조치내용 및 매뉴얼 작성 검토 보고(기술

심사담당관, 2013. 5)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방안 검토(기술심사담당관, 2013. 5)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기술심사담당관,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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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general plan)

3.1 목적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 대상 :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3.3 추진내용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자금운영 계획 및 자금조달방안

      - 타 건설사례 비교 분석 등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

      - 1단계 : 시의 사무 vs 민간의 사무

      - 2단계 : 직영 vs 민간 위탁

   7. 환경보전 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4 추진 시 고려사항

   1.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함

※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공사개요, 공사기간, 소요예산 등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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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협의해야 함

○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중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3.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했을 때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함

   5. 기본계획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 용역 준공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3.5 기본계획 과정 관리업무

  1. 투자심사 : 재정담당관

    1) 대    상(재정담당관-6046호, 2013. 6.14)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사업

단, 자치구 발주사업이라도 총사업비 중 시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의의뢰 대상임

○ 총사업비 5억이상 행사성 및 홍보 관련 사업

○ 시비․국비포함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자치구 사업

○ 2이상의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 자체재원인 자치구의 청사(주민센터 등), 문화, 체육시설 신축사업

※ 중앙 투자심사 대상

○ 국비 등 포함 : 시 200억원이상, 자치구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자체재원인 시의 청사, 문화, 체육시설 신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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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

○ 2이상의 시,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2)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

○ 심사 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

○ 심사 후 사업비가 50%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자치구 사업 중 심사 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시 사업 중 심사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3)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

○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 실시

    4) 심사시기 :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前 

    5) 투자심사 업무 절차도 

 

투자심사의뢰

(사업의뢰)

불필요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분석

필요여부 확인

(재정담당관)

필요

타당성조사 시행사업

기타사업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분석 검토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 검토회의

(외부 전문가)

투자심사 위원회

(재정담당관)



건설공사 설계․설계변경 가이드라인

- 21 -

  2. 공사수행방식 결정

    1)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 결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9조)

○ 기술공모,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실시설계 완료 후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타공사

3.6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안전행정부 제11호, 2013. 6. 5)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재정담당관, 2013. 8)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과제 선정계획(재정담당관, 2012. 8)

  민간위탁 일반 관리 교육자료(조직담당관, 2013. 3)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방안 검토(기술심사담당관,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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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계 단계

1. 일반사항

1.1 설계업무의 구분

  1.1.1 기본설계(Preliminary Design)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1.2 실시설계(Detailed Design)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

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설계업무의 내용

설계용역의 수행을 위한 각 단계별 업무는 조사·계획·설계업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 고

조사업무 ○ ○

계획업무 ○ ○

설
계
업
무

개략설계 - -

예비설계 ○ -

상세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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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계용역은 발주단계별로 규정된 조사·계획·설계업무의 상세 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2. 발주기관은 과업의 목적, 규모, 특수성 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규정된 

조사·계획·설계업무의 상세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서에 확실히 기재하여 계약상대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상위 단계의 용역을 생략하고 발주하는 경우에 조사·계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위 용역단계에서 규정된 조사․계획업무 중 필요한 상세내용을 포함하여 수행

한다. 그러나 설계업무 및 성과품 작성기준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단계에서 

규정된 상세 내용을 기준하여 수행한다.

1.3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교통부, 2010)”에 의거 실시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에 Shop 

Drawing 공종을 제시하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시공상세도 작성비 요율에 따른 

비용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신기술․신공법 적용방법 및 목록작성 의무화

  1. 신기술·신공법을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고 도면 또는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신기술․신공법과 이에 해당하는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경제성, 안전성, 유지

관리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2) 발주기관과 해당 신기술․신공법 개발자간 사용협약서 체결

3) 해당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목록표 작성과 해당도면에

신기술․신공법 명칭(지정번호 포함)을 명기

4) 시험시공 등이 필요하여 시공단계에서 특정 신기술․신공법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2개 이상의 유사 신기술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윈회”를 통해

해당 기술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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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단계별 점검사항 및 관리업무

2.1. 설계 초기 단계 

 2.1.1 점검사항

  1. 하도급 검토 및 승인

  2. 참여기술자 현황(착수보고서 검토)

  3. 조사업무의 방향(과업수행계획서 검토)

  4. 계획업무의 방향(과업수행계획서 검토)

  5. 설계업무의 방향(과업수행계획서 검토)

 2.1.2 관리업무

  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기술심사담당관

     1) 대상 : 모든 기술용역(토목, 건축, 도시계획, 기계, 전기, 조경 등 모든 기술분야)

※ 2011년 7.20일 이후부터 추진하는 모든 기술용역은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기술심사담당관-106656호, 2011. 8. 8)』에 따라 시행

     2)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前

○ 설계공모 기술용역은 공모 前

     3) 제출서류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

○ 용역시행계획 관련 방침서

○ 용역비 산출조서(개략공사비 산출근거 포함)

○ 리스크 관리

○ 기타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시 참고할 자료

     4) 심사내용 : 용역 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와 용역발주 심의를 병행하여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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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사흐름도

발주기관
심 사 요 청

(기술심의․용역관리 시스템 등록)

발주기관
심사요청서 작성 제출

(기술용역사업계획서 작성)

- 기술용역사업계획서 작성

ㆍ 자체시행 가능여부(해당 47개 공종포함여부)

자체시행 대상시 외부용역으로 발주하는 사유

기술심사담당관 용역시행 필요성 검토

- 자체시행 가능 여부 검토

- 상위계획,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검토

- 설계단계별 용역 필요성 등 검토

-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 검토

- 유사용역 사례 및 기존자료 활용 가능여부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 설계 요율 적정 여부

- 제경비 등 적용기준 적정 여부

- 개략공사비 산정 적정 여부

- 추가업무 산정의 적정 여부

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요청부서 및

예산 및 계약부서

(기술심의․용역관리 시스템 등록)

- 심사결과서 등록(신설)

ㆍ주요심사내용: 주요개선사항(일반조정, 자체시행,

적정설계요율, 감리기간조정)절감액을 분류 입력

(필수사항)

- 적  정 : 기술용역 시행이 타당

- 조건부 : 기술용역 시행은 타당하나 자체시행(부

분포함), 과업항목 및 물량조정, 개략공

사비 및 요율조정, 단가조정, 기존자료 

활용 등을 조건으로 심사

- 재심사 : 기술용역의 시기 미도래, 연계사업 미반영 

서류 미비 등으로 재심사

- 부적정 : 기술용역시행의 타당성 결여로 자체설계 

등으로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2. 용역발주심의 : 기술심사담당관

    1) 대상 : 토목, 건축 분야(2억원 이상), 전기, 기계, 조경 분야(1억원 이상)

    2) 심의시기 : 용역 발주 前(기술용역타당성 심사와 병행 요청 가능)

    3) 제출서류 : 건설기술심의요청서,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4) 심의내용 :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등

    5) 관련규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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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심의

    1) 대상

      (1) 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설계 용역) 

      (2) 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의 감리·CM 용역

    2) 시기 : 입찰 공고 前

    3) 건설기술심의위원 심의 :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및 입찰공고문

등 적정성 심의

    4) 심의 대상 예외

      (1)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상의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 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음

    5)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4. 설계용역 대가 산출

    1) 기본원칙

○ 대가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 방식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적용 가능

○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 도시디자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산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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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가산출방법

가. 실비정액가산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

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 직접인건비 등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직접인건비 :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

- 직접경비 : 여비(발주기관 관계자는 여비 제외), 특수자료비, 인쇄비 등의

당해 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 제경비 :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직접

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 :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

나.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 공사비요율방식의적용시건설부문의요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별표1] 참고

- 업무 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7~1.4배를 적용

․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1.3배를 적용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1.3배를 적용

․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1.2배를 적용

     3) 관련규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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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착수신고서 검토 

     1) 기술용역공정예정표, 인력투입계획서, 기타 필요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지시

     2) 제출 서류의 변경 또는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조정을 요구

     3)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의무화 및 업무 범위 삭제

        [ 관련근거 : 기술심사담당관-14113(2013. 8.27) 참조 ]

       -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 승인

       -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과업내용서에서 내용 삭제

  6. 계약사항 통보

     1) 발주기관은 용역계약 성립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컨설턴트협회)에 통보해야 함

     2) 통보내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 또는 

설계 등 용역의 준공

     3)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5조2의 2항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지정에 관한 고시

  7. 설계시 지하매설물 확인

   1)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의무화

(1)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2) 설계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

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이행(협의결과 사전보고) 및 유관기관 관계자

현장 입회하에 현장조사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지하시설물 정보의 무단 유출 방지 및 보안 대책을 강화하여 관리･감독 철저

(1)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용역 수행사(자) 등에게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보안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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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완료 후 용역수행사(자) 등에 제공한 관련자료 완전 폐기

※ 폐기확인서 징구(전후 사진, 폐기일시 및 방법, 폐기책임자 포함)

   3) 사업구간내 일정구간 줄파기 시행

(1) 하수관 확관(통수능부족) 및 BOX매설구간과 지하시설물이 집중된 교차로 지역과

하수관 개량구간, 관로 접속구간과 직접확인이 필요한 일부지역은 실시설계시

줄파기를 선택적으로 실시(자치구 년간단가 계약업체 협조 시행 검토)하되,

해당 용역수행자는 현장입회하여 줄파기 결과 자료 확보 설계반영

(2) 줄파기 등 직접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GPR탐사’와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시행토록 별도 설계비 반영

   4)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이행 철저

(1) 지하시설물 조사 등 사전조사를 소홀하게 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설계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이행

  8. 보도공사의 설계 이전 검토사항

   1) 보도포장 교체조건 만족여부 확인

(1) 도로관리심의회 혹은 이에 준하는 별도의 심의회의 승인 득한 후 실시

   2) 보도 굴착통제기간 만족여부 확인

(1) 보도굴착 통제기간을 공사 완료 후 5년간으로 확대 적용

   3) 차량진출입로 손궤구간 조사

(1) 차량진출입로 손상이 심한 구간은 허가 받은 자가 원상복구함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건물주(상점주)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2.2 설계 중간 단계

  2.2.1 점검사항

   1. 계약이행의 적정 여부 점검

   2. 하도급 현황 점검

   3. 보안실태 점검

   4. 지시부 작성 및 확인

   5. 계약상대자 작업일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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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설계용역 공정점검(최소 월1회)

   7. 설계자문 준비(일정, 내·외부 검토위원 및 협의부서 선정, 보완사항 확인 등)

   8. 조사 및 계획업무 점검

   9. 설계사항(개략·예비·상세) 점검

 2.2.2 관리업무

 1. 보도공사 설계시 검토사항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1)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2) 보도공사 추진시 반드시 하수관의 상태 및 특히 매설된 지 30년 이상의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하수도 유지관리부서 의견수렴 및 통수능 검토 절차 이행

(3)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

에는 보행안전 도우미를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적용하도록 함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1) 일반포장도로 및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공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설계

설명서(공사시방서)에 명기한다.

(2)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등을 사전 예방

(3) 설계시 준수사항 : 보도 유효폭 2m 준수, 횡단경사 2% 이내 준수 등

(4) 재료 선정시 주의사항 이행 : KS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격 자재에 대하여는 전체 수량 반품 및 품질개선

확증 시까지 해당 공종의 공사를 중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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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영향분석

  1) 목적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의 최소화

  2) 대상

   (1)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도로, 철도(도시철도 포함), 공항, 항만의 건설

○ 도시, 관광단지, 특정지역, 에너지 개발

○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 체육시설의 설치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2) 제외가능 대상 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대상사업의 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 참조

 3) 시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 참조

 4) 추진시 고려사항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보완

○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이 세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

요청 가능

  (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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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결과 통보

○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개선필요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

○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5) 관련규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 2

 6) 절차(업무흐름도)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공고,공람 주민의견수렴 관계행정기관
설명회,공청회 (사업자,관할시․군․구청장)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및 제출 :도로구역의 결정 전
(사업자 승인기관)

평가서 협의요청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승인기관 협의기관)

평가서 보완
평가서 검토 심의위원, 관련기관장
(협의기관)

상정

재상정
미통과 협의심의위원회

(협의기관)

통과
협의내용통보 이의신청

(협의기관 승인기관 사업자) (사업자,승인기관)

협의내용이행 협의내용 관리.감독
(사업자) (승인기관,협의기관)

[ 교통영향분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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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영향평가

  1) 목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 도모

  2) 대상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 도로, 철도(도시철도 포함), 공항, 항만의 건설

○ 도시, 관광단지, 특정지역, 산지, 에너지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수자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그 밖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3) 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참조

  4) 추진시 고려사항

    (1) 설명회 개최 기한

○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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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명회 개최 공고

○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주민설명회 공고

지자체 협조 요청

- 설명회 개최 주민 홍보

- 장소 협조 등

주민설명회 실시

의견취합

보완사항 설계반영

[ 주민설명회 절차 ]

    (3) 설명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자가 각각의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 가능

    (4) 설명회(공청회)의 생략

○ 사업자가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 생략 가능

○ 사업자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5) 관련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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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절차(업무흐름도)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공고, 공람 주민의견수렴 관계행정기관

설명회, 공청회 (사업자,관할시․군․구청장)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및 제출 : 도로구역의 결정 전

(사업자 승인기관)

평가서 협의요청 :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승인기관 협의기관)

평가서 보완
평가서검토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 등

협의내용통보 이의신청

(협의기관 승인기관 사업자) (사업자,승인기관)

적합 시

협의내용 반영확인․통보 ※ 협의내용변경시에는재협의

(승인기관 협의기관)

협의내용이행 협의내용 관리감독

(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

[ 환경영향평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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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 목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강구를 목적으로 함

  2) 대상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에너지 개발

○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개발

○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3) 시기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

  4) 추진시 고려사항

   (1) 협의기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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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련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 [별표1]

   6) 절차(업무흐름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 관계행정기관)

협의요청

(관계행정기관 → 소방방재청 중앙/지역본부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소방방재청 중앙/지역본부장)

검토위원회

관련 실․과

검토의견서 작성

(소방방재청 중앙/지역본부장)

검토결과 통보

(소방방재청 중앙/지역본부장 → 요청기관)

조치결과 및 계획 통보

(관계행정기관 → 소방방재청 중앙/지역본부장)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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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화재 지표조사

  1) 목적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 확인

  2) 대상

   (1)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참조

  3) 시기 : 문화재보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6조 참조

  4) 추진시 고려사항

   (1)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2)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

기관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3)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 대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

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 확인

   (4)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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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절차(업무흐름도)

보존대책 통보

문화재 위원회

시·군·구

사 업 시 행 자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

시·도

문화재청장

시·도 의견 제출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지표조사

요청

보존대책

통보

심의요청

결과통보

[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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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설계감리대상 여부 검토

  1) 설계감리 대상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

공사의 기본설계(발주기관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및 실시설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

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기관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및 실시설계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설계감리자의 업무범위  

(1) 건설공사의 관련 법령ㆍ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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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계감리의 업무

    (1) 발주기관은 용역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협력

○ 설계감리 및 설계용역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설계감리용역계약

문서에 명기한 자재, 장비, 비품, 설비의 제공

○ 설계감리 및 설계용역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 설계감리 및 설계용역 시행에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과의

협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 설계감리원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설계용역업체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조사의 보장

○ 설계감리원이 보고한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 등 변경,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

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계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 특수공법 등 주요 공종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 기타 설계감리업체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설계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지도·감독

   (2) 계약문서에 설계자 및 설계감리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규정

   (3) 설계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설계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실시

  4)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2조

  5) 절차(업무흐름도)

설계 감리 대상용역 선정


감리비 예산확보


대가 산정

발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및 착수


설계 감리 업무수행


설계 감리 용역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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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1) 대상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기관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사항(단, 단순 물량

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5)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시기 : 발주기관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규정하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해 각각 1회 이상 실시

  3) 방법 :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설계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

  4) 대가산정방법 : 건설공사 설계감리 대가 기준(설계의 경제성 등 대가 요율표)

  5) 추진시 고려사항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

○ 주관 : 발주기관 또는 설계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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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자 : 발주기관 직원 또는 설계감리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

경력자(용역포함),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구 성 : VE Leader(검토조직 관리자), VE 팀원(검토조직 구성원), VE

Coordinator(발주기관 담당자), 필요시 설계자 1인 참여

※ 반드시 발주기관 이외의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조직의 형태는 외부전문가+발주기관 직원, 발주기관 내의 조직, 외부용역 등

    (2) 제안의 채택 및 통보

○ 제안 채택

- 관련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자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에 통보

-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 설계자 및 검토 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결정하며,

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를 참고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가능

○ 제안 결과 통보

- 발주기관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3)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후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 포탈

시스템) 내의 “설계V·E마당”에 자료를 입력 

- 제안채택일 또는 제안공법의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6)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건설공사 설계감리 대가 기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2013.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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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절차(업무흐름도)

준비

단계

시작 주요업무내용

관련자료수집

사용자 요구측정

VE 대상 선정

-VE 오리엔테이션 미팅

-VE팀 선정 및 구성

-VE 수행기간 결정

-관련자료의 수집

-VE 대상선정

분석

단계

선정된 대상에 대한

정보분석 및 정리

기능분석 -FAST 다이어그램 작성

-구성요소의 목록 작성

-기능분류 및 가치판단

-개선대상기능 선정

기능정의

기능정리

기능평가

아이디어 창출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아이디어 발상

-평가항목에 대한 토의 및

결정

-아이디어에 대한 개략평가

-구체적 평가를 통한

개선안 선정

-선정된 개선안의 구체화

-VE 활동의 결과 발표

개략평가 및

구체화 NO

YES

대안의구체화

및상세평가 NO

YES

제안

실행

단계

실행 및 후속조치
-VE 활동보고서 초안작성

-승인 후 최종보고서 작성

-VE 활동분석 및 평가
끝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절차 ]



건설공사 설계․설계변경 가이드라인

- 45 -

 8. 설계자문위원회

  1) 설계도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 도입으로 설계의 내실화 도모

○ 내실있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설계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관련부서(설계·

시공·유지관리부서) 합동 검증절차 시행

○ 기관별로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 단계별 설계자문 확행

1단계 : 착수단계

2단계 : 중간단계

3단계 : 마무리단계

  2) 관련근거 : 준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 보고

(기술심사담당관-5624, 2013. 4. 1, 행정2부시장방침 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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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설계심의

  1) 목적 

     건설공사 계획·조사·설계·공사시행·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환경성과 기술

개발·신공법 적용의 가능성을 심의하여 설계수준 향상 도모

  2) 설계심의 내실화 방안

    1) 수요자(사용자) 중심의 설계 : 설계 진행단계에서는 운영·시공·유지관리 

부서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

    2) 운영주체, 유지관리 부서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 : 운영·시공·유지관리 부서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공사품질 확보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 

  3) 심의대상

    1)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10억원 이상인 전기·기계·조경공사)  

단,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는 50억원 이상

    2)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014. 2. 2 이후 시행)

※ 재심의 대상(기술심사담당관-14088호, 2013. 8.26)

○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 지상도로 구간이 터널(지하차도),교량 등으로의 계획변경

- 구조물의 기본형식의 변경(예시 : 거더교 ⇒ 아치교)

- 설비용량 증가, 설비방식 변경

- 건축물의 위치 및 층수 변경 등

- 기타 이와 유사하게 변경되는 경우

○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사업 중 계약금액 대비 50%이상 증가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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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의시기 

    (1) 기본설계용역 : 용역준공 2개월 前 

    (2)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와 동시 발주하거나 포함발주시 : 기본설계 완료시점 

    (3) 기본설계용역 설계심의시 실시설계 심의를 받도록 한 실시설계 : 용역준공 2개월 前

    (4)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 설계변경 前 

    (5)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만 실시한 용역의 경우 : 실시설계용역 준공 2개월 前

  5) 심의내용

    (1)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의 타당성   

    (2)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 

    (3)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기술 적용 및 공사시방내용의 적정성 등 

    (4)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6)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

  6) 관련규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소규모 교량 등 

주요공사 설계심의 확대 실시(기술심사담당관, 2012.12.28), 건설기술

(설계)심의 운영 개선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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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심의절차(업무흐름도)

심의요청

심의도서 검토

지적사항 통보

조치계획 제출

설계도서 변경

변경내용 제출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통보

종 결

소위원회 상정

․발주기관(기관) →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도서 미첨부시 심의반려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도서 송부
․심의도서 검토(심의위원)

․심의위원지적사항수합및발주기관통보
※ 기한내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처리

10일

7일

위원선임, 도서송부 3일

도서검토 4일

조치계획작성 2일

지적사항반영사항

발주기관(기관)

발주기관(기관)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지적사항미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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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전계약심사 : 계약심사과

  1) 대상사업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설계VE 대상사업 제외)

  2)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투자, 출연기관(자치구 제외)

  3) 심사시기 : 실시설계 공정률 80% 전후

 4) 심사내용

(1)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제성

(2)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3) 새로운 기술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4) 기타 사전계약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

  5)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부터

11. 계약심사 : 계약심사과

  1) 의의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 심사·검토  

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 입찰 ⇒ 계약 ⇒

설계변경

심 사
⇒ 준공

  2) 계약심사 대상사업

    (1) 원가심사

구분 내 용 비고

심사대상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3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학술용역 및 일반용역 1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심사시기 ▫ 공사발주 전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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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계변경심사

구분 내 용 비고

심사대상

▫ 계약금액 20억원이상~100억원미만 : 1회설계변경

금액(2회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공사

▫ 계약금액100억원이상 : 1회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5% 이상 증가하는 공사(2회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공사)

▫ 저가입찰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 1회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5%이상 증가하는 공사

심사시기 ▫ 설계변경 전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8항, 서울특별시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요령 제5절

    ※ 계약심사 제외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다만,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 이상이고,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외의 방법

으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계약심사 대상기관

○ 시 본청 과/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 자치구(시비 재배정사업과 국비/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

○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연기관

※ 자치구는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비/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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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사절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13. 3. 26.)

① 심사요청 접수 ▫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업무담당자 지정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제출서류확인, JDL파일입력, 누락서류보완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③ 심 사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총공사비50억~100억:사전계약심사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사업부서와협의(이견있을시해당사항재검토)

⑥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 담당자 → 심사담당 팀장→ 과장(필요시 국장)

⑦ 심사결과통보및실적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5) 심사요청시 구비서류

○ 계약심사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산출서

○ JDL(원가관리시스템 요건 구비) 저장 파일

○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6) 주요 심사항목

     ○ 원가계산서 

구 분 검 토 사 항

예정가격
결정기준

❍ 자재. 물품 ⇒ 1)거래실례가격 2)감정•유사거래가격•견적가격

❍ 공사 ⇒ 1)거례실례가격 2)원가계산가격 2)실적공사비 4)감정•유사거래가격•견적가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1~4,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각 종
제경비
요 율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품셈 또는 실적공사비 구분적용

❍ 안전관리비 계산 시 관급자재비의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 복합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큰 공종의 공사요율을 총공사비에 1회만 적용

-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12-126호,‘12.11.23)

부가세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적용 여부(방산물자, 도시철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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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역서

구 분 검 토 사 항

수량 확인

❍ 내역서와 수량산출서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여부

❍ 수량 단위 오류적용 여부

❍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 도면상의 수량과 일치 여부

자재할증

적용 오류

❍ 자재비에 설치비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자재할증에 노무비 중복 적용 여부

- 가설울타리, 미끄럼방지재

가설공사
❍ 가설비를 경비항목으로 분류 적용 여부

❍ 공구손료를 재료비 항목으로 분류 여부

단가적용

오류

❍ 자재단가에 설치비가 포함되어있는데 노무비 중복 반영

❍ 내역서와 일위대가표에 자재비 중복 계상 여부

작업부산물 ❍ 작업부산물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 일위대가

구 분 검 토 사 항

실적공사비 ❍ 실적공사비 우선 적용 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표준품셈

적 용

❍ 유사 품셈적용으로 예정가격 과다산정 여부

❍ 품셈의단서조항미숙지로인한이중계상또는손율적용오류여부

❍ 개정된 표준품셈 적용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 내역서, 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의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적정 품 적용 여부(건설신기술 품셈)

❍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내용 반영 여부

- 앵커볼트 설치, 품의 할증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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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재비

구 분 검 토 사 항

시중 자재

❍ 적용 우선순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지)

- 재정경제부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 공표가격(시중 물가정보지)

- 계약담당자가 2개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조사 확인가격

견적 단가

❍ 제작 구매 및 특수 규격의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기 타

❍대량 사용인 경우 관급구매 전환 검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의무 조달구매(중소기업청 고시,2012.12.

현재 202종)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 확인

❍수입자재는 수입원장을 확인
-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구성·운영(수입물품-1억이상, 특정물품-5천이상)

     ○ 설계변경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향후동일내용으로설계변경이발생할가능성이없는지여부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

량)산출의 적정성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설계변경에 따른 특허 및 특정제품,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

재 등의 적합 여부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

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

련 법령 검토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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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 공공디자인과

  1) 심의 목적 

    (1)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서울의 품격 제고

    (2) 지역별 거점의 경관특성에 부합하는 Total Design System 정착도모

  2) 심의 대상 

    (1)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등

    (2) 가로환경 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심의 시기 : 기본설계 완료 前

  4) 심의 신청 자료 및 내용

    (1) 심의신청서

    (2) 심의자료 내용

- 사업개요 및 심의상정 사유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세부 디자인 계획(안)

  5)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시민디자인위원회 조례

13. 공공건축물의 입찰 방식 : 설계공모 및 1인 수의계약 활성화

  1) 입찰방식 전환 : 가격입찰 → 설계공모

  2) 제출도서 간소화 및 약식심사 활성화(예시)

구분(설계비) 제출 도서

1억원 이하 - 기본도면(개요, 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기본도면, 설계설명서 - 비구조 개념도 및 시스템

- 매스모형 또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3차원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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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계심사 투명성 확보

    (1) 심사위원 사전 공개

    (2) 설계자 발표 기회 부여 : 작품 심사시 설계자가 참석하여 심사위원과 인터뷰 

    (3) 심사 전 과정 완전 공개 : 심사과정 인터넷 중계, 작품평, 선정 사유 등에 대한 공개 

    (4) 심사결과 기록화 : 심사 전 과정을 정리・기록으로 작성(주요사업 백서 발간)

  4) 신진건축가 참여 기반 마련

    (1) 소규모 건축물 신진건축가 참여 기회 우선 제공 : 설계비 1억원 이하 신진

건축가 활용 권장

    (2) 2,3등 당선작 등에 상금 지급 : 독창적 아이디어 작품 및 실험적 시도를 

통한 디자인의 다양성 확보, 설계 실비 지원을 통한 건축가의 참여 저변 확대 

1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1) 연면적 500㎡이상의 모든 공공 건축물

  2)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1) 서울시 친환경건축물 등급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과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모두 충족해야 함

녹색건축 기준
에너지 기준

80 이상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EPI 95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Ⅰ
(Platinum)

Ⅱ
(Gold)

Ⅲ
(Silver)

EPI 85점 이상 95점 미만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Ⅱ
(Gold)

Ⅲ
(Silver)

Ⅳ
(Bronze)

    (2) 공공건축물 건설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

준이 마련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해야 함

    (3)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공공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최우수 (그린 1등급) 인증을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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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건축물을 전면 개보수 등을 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2등급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등급을 충족하는 Ⅲ(Silver)이상 

이어야 함

  3) 필수적용 사항

    (1) 건축분야의 단열성능 강화 :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배점 1점을 획득

분 야
배 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단열성능

(평균열관류율

W/㎡․K)

외벽
비주거용 0.47미만 0.63미만 0.79미만 0.95미만 1.18미만

주거용 0.35미만 0.37미만 0.46미만 0.56미만 0.66미만

지붕 0.11미만 0.12미만 0.14미만 0.16미만 0.18미만

바닥 0.12미만 0.16미만 0.20미만 0.24미만 0.29미만

    (2)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이상으로 설치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공급의무
비율(%) 11 13 15 17 19 21 23 25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등

 15.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1)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2)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3)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4)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5)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심의 

   1) 자동차전용도로 10일 이상 일반시도 20일 이상 도로점용공사 등

   2) 관련근거 :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개선방안(기심-10817호, 201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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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하수도 정비사업 사전설계 검토제(물재생계획과)

   1) 목    적 : 자치구 설계용역시 서울시와 병행 검토절차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

   2) 대    상 : 침수해소 목적의 하수도 정비사업(단위사업,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3) 요청시기 : 현장조사, 측량 완료 후 수리검토 단계 또는 설계(기본, 실시)  용역 

준공 1개월 전

 18. 공공하수관로 변경 전문가 자문제(물재생계획과)

   1) 목    적 : 공공하수관로 변경에 대한 자문을 통한 통수기능 검토 및 기술적 

대안제시 등 자치구 하수관로 변경 협의시 기술지원

   2) 대    상 : 비관리청(하수관리청 이외 모든 기관, 단체 등) 공공하수관로 변경

사항 발생 건

   3) 요청시기 : 공공하수관로 변경에 따른 통수능 검토 완료 즉시(현장 측량 필수)

19.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과 설계심사

   1) 목적 

       지구환경 변화로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에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안전 확인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함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2) 적용 대상 

     (1) 총공사비 100억 이상(건설기술심의 대상)

건설기술심의 실시설계용역 준공전 공사시행(착공전) 사 후 평 가
(공 사 중)

구조분야 설계자 참석,

심의결과 조건이행/반

영사항 발주기관 통보

(기술심사담당관→발주기관)

심의조건 반영 및 내진

설계확인서/설계도서

Checklist작성ㆍ확인

(발주기관→기술심사담당관)

시공자ㆍ감리자

구조설계자 합동

사전검토 회의

(발주기관)

시공의 적정성

확인 및

내진반영 확인

(기술심사담당관)



Ⅱ 사업단계별

- 58 -

      ○ 공사시행 시 내진 확인 강화

- 시공 전 : 설계자(구조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합동 내진설계도서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회의 후 시공(발주기관/용역발주 심의시 조건부여)

- 시공 중 : 건설기술심의 사후평가시 구조전문가로하여금점검토록하여실효성

확보

    (2) 총공사비 100억 미만(건설기술심의 비 대상)

설계용역 준공전 공사시행 (착공전)

내진설계확인서 및 설계도서Checklist 작성

확인(발주기관)

시공자ㆍ감리자 구조설계자 합동 사전검토 회의

(발주기관)

   ○ 자체발주사업은 「구조안전및내진설계확인서」및내진설계도서 Checklist」를

구조기술사가 작성 발주기관에서 확인 후 용역준공.

   (3) 기존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 증ㆍ개축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작성 확인.

    (4) 건축허가 • 승인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민간 건축물)

      ○ 6층이상 건축허가 또는 승인 대상건축물

        -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진설계도서 Checklist

작성 확인 후 허가 승인 처리

   3) 건축물 (내진)설계 도서 Checklist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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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건축물 (내진)설계 도서 Checklist

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건축구조 - 공통사항 세부내용

공통

사항

∙ 구조설계의 안전성 여부

a. 캔틸레버구조(체육시설의 지붕지지구조, 강당의 외곽기둥,

공연장의 캐노피구조 등)

b. 무주 대공간구조(체육시설, 격납고, 공연시설, 집회 및 관람

시설 등)

c. 초고층건물의 코어구조, 메가컬럼, 전이구조(전이벽, 전이보,

전이슬래브, 벨트트러스, 벨트월 등)

d. 탑다운공법에 의한 지하구조(선기초기둥, 바닥구조, 램프구조,

코어구조 등)

e. Lifting공법을 적용한 구조(Lift-Slab, 무주대공간지붕구조 등)

f. 합성구조의 기둥, 보의 부재

g. 합성접합부 및 PC접합부

∙구조해석모델링

a. 2개동 이상이 있는 건축물의 해석시 다이아프램의 분리여부

b. 경기장과 같은 구조물에서의 다이아프램의 처리

b. 트러스바닥구조에서의 다이아프램 처리

c. 가새구조의 수평보가 바닥개구부에 위치한 경우에 대한 처리

d. 횡력을 전이하는 바닥구조의 처리

∙지진력저항구조

a. 구조도면에 지진력저항구조요소의 구분된 표시

b. 지진력저항요소의 구조형식에 적합한 내진상세의 적용여부

c. 지진하중의 영향을 받는 기초구조 및 지반의 검토

RC조

건축구조 - 일반사항 세부내용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적절한 구조형식인지 여부

∙구조계산 적용 설계 규준이

세부 기준과 부합여부

a.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b.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c. 건축구조기준 (대한건축학회)

d.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e. 내진설계지침서작성에관한연구(Ⅱ)

(국토해양부)

f. 건축기초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

g. A.C.I. CODE

h. 건축구조규칙 관련법규

i.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 기준

(각 기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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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건축구조 - 일반사항 세부내용

RC조

∙구조설계에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적합여부

∙상부층에 비하여 하부층에 강성이 지나치게 작지 않도록

하며 인접층간의 강성변화가 최소가 되도록 하였는지 여부

∙힘의 흐름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는지 여부

슬래브와 기둥 혹은 벽의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은 하

중의 차이가 심하여 균열

발생률이 높다.

∙실제 사용하중과 설계하중의 부합여부

∙적재하중의 저감계수(Reduction Factor) 사용의 적합

여부

건축구조 - 슬래브 설계 세부내용

∙슬래브 배근시 주열대 및 주간대 구간의 표현은 명확하

며, 배근의 적합여부

∙슬래브 크기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되었으며, 필요한 보

강은 되었는지 여부

∙슬래브 절곡부분 배근방법의 적합여부 (보강근 추가)

∙캔틸레버 슬래브 배근은 상, 하부 이중배근 하였는지 여부

.장스팬 일방향슬래브가 있는 경우 슬래브의 신축변형을 억

제하는 Tie Beam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차량진입로 경사로의 절곡부위는 바퀴의 충격에 대한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여부

건축구조 - 보 설계 세부내용

∙장스팬인 경우 Camber의 필요 여부

설계 시, 처짐을 충분히 고려

하여 선정했다면 Camber필

요 없음

∙스터럽 간격 및 철근량의 적합여부

건축구조 - 기둥 설계 세부내용

∙Hoop의 배근방법이 적용 기준 등과의 부합여부

건축구조 - 기초 설계 세부내용

∙지반조사결과에 맞도록 설계하되 건물의 수직하중(고정하

중+적재하중)이 풍하중 또는 지진하중과 동시에 작용할

경우에 대해 고려되었는지 여부

∙기초의 선정방법은 적합한 지 여부

∙기초의 유효두께는 적정한 지 여부

∙말뚝기초인 경우 간격 및 배치는 적정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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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건축구조 - 기초 설계 세부내용

RC조

∙동일 건물내에서 이질기초가 발생할 경우 즉, 직접기초와

말뚝기초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점검

∙기초중심과 수직하중 작용점 사이의 편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여부

∙말뚝 근입 길이가 짧을 경우에 대해 적절히 설계하였는지

여부

∙기초의 주근과 부근의 위치는 적정한 지 여부

∙기초철근의 외단은 상부로 표준갈고리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휨철근의 정착길이가 확보되면

표준갈고리가 필요 없음

∙PHC PILE 기초인 경우 파일과 기초를 일체화하는

Anchoring 을 설계 하였는지 여부

∙온통기초인 경우 역배근으로 되었는지 여부

∙인접한 기초의 근입 깊이가 다른 경우 수평 및 수직거리의

기초가 안전하도록 레벨조정 및 보강방법이 되어있는지 여부

∙줄기초 (지내력 및 말뚝) 상부의 내력벽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 줄기초 상단부에 보강철근을 배근하였는지 여부

건 축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벽체 설계 세부내용

∙지하 외벽 설계시 단부의 지지조건은 합리적인지 점검

∙지하 외벽인 경우 토압 및 수압 등의 영향에 대한 점검
철근배근이 역배근으로 설계

되었는지 등

∙내진벽 개구부의 보강방안으로 헌치보(Hunch Beam)의

반영 필요성 여부 검토

∙지하 외벽 지지방향에 따른 수평보 및 버트레스 설치 여부의

점검

∙지하 외벽인 경우 토압 및 수압 등의 영향에 대한 점검

∙내진벽 개구부의 보강방안으로 헌치보(Hunch Beam)의

반영 필요성 여부 검토

∙지하 외벽 지지방향에 따른 수평보 및 버트레스 설치 여부의 점검

건 축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기타 설계 세부내용

∙계단구조 설계 방법의 적합여부

건 축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골조 해석 세부내용

∙건물의 부등침하와 수평이동에 대한 안전성 점검

∙수압에 의한 부력에 대한 건물의 안전성 점검

Rock Anchor

및 Dewatering

반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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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건축구조 도면 - 철근콘크리트 - 주심도 세부내용

RC조

∙도면의 축척은 적절히 표시되어 있는지 점검

∙층별 기둥 크기의 표시에 있어서 가능한 편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둥 중심선을 일치시켰는지 여부

∙층별 기둥 크기 및 기둥부호는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점검

∙방향성 있는 기둥의 경우 주축방향이 바뀌지 않았는지 여부

건축구조 도면 - 철근콘크리트 - 기초,

각층평면도
세부내용

∙콘크리트, 철근강도는 표시되어있는지 여부

∙기초부호 및 단면이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기초의 Bottom Level은 동결선 이하인지 여부

∙기초가 인접대지 및 도로경계선을 침범하지는 않는지 여부

∙기초 Level이 복잡한 경우 기초 단면도로 표현하였는지 여부 단차를 주어 기초의 불안정 등

∙기초 저면의 Level은 표시되어있는지 여부

∙Pit의 위치는 정확하게 표시되어있는지 여부

∙돌출부 및 개구부는 크기, 위치가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바닥 Level에 단차를 두는 경우 도면에 표시되었는지 여부

건축구조 도면 - 철근콘크리트 - 각층평면도 세부내용

∙기둥 중심간 거리는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Exp. Joint가 필요한 경우 도면에 표시하였는지 여부

∙수평 및 수직헌치가 있을 경우 상세표현이 되어있는지 여부

∙하나의 기둥에 다섯 개의 보가 정착될 때 시공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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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건 축 구 조 - 철 골 - 일 반 사 항 세부내용

S조,

SRC조

∙재료 및 허용응력도의 적정성을 여부

a.KS규격외 종류 여부, 특정업

체 사양여부

ｂ허용응력도 값 여부

ｃ휨재의 횡좌굴

ｄ재료의 선정과 선정 사유

ｅ학회 규준 및 관계법규 검토

․ 하중과 외력의 적정성 여부

a.실 용도와 하중은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ｂ마감하중 반영여부

ｃ내화 피복의 종류

ｄ크레인 사용조건과 사용빈도

ｅ반복하중과 피로 검토

ｆ기기의정하중과동하중반영

ｇ기기의증설검토

ｈ지붕물매, 적설의치우침

ｉ눈의비중설정은정확한가

ｊ수압면적, 풍동시험여부

ｋ지역과지반계수적정성

ｌ건물의 중요도, 세장비와 지진력

산정적정성

ｍ재연주기 검토, 종국내력과 하중

계수

․ 응력도 산정의 적정성 검토 여부(해석모델, 해석결과, 변형)

a.강비의 가정, 지진요소와 그

부담률 및 변형 추정성

ｂ합성보의 산정

ｃ강역 및 치환 변단면 부재 검토

ｄ주각의 고정도와 그영향

ｅ경계조건 검토

ｆ상용해석과정밀계산했는지여부

ｇ가정조건과실제상황이부합한지여부

ｈ동적해석 여부, 탄성해석 또는 비

탄성해석

ｉ층간 변위와 내진요소, 변형능력

및복원능력

ｊ거주성평가및판단

ｋ익스팬션조인트의위치와폭의적합성

∙부재의 처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여부

∙보의 처짐 차이에 따른 슬래브의 추가 응력에 대한 점검

∙두께가 40mm 초과하는 Plate를 사용할 때 강도 등이

접합 및 구조설계시 제대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압축재의 설계에서 세장비는 적절하게 검토되었는지 여부

∙주요 부재와 2차 부재 접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철골보 웨브 개구부 필요시 구조계산 및 보강방법이 설계

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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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건 축 구 조 - 철 골 - 골 조 해 석 세부내용

S조,

SRC조

∙대각선 방향의 지진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내진벽의 위치 및 개소수는 적절한 지 여부

∙X축에 관한 검토는 Y축에 장기 휨응력도를 Y축에 관한 검토는

X축에 장기 휨응력도를 가산하여 단면검토를 하였는지 여부

건 축 구 조 - 철 골 - Deck Plate Slab 세부내용

∙수평 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슬래브의 두께는 적절한 지 여부

∙Shear Connector의 설계가 합리적인지 여부

∙Deck Plate의 Rib가 철골 보에 나란할 경우 감소계수

등은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여부

∙Deck Plate의 Rib가 철골 보에 직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건 축 구 조 - 철 골 - 보(합성보 + S. R. C 보) 세부내용

∙합성보의 처짐은 합성보로서의 실제거동에 대해 산정하고

그 값은 조적인 장애, 사용상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철골․철근 콘크리트 보에 사용하는 스터럽은 적절한 지 여부

건 축 구 조 - 철 골 - 기 둥(철골기둥 +SRC 기둥) 세부내용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에 사용하는 띠철근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건 축 구 조 - 철 골 - 주 각 부 설 계 세부내용

∙주각의 고정조건이 구조물의 기능에 적합한 선정인지 여부

건 축 구 조 - 철 골 - 접 합 부 설 계 세부내용

∙진동, 충격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접합부에는 일반볼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지 여부

∙트러스 부재의 접합부는 존재응력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한

부재의 허용내력의 1/2이하의 내력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지 여부

∙모멘트는 플랜지가 전단력은 웨브가 부담하는 경우는 웨브

접합부 검토시 접합면과 볼트 중심간 편심거리 e값에 의한

추가 모멘트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건축구조 - 철 골 - 이음부(보+기 둥) 설계 세부내용

∙보 웨브에 대해서는 존재응력에 대하여 여유가 있어도 모재

강도의 1/2정도의 응력을 전달할 수 있게 설계하였는지 여부

확 인 자 : 구조기술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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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지상층수 (높이) / ( m)

지하층수 (깊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대지 및 지반의 안정성
지표면 고저의 차이 액상화 가능성 여부

?? m (있음, 없음)

기반암 깊이 GL -???(m) 기초밑면깊이 GL -???(m)

지반분류기준면 (지표면, 기초밑면) 지하수위 GL -???(m)

기준면 아래 상부30m에
대한 평균지반특성

전단파속도 표준관입시험값 비배수전단강도값

Vs=
????(m) N̅= ??? s̅u=

???(×10-3MPa)

기초밑면과 기반암 상부면 사이의 지반
지반 높이 지반 종류

?? (m)

지반분류(30m) SA, SB, SC, SD, SE

기초 형식

직접기초 허용지내력 말뚝기초 허용지지력 말뚝 종류

fe= ???? (kN/m2) fp= ????? (kN)

9)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강도설계 V 0 =
(m/s)

지표면조도 (A, B, C, D)
사용성검토 V 0 =

(m/s)

가스트영향계수 Gf=??? 중요도계수 Iw=???

10) 풍하중
해석결과

X 방향 Y 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mm δy-max= ???mm

최대층간변위 Δx,max= ???mm Δy,max= ???mm

11)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중량 W= (kN)

12)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Ry=

초과강도계수 Ωox= Ωoy=

변위증폭계수 Cdx= Cdy=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3) 내진설계
주요결과

X 방향 Y 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4) 동적특성
(고유치해석)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진동특성

1st모드 T1= Sec ??? % 예)X방향진동

2nd모드 T2= Sec ??? % 예)Y방향진동

3rd모드 T3= Sec ??? % 예)비틀림진동

15) 구조요소 내진
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6) 특이사항

「건축법」제48조 및 「건축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작성자 : 건축사 
연락처 : 연락처 :



Ⅱ 사업단계별

- 66 -

20. 공공시설물 해체공사 설계매뉴얼

   1) 목적 

공공시설물 해체공사시 각종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됨에 따라 해체공사 업무

매뉴얼을 마련 운영함으로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

   2) 해체공사 설계 매뉴얼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적용대상
- 공공 시설물 해체공사 : 의무

- 민간 시설물 해체공사 : 권고

철거,멸실신고시

이행 확인 등

적용규모

- 지상4층(높이10m) 이상 시설물의 해체공사

- 지하2층(깊이 5m) 이하 시설물의 해체공사

- 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물

적용내용 -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3) 단계별 해체공사 업무프로세스

  (1) 발주단계

해체공사 관련 비용 반영

(2) 준비단계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공사단계

해체공사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 검토․확인 의무화 등

   4)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매뉴얼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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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매뉴얼

 해체(철거)공사시 각종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체

공사계획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 지상4층 이상 시설물의 해체공사(높이 10m 이상 시설물 포함)

   • 지하2층 이하 시설물의 해체공사(굴착깊이 5m 이상 시설물 포함)

   • 연면적 2,000㎡이상인 시설물

 ○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적정여부는 건설안전기술사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다.

1. 해체공사 계획

 1-1. 해체공사계획서의 작성

1-1-1.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 주변의 안전 확보, 건설폐기물의 최소화 및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① 해체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공정 등을 포함한 일반사항.

② 해체공사의 진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시설물(전기 가스ㆍ상하수도 등)의 이동, 철거, 보호 등

에 대한 사항.

③ 해체공사 작업계획(해체작업순서, 작업안전대책, 해체공법, 화재 및 공해 방지 등)과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④ 해체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해체물의 처리계획.

⑤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과 같은 마무리 작업사항

⑥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낙하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등.

1-1-2.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률(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1-2 내지 

1-5을 참고한다.

 1-2. 해체공사 사전조사 

1-2-1.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계획 수립에 앞서 해체 시설물 등의 형태 규모 

및 공사주변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 등의 준공시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 관련자료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시설물 등의 규모, 구조 등 해체대상 시설

물의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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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등 조사.

시설물 등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등을 조사한다.

시설물이 PC 경우 접합방법에 따른 해체순서 등 사전에 확인 후 해체순서를 정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축물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작업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폐기물의 저장공

간, 가설도로 등 설치 가능여부를 조사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와 해체공사에 경험이 많은 철거업체 관계자로부터 해체공사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⑤ 공사현장 주변 매설물 확인  

해체작업(대형기계사용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매설물(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선

로 등)을 조사한다.

⑥ 잔존부위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해체공사 시행 중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⑦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해체작업(대형기계사용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지 내의 매설물(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

배선 등)을 조사한다.

⑧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한다. 특히 해체공사계획시 건설중장비를 사용하거나 흙막이재를 이용하는 경우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 시설물 등의 화재, 침수 및 지진 피해 상황과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의 침전물 유무 및 조치 상황을 조사 한다.

 1-3. 구조부재 상태조사 및 구조안전계획 수립

1-3-1.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구조안전계획 수립에 앞서 해체대상 시설물 등의 구조

부재 상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된 구조재료, 구조형식, 시공방법.

② 구조부재에 대한 손상과 저하의 정도.

③ 해체작업에 의한 연속부재의 붕괴 가능성.

④ 지하층, 지하탱크의 구조형식과 구조상태.

⑤ 노출되거나 숨겨진 가새 부재의 유 무.

⑥ 구조 벽, 철근콘크리트 벽, 벽돌 벽, 내력벽 또는 간막이 벽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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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캐노피, 발코니 또는 다른 형태의 건축구조 조사.

⑧ 시설물 등에 부착된 장착물(사인판, 햇볕 차단장치 등).

1-3-2.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특수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특별히 다른 해체방법이

나 절차가 필요한 구조부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3-3.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1-1-1의 제③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① 해체공사 전 과정에 걸쳐 해체 시설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전력이 필요한 플랜트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사용에 의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

거나 주변건물, 도로, 시설물 등에 손상을 유발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및 보강재(가

새 가설지지대 등)에 대한 구조 안전성 확인.

③ 해체작업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접한 도로, 지반, 시설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1-4. 해체공법의 선정 및 안전확보

1-4-1.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대상 시설물 등의 구조와 규모, 입지조건, 해체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① 가능한 수작업과 고소(高所)작업을 작게 하고, 기계해체를 주로 하는 공법은 작업자의 안전 및 제 

3자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한다.

② 해체공사 중의 소음, 진동,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해체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1-4-2.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① 공사현장 내에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해체작업 사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해체파편 등과 같은 낙하 비산물이 해체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위험방지대책을 실시

한다.

③ 해체작업에 따른 중장비 기계 작업의 안전을 확보한다.

④ 해체도중의 구조물과 구조부재가 불안전한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고 구조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⑤ 해체 전에 상부 고압선 등을 사전에 검토 후 제거 또는 방호조치 확인 후 철거작업을 실시

한다.

 1-5. 해체공사시 환경보전 및 부산물 처리

1-5-1.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다.

①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보전에 노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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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체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하거나, 기준치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체공법의 변경, 해체작업순서의 변경, 저소음형기계로의 변경, 소음발생원에 

대한 차음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한다.

③ 해체작업에 의해 분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살수, 분진방지 및 차단시설의 변경, 해체작업순

서의 변경, 해체공법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한 석면분진은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 관리법에 따

른 작업 및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주변으로의 비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기초와 지하구조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변 지반과 지하매설물 그리고 인접구조물 등

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1-5-2.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부산물은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① 반출공정은 철거부산물의 하역과 현장내의 반송 및 처리장까지의 수송시간을 충분히 검

토해 결정한다.

② 반출하는 운반차는 건설부산물의 중량, 형상,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필요해 따라 덩어리 

형태의 콘크리트는 2차 처리를 실시한다.

③ 해체공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부산물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철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폐기물의 절감 및 반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내부 또는 현

장외부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증을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적

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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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계 완료 단계

  2.3.1 점검사항

   1 조사업무 수행자료 검토

   2. 계획업무 수행자료 검토

   3. 설계사항(개략·예비·상세) 점검

   4. 각 설계 성과품에 대한 검토

   5.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준수 여부 확인

   6. 설계자문 준비

   7. 설계자문 및 심의결과 조치

   8. 용역기성부분 검토

   9. 설계용역비 정산 및 계약변경

  2.3.2 관리업무

   1. 예비준공검사

     1) 계약만료 30일전

     2) 계약기간 60일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7일전

     3) 계약기간 100일 이하의 용역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15일전

   2. 준공검사원 검토

     1) 설계 등 용역업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완료되었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접수 

   3. 설계 성과품 검토

     1)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설계용역 목적물이 발

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함

     2) 용역감독자는 그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한 

성과품과 설계입력자료 및 설계출력자료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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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를 따름

      - 설계 등 용역업자로부터 과업수행종료일 기준으로 과업내용서 상에 명

시한 기간 이내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아야 함

      - 설계 등 용역업자는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 도서를  

CD-ROM 등의 사본으로 제작하여 관리주체 등에 제출

     3) 성과품 검토 시 성과품이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

는지 여부 검토 등

   4. 기본설계 성과품의 내용

     1) 기본설계보고서

     2)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3)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4) 기본설계내역서(기본설계내역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수량산출서)

     5) 기본설계도면

   5.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수리계산서

     4) 설계내역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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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설계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토질조사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량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3) 토질조사보고서에는 조사,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 예상되는

구조물기초의 종류(직접․말뚝․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

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설계용역업체는 지하매설물도(종·횡단면도)를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5)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6)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기본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단위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하수관로 사업 등)의 경우 개별

시설의 계획사유에 대한 근거(현장조사 및 수리계산 결과 등)를 시설별로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

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기초의 종류(직접․말뚝․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록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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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범용프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Program)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 각 부분의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고 또는 첫 쪽(page) 및 결론부에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요약된 결론만을 제출하도록 한다.(국제기준)

7)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도록 하되, 가정값인 경우 근거기준(예, 조도계수 등 입력자료)을

기록하고 입·출 자료를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

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10)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의 장비 선정시 장비용량 계산서 및 냉난

방 설비의 부하용량을 산출하고 부하계산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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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비류를 선정할 때에는 형식별 성능을 비교 분석한 선정검토서를 제출

한다.

12) 각종 기전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다.

13)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시 경제성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라.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

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3)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 완료 시점의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5) 건설임금, 건설기계장비산정, 실적공사비는 당해 년도 상,하반기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시(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와 시중물가정보지 가격”을 조사하여 경제

적인 가격을 적용한다.

7)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여 적용한다.

8) 건설기계 가격은 국산기계는 공장도가격으로 도입기계는 달러로 표시하고,

연도초 최초로 외국환 은행이 공시하는 환율(기준환율)을 적용 시행한다.

단 3%이상 증․감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가격을 조정한다.

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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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시 Revision사유, 날짜,

담당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도면의 History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3) 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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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설계기준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등 기타 주요공사 사항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간단 ·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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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10) 전문시방서를 토대로 작성하되 전문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신기술

․신소재 도입 등 제반여건 변경 등으로 보다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한

부분은 전문시방서 공통분류체계에 맞춰 새로이 집필하거나 수정․

보완하고, 필요시 각종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11)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12) 설계내용의 특수성, 특허에 따른 기술제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자재나 장비를 사용하도록 사양(spec) 제안 규정 및 계약상대자

이익 제한 규정 제외

13) 기타 세부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작성은 공사설계설명서 작성요령

(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사.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

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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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자. 3 Cycle Cross Check(실시설계도서+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입찰안내서) 보고서 작성

1) 3 Cycle Cross Check(실시설계도서+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입찰안내서)는

설계의 오류 누락 등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중요하므로 필히 결과 보고서 작성

  차. 현장조사(육안조사 및 CCTV조사) 보고서

1)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량이 과대한

경우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수록내용 : 시설현황(부설년도 등),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

방법, 조사내용(사진포함), 결과 등

3) 조사결과 이상항목이 발견되었으나 경미한 경우 단계별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카.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 납품지침(도로 하천분야, 국토교통부

2011)”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

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7. 설계 성과품 공개 및 관리강화 

  1.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 공개 및 제출

○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2. 용역 준공시 공개현황 및 확인서 제출

○ 용역 준공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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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2013.7.1)]

1) 공사원가

○ 공사원가는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노무비, 경비의합계액을말한다.

2) 작성방법

○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재

료

비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순

공

사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총

원

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

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예

정

가

격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공사 손해

보 험 료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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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목 적용기준 비 고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가치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노무량 단위당 가격

•작업현장에서 보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경 비

기 계 경 비

산업안전보건관

리 비

보 험 료

전 력 비

운 반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폐기물처리비

안 전 관 리 비

•건설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요구되는 비용

•작업현장에서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산재

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

시험이 요구되는 비용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되는 비용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수 도 광 열 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지 급 입 차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소 모 품 비

여비.교통.통신비

세 금 과 공 과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건 설 근 로 자

퇴직공제부금비

기 타 경 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의 비용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KNOW-HOW비용

•당해계약목적물을시공하는데필요한직접필요한기술개발비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의 사용료

•시공의 작업조건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의 창고사용료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작업현장에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교통, 통신비

•시공현장에서 당해 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 및 인쇄제작비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등)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비용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 보수비용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반경비 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 및 의무지워진 경비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요율

이 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요율

총 원 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공 사 보 험 료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원가 ×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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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료비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나.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다.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 ·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

기구·비품의 가치

○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라. 부대비용의 처리

○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마. 재료비의 공제

○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간접노무비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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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노무비의 기준

○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 품질시험관리인 및 현장

감독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합계액. 단,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공사 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소장 ② 현장공무비(총무, 경리, 급사 등)

③ 기획. 설계부분종사자 ④ 노무관리원

⑤ 자재. 구매 관리원 ⑥ 공구담당원

⑦ 시험관리원 ⑧ 교육․산재담당원

⑨ 복지후생부문종사자 ⑩ 경비원

⑪ 청소원

다. 간접노무비의 계상방법

○ 직접계산 방법

- 현장관리인원을 산출하여 당해 노무비단가를 적용하는 방법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 비율분석 방법

- 임금 대장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직접노무비에 곱하여 산출하는

비율분석방법

∴ 간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그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

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Ⅱ 사업단계별

- 84 -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그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등)

14.5

15.0

15.5

15.0

공사규모별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4.0

15.0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0

15.0

17.0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기타경비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나. 기타경비의 기준

○ 경비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품셈 및 법령에 의거 산출 가능한

비목은 직접산출

○ 그 이외의 비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여비. 교통.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율이 없으나, 다수

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

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계상

다. 기타경비의 계상방법

○ 기타경비 비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여비. 교통.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기타경비 = (노무비(직노+간노) + 재료비) × 기타경비 요율 %

※ 기타경비 요율은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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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접경비의 계상방법

○ 직접경비

-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품셈 및 법령에 의거 산출

∴ 직접경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마. 세부비목 적용기준

○ 운반비(관급자재류 운반),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폐기물처리비, 보상비, 안전점검비, 기타법정

경비

○ 단위가격 세부비목 전체를 경비로 계상하는 비목

- 각종자재의 운반, 하역, 상하차 조작비용(공사현장에서의 자재, 골재, 토사운반

등은 기계경비 등으로 구분 적용)

- 시험비, 시험차량비

- 가설사무소 등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시설, 가설부지임대료 및 정지비 등

-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휀스, 교통신호시설 등 공사시행중 교통소통, 통행안전을

위한 비용

-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폐기물의 중간수집, 상차, 운반, 최종처리비 등

- 환경보전관련 가설방음벽, 분진방지망, 세륜시설, 오탁방지망 등

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 관련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2012.12.31)

나. 적용대상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다. 산출방법 : 산재보험료 =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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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

사업구분 산재보험 요율 (단위 : 1,000분율) 비고

건설업 37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령 26조의6,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3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126호,12.11.2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준

○ 총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관급재료비 포함) 4천만원 이상 적용한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대상 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

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 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단일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종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는 제외)

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 발주자는 공사 중․후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의 제출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정산시 감독이

감액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 관급자재가 없는 경우

- 안전관리비 대상액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① 안전관리비 대상액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 요율 + (기초액)

② 안전관리비 대상액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1.2

※ ‘①’항과 ‘②’항 중 적은 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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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126호, 12.11.23)]

대 상 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 ·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48(%)

2.66(%)

3.18(%)

2.33(%)

1.24(%)

1.81(%)

1.95(%)

2.15(%)

1.49(%)

0.91(%)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1.88(%)

2.02(%)

2.26(%)

1.58(%)

0.94(%)

※ 안전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고용노동부고시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 노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또는 궤도, 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

통신구) 신설공사

○ 중건설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신설(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등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

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9) 고용보험료

가.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8조, 시행령 제12조, 제6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시행령

제12조



Ⅱ 사업단계별

- 88 -

나. 적용대상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다. 산출방법 : 고용보험료 =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

라. 고용보험요율(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적용 : 조달청공고 참조)

토목공사
고용보험 요율(%) 비고

등급 규모(추정금액기준)

1등급 1,300억 이상 1.24

2등급 1,300억~700억 이상 0.92

3등급 700억~400억 이상 0.92

4등급 400억~270억 이상 0.83

5등급 270억~190억 이상 0.81

6등급 이하 190억~130억 이상 0.79

※ 추정금액 = 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10) 퇴직공제 부금비

가.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2-361호)

나. 적용대상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재료비+부가가치세)

다. 산출방법 :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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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보전비

가.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및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6(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나. 환경보전비의 기준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하여 반영

하며, 환경관련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등 기타 환경보전비는 산출금액의

12%를 추가 계산한다.

※ 기타 환경보전비 : 환경관련 교육. 훈련비, 환경관리 감리비, 발주자가

인정한 비용

○ 원가계산이나 표준품셈으로 산출 곤란시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환경보전비 적용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공사의 종류 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다.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 비산먼지 :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취, 절개 및 법면(法面)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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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

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폐 기 물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등 「폐기물관리법」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수질오염 :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라. 환경보전비의 계상방법

○ 환경보전비(요율적용)

-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원가계산이 곤란할 경우 직접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

-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산출하여

설계내역서에 단가를 적용하고 산출금액의 12%를 기타환경보전비로 추가 계상

- 환경보전비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시행령 제10조, 국민연금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나. 보험료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1개월 이상의 1건

계약공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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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적용은 상시근로자로 한정 보험법에 규정

○ 상시근로자란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18세미만 60세이상이 아닌자)

근로시간이 1개월간 80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다. 원가계산에 의한 보험료 계상방법

○ 국민건강(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요율

※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의 요율을 따른다.

구 분 적용요율(%) 비고

건강보험료 1.70

연금보험료 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13)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가.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나. 적용대상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공사(최저가대상공사)에 대하여는 덤핑입찰을 방지

하고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

다. 계상방법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해당요율% + 6.6백만원〕× 공기(년)

※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른다.

1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가.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13. 3. 26)

○ 국토부고시 제2010-956(’10.12.2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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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기준

○ 하도급계약시 소요되는 지급보증서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보증서 발급

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적용하는 요율을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한다.

○ 원칙적으로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다. 계상방법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해당요율%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른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2013. 6.19)

가.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시행령 규칙 제62조의 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 적용기준(국토부 2013. 6.18)

나. 계상방법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종합건설업 토목공사 0.41%)

16) 일반관리비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나. 일반관리비의 기준

○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법령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및그밖의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5.5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5.5

300억원이상 5.0 30억원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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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윤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나. 이윤의 기준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 이윤의 계상방법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요율 %

18) 공사손해보험료

가.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나. 대상공사

○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

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

전공사 ⑱변전공사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방안

․ 발주기관 도급비에서 공사보험 분리하여 가입

․ 관련근거 : 재무과-50910호(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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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손해보험료의 계상방법

○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보험요율 %

- (총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총공사원가와 합계금액에 손해보험율을 곱하여 적용

19) 부가가치세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나. 부가가치세의 기준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 지하철공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 지하철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

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도시철도공사 내부시설 개보수공사는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부산교통공단 질의 회신 내용)

다. 부가가치세의 계상방법

○ 부가가치세 =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

20) 폐기물 처리

가.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나. 폐기물처리비의 기준

○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 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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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운반비 : 폐기물의 분리수거,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 중간처리비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 선별, 파쇄, 압출, 중화, 탈수,

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 최종처리비 :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후 잔여폐기물을

매립, 소각 등 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

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한다.

○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상,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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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제경비 산출 예시

공사종류 : 토목공사, 공사규모 : 4억원, 공사기간 : 6개월 미만

구 분
비 목 금 액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A ※ 직접계상

간 접 재 료 비 B ※ 직접계상

작업설.부산물(△) C ※ 직접계상

소 계 D D=A+B+C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E ※ 직접계상

간 접 노 무 비 F F=E×9.8%

소 계 G G=E+F

경

비

기 계 경 비 H ※ 직접계상

산 재 보 험 료 I I=G×3.4%

고 용 보 험 료 J J=G×0.67%

건 강 보 험 료 K K=E×1.31%

연 금 보 험 료 L L=E×2.41%

퇴 직 공 제 부 금 비 M M=E×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N

"아래2가지 계산중 적은 것 적용"

(D+E+관급비)×2.48% ---①

(D+E)×2.48%×1.2 ---②

기 타 경 비 O P=(D+G)×4.8%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
증 서 발 급 수 수 료 P (D+E+H)×0.01%

환 경 보 전 비 Q 환경오염방지시설비 원가계산합×12%

소 계 R R=H+I+J+K+L+M+N+O+P+Q

일 반 관 리 비 S S=(D+G+R)×4.7%

이 윤 T T=(G+R+S)×15%

공 급 가 액 U U=D+G+R+S+T

부 가 가 치 세 V V=U×10%

도 급 금 액 W W=U+V

관 급 자 재 X ※ 직접계상(조달수수료 포함)

총 공 사 비 Y Y=W+X

※ 환경보전비 : 환경오염방지시설비는 환경보전비 작성요령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여 계산 값에 12%를 추가 한 것임.



건설공사 설계․설계변경 가이드라인

- 97 -

 22) 제경비 산출 기준

구분 내 용 적용대상 관 련 규 정 정산근거

간접

노무비

(현장

관리

인건비)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의

비용(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모든 건설공사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8조, 제34조

°예정가격작성요령 제3관5항나

산재

보험료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사 원가계산 시는 직접

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

계액(노무비)에 산재보험

료율을 곱하여 산정

모든 건설공사

[2천만원(부

가세제외)미

만의 건설공

사를 건설

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면허가

필요한 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와
시행령 제6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건설산업

기 본 법

22조

제5항
고용

보험료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

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3호,
시행령 제12조, 제6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4조,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

국민

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의 건강증진(질병,

부상)의 목적에 충당하는

보험료로서 공사원가계산시는

직접노무비에 국민건강보험

요율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 사 금 액 에
관 계 없 이
1개월이상의
공사에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시행령
제10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 제3조

°회계예규

정부 입

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지방자

지단체

입찰및

계약집

행기준

1장8절

국민

연금

보험료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목적에 충당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 제6조, 시행령 제2
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

1항

퇴직

공제

부금비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의
건 설 공 사 에
적용

°건설산업 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제
6조,

°고용보험법 제18조의2 및 시행
령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
35조의 3 등의 규정

°건설산업

기 본 법

시 행 령

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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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적용대상 관 련 규 정 정산근거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작업현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총 공 사 금 액
4,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

26의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건설기술

관 리 법

시행규칙

제51조의

3항

공사

이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최저가입찰대상공사에 대하

여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

서로 계약이행을 보증함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추정가격

300억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1항

건설

하도급

대금
보증서

발급

수수료

하도급 계약 시 소요되는

지급보증서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건설공사
에 적용

(전문공사,

전기공사 등

에는 적용

하지 않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1항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

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건설산업

기 본 법

시 행 령

제34조

의2제3

항 의거

정산

기타

경비

현장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품셈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불가능한 7개 비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

수료)

모든 건설공사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5 조, 제 19 조 제 3 항

환경

보전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
7조 건설업의
업 무 내 용 만
대상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

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별표16(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건설기술

관 리 법

26조5

일반

관리비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모든 건설공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이 윤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

들이는 이윤으로 영업이익을

의미함(순이익이 아님)

모든 건설공사 °예정가격작성기준 준칙 제 21조

공사

손해

보험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

대형공사

300억이상

200억이상

중(18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5조

°1장 입찰 및 집행기준 5절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4절 5호

공사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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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안전행정부 소관)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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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산출기준)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41조,별표14품질관리비산출및사용기준)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별표5,별표6호의기준내용연수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8항, 동시행규칙제51조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25)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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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설계내역서 작성 

  1) 설계내역서 작성순서

(1) 설계서(갑지)

(2) 설계설명서

가. 공 사 명 : ◯ ◯ ◯ 공사

나. 위 치 :

다. 사업개요 :

라. 사토장․토취장 위치

마.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공휴일, 휴일 등 모두 포함)

바. 기타사항

○ 입찰자에게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및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

○ 사업목적, 설계변경조건, 안전관리요령 등 현장설명서와 무관한 내용은 지양

(3)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공정표로 작성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 및 여건에

따라 횡선식 도표로 작성할 수 있다.

(4) 총괄내역서(을지)

○ 공통공사, 토공, 하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및 도로공,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품질관리비, 환경 보전비,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급가액, 부가세, 도급비, 관급자재비, 이설비 및 기타,

총공사비 순으로 한다.

(5) 제경비 산출서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윤 순으로 하되,

작성에 따른 요율적용은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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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급자재 조서(자재비, 조달수수료, 계)

○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요령에 따른다.

(7) 이설비 및 기타 조서

(8) 내역서(을지)

가. 공통공사

나. 토공

다. 하수공

라. 구조물공

마. 포장 및 도로공

(9)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가.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여야 한다.

나.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가 기본대가표에 없는 경우에는 공종분류체계를 숙지하여

설계자가 직접 대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발주서류 작성순서

○ 발주방침서, 내역서(갑지), 현장설명서,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총괄내역서(을지), 내역서(을지), 일위대가, 예정가격조서, 도면(표지, 목차, 표준

횡단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 종평면도, 구조물도 등), 단가산출서, 수량

산출서 순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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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32,35조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2013. 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2. 1)

   공공 발주자 역량 향상을 위한 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국토교통부, 2010. 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서울특별시 사전계약심사 운영지침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693호, 2013.2.14.)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보도환경개선과, 2013. 3)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건설공사 설계시 지하시설물 확인방법 개선(기술심사담당관, 2013. 3)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기술심사담당관, 2013. 5)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방안 검토(기술심사담당관,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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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용역 작성 예 ]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용역기간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발주기관 : ○ ○ ○ 확인자 : 용역감독(직위) ○ ○ ○ (날인 또는 서명)

분야 소 속 직 위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기술인협회
등록번호)

참 여
기 간

용역과업
수행내용

자격종목
(등록번호)

날인
(서명)

총괄
○○

엔지니
어링

상무
사업책임
기술자

제주도 1960.09.05
‘11. 01. 01
～ ‘11. 12. 31

사업총괄
도로및공항
기술사

제주도

도로
․
공항

○○
엔지니
어링

이사
분야별책임
기술자

거제도 1962.09.05
‘11. 01. 01
～ ‘11. 12. 31

도로계획
총괄

도로및공항
기술사

거제도

〃
○○

엔지니
어링

과장
참여
기술자

울릉도 1965.09.05
‘11. 01. 01
～ ‘11. 12. 31

노선선정
검토

토목기사 울릉도

구조
○○

엔지니
어링

부장
분야별책임
기술자

추자도 1962.09.05
‘11. 01. 01
～ ‘11. 12. 31

구조분야
총괄

토목구조
기술사

추자도

토질
․
지질

○○
엔지니
어링

과장
참여
기술자

가거도 1965.09.05
‘11. 01. 01
～ ‘11. 12. 31

토질조사
및 분석

토목기사 가거도

교통
○○

엔지니
어링

이사
분야별책임
기술자

안면도 1962.09.05
‘11. 01. 01
～ ‘11. 12. 31

교통분야
총괄

교통기술사 안면도

전기
○○

엔지니
어링

이사
분야별책임
기술자

안면도 1962.09.05
‘11. 01. 01
～ ‘11. 12. 31

전기분야
총괄

전기기술사 안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분야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별표 1의 기술

부문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 외에 별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

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예시) 교량, 항만,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 직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 정도로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책임기술자를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

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향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상의 업무내용을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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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목차 ▪목차

▪위치도 ▪위치도 ▪위치도

▪노선도 ▪일반도

- 범례

- 표준횡단면도

▪일반도

–범례․설계기준

–표준횡단면도

–편경사도

–좌표전개도

토공

▪노선 종평면도

(H=1/5,000,

V=1/500)

▪평면 및 종단면도

(H=1/1,200,

V=1/200)

- 본선

- 교차로

▪평면 및 종단면도

(H=1/1,200,

V=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부체도로

(필요시 작성)

▪토공횡단면도: 100m간격

(1/100～1/200)

- 본선

- 교차로

▪토공 횡단면도 : 20m 간격

(1/100～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필요시 작성)

배수공

▪배수유역도 ▪배수유역도

▪배수계획은 종평면도에

표기하며 별도작성 안함

▪배수계획 평면도

(측구․도수로 등)

▪배수구조물 일반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횡배수관

–수로BOX 일반도․구조도

–통로BOX 일반도․구조도

옹벽공 ▪옹벽 일반도 ▪옹벽 일반도․구조도

포장공 ▪포장계획도 ▪포장단면도

부대공 ▪부대시설도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교차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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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목차 ▪목차

▪위치도 ▪설계기준(설계 개요) ▪설계기준(설계 개요)

▪종평면도 ▪종평면도 ▪종평면도

▪지질주상도 ▪지질주상도

상부공

▪교량받침 배치도 ▪교량받침 배치도

▪상부 거더 일반도 ▪상부 일반도
–슬래브(바닥판) 일반도․구조도
–프리캐스트거더일반도․구조도
–강상형 일반도․구조도
–PSC박스 일반도․구조도

▪아치 일반도․구조도

▪표준횡단면도 ▪표준횡단면도․구조도

▪케이블 배치 개요도 ▪케이블배치일반도및주요단면

▪강연선 배치 개요도 ▪강연선배치일반도및주요단면

하부공

▪주탑 일반도 ▪주탑 일반도․구조도

▪교대 일반도 ▪교대 일반도․구조도

▪교각 일반도 ▪교각 일반도․구조도

▪기초구조 일반도 ▪기초구조 일반도․구조도

부대공
▪가시설 표준도

(개소별 테이블표)

▪시공순서개요도(시공계획도)

▪제작장 개요도

▪접안시설 개요도

▪옹벽일반도

▪배수시설, 점검시설 개요도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벽 상세도

▪가시설 종평면도
–교각기초 가시설 개요도
–일반터파기가시설개요도

▪가도․가교 및 축도 종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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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터널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목차 ▪목차

▪위치도 ▪위치도 ▪위치도

▪종평면도 ▪종평면도 ▪종평면도

▪지질 및 지보패턴 개요도▪지질 및 지보패턴 개요도

▪설계기준(설계 개요)

본선

▪표준단면도 ▪표준단면도

▪표준 지보패턴 개요도 ▪표준 지보패턴 개요도

▪표준지보공도 ▪표준지보공도

▪굴착 및 보강순서도

비상

주차대

▪비상주차대 표준단면도 ▪비상주차대 표준단면도

▪비상주차대 표준지보공도▪비상주차대 표준지보공도

▪본선 접속부 일반도

▪비상주차대 굴착 및 보강
순서도

피난연결

통로

▪피난연결통로 표준단면도▪피난연결통로 표준단면도

▪피난연결통로표준지보공도 ▪피난연결통로 표준지보공도

▪피난연결통로 접속부일반도

▪피난연결통로 구조도

갱문 및

기타

▪갱구부 계획도 ▪갱구부 계획도

▪갱구부 횡단면도 ▪갱구부 횡단면도

▪갱구부 보강도

▪개착터널 표준단면도 ▪개착터널 표준단면도

▪갱문 일반도 ▪갱문 일반도․구조도

▪공사용 강지보공 개요도

부대공

▪계측계획도

▪공동구 및 배수 개요도

▪개착터널 방수 및 배수
연결 개요도

▪포오폴링 개요도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개요도

▪프리그라우팅 개요도

▪터널내부타일붙임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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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설계(Preliminary Design)

3.1 목적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목적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등에 있어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주요

시설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을 위한 예비설계를 수행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3.2 대상

   1. 발주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

   2.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설계자문위원회 심의)

3.3 추진내용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 기준의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6.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8.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0.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11.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12.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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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작성

    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5.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16. 시설이용자 요구사항 사전 분석 설계반영

    17.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8.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3.4 설계기간 : 붙임 [별표1] 참조

   1. 충분한 설계 기간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을 확보

   2. 공사 규모와 특성, 발주기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별표1]의 공종별 설계기간 참고

○ 이때,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3.5 추진시 고려사항

   1.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며 이때 일간신문에 관련 사항

을 공고하고 14일 동안 공람실시

   2. 다른 법령에 의해 의견을 들은 경우 생략 가능

   3.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등을 관장하는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기본설계에 반영

   4.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기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기 동조항 제4항에 준용하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관리

   6. 설계 등 용역업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

   7. 설계 감리의 시행여부 검토

   8. 환경영향평가 실시

   9.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실시

   10.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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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과업내용서 등에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적용 명시여부 검토

   12. 성과품 검토 시 성과품이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토

   13. 기본설계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사후평가 이행 및 

결과입력 등 조치

   14. 자문회의 개최 시(착수, 중간, 최종) 공정관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3.6 추진절차(업무흐름도)

계약

․ 감독 선임

․ 착수신고서 확인

․ 선금지급(요청 시)

착수

․ 과업기본방침 제시

․ 과업수행방안 협의

․ 참여기술자 경력 확인

․ 과업수행계획서 검토

․ 관련기관 협의

조사업무

․ 현지조사 행정업무 지원

․ 발주기관 보유자료 제공(요청 시)

․ 설계 등 용역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계획업무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성과물 검토

․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인․허가관련 기관장 의견 청취

․ 설계 감리 시행여부 검토

․ 설계 등 경제성 검토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

향성검토 실시

성과물 검토

․ 기본설계 보고서 검토

․ 기본설계 보고서 별책 부록 검토

․ 수량 및 공사비 산출서 검토

․ 기본설계도면 검토

․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준수여부 검토

용역 완료

[ 기본설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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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본설계 점검 항목(Check List)

  1. 일반 및 공통사항 점검 항목표

항 목 및 내 용 관 련 근 거 점 검 확 인 비 고

1. 설계개요 ․ 설계범위와 규모는 결정되었는가?

․ 설계기간은 결정되었는가?

․ 공사시기 및 기간은 결정되었는가?

․ 공사입찰방법및관련서류는결정되었는가?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

감독의 업무

2. 일반사항

․ 설계감리대상여부는결정되었는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

․ 인․허가서류종류는결정되었는가?

․ 기술심의일정은 결정되었는가?

(용역계약 완료일 60일전인지 점검)

․ 타계약상대자와업무한계는결정되었는가?

․ 설계자문 여부는 결정되었는가?

․ 성과품작성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적절

한가?

․ 제출도서는분야별로적절하게책정되었는가?

․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기준으로 “전자설계

도서작성·납품지침”을준수하게되었는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건기법제21조3항

설계용역업무

수행기준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3. 기준및공사

시방서
․ 적용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기준, 편람,

지침은 결정 되었는가?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4. 조사항목 ․ 필요한 조사항목, 범위, 방법, 수량 등은 결정

되었는가?

-관련 계획자료 조사

-기타 필요한 조사

설계용역업무

수행기준

5. 설계조건 ․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특수사항은 결정 되었

는가?

․ 기타고려하여야할각종설계조건은결정 되었

는가?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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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관 련 근 거 점 검 확 인 비 고

6. 기존 자료

및 제공자료

․ 과업과관련있는기존자료는제공하였는가?

․ 기존 자료 중에서 설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하였는가?

․ 기존자료의내용및문제점은파악되었는가?

설계 용역

업무수행기준

7. 환경 및 경관

검토

․ 필요성여부는결정되었는가?

․ 필요한환경및경관검토자료의종류는 결정

되었는가?

․ 문화재에대한협의사항이결정되었는가?

자연공원법 제7장

8. 설계예산 ․ 설계용역대가는 산출방법에 따라 결정

되었는가?

․ 부가가치세, 조달수수료, 용지보상비, 법률

수속비는추정공사비에서제외되었는가?

․ 제비용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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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설계 점검 항목표

항 목 및 내 용 관 련 근 거 점 검 확 인 비 고

1. 설계일반 ․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는

가?

․ 설계의 주요 요점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사용할 설계기준은 파악하였는가?

과업수행계획서

작성기준

2. 조사 ․ 기존조사자료의내용은파악하고있는가?

․ 지형, 지질, 기상 등 주변현황은 파악하고

있는가?

․ 교통현황은 파악하고 있는가?

․ 하천현황은 파악하고 있는가?

․ 지장물은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가?

․ 용․배수현황은 파악하고 있는가?

․ 환경현황은 파악하고 있는가?

․ 주변의주요구조물현황은파악하고있는가?

․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등은 파악하고

있는가?

․ 관련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 경제성분석은적정하게행하였는가?

․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가?

기본설계 등에

관한세부시행기준

3. 사용재료 ․ 재료의 규격, 허용응력은 타당한가?

․ 특수재료의 공급조건은 확인하였는가?

․ 친환경 자재로 적용하였는가?

도로교설계기준

(제2장)

토목공사일반표준

공사시방서

(제1장,1.6.10)

4. 구조형식

및공법
․ 구조형식은 적정한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등)

․ 비교안은 검토되었는가?

․ 환경문제 및 민원으로 인한 공사 제약사항은

확인하였는가?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5. 에너지절약

계획

․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계획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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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관 련 근 거 점 검 확 인 비 고

6. 지반조건 ․ 토질정수를비롯한지반의물성치는타당

한가?

․ 암반인 경우 암의 종류, 층거와 절리상태,

단층파쇄대와 풍화변질대의 위치, 상태 등은

검토되었는가?

․ 구조물과 주상도의 위치관계는 타당한가?

․ 추가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 조사간격 및 수량은 적정한가?

․ 지반조사 평가방법은 적정한가?

․ 지반정보시스템은충분히이용하였는가?

도로설계요령 4권

9-1편

7. 영향평가 ․ 환경 및 교통, 재해 영향평가의 필요성,

기본개념, 범위 등을 이해하였는가?

․ 필요한환경및경관영향검토는적정하게 검토

되었는가?(소음․진동, 대기오염, 경관 등)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자연재해 대책법

8. 성과품작성 ․ 성과품은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을 준수하고

있는가?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8.1 보고서 ․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이 당초계획과

다름이 없는가?

․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 제출하게 되는 요약

보고서는 적절한가?

․ 기본설계에서 빠진 항목은 없는가?

․ 보고서는합리적으로작성되어있는가?

․ 과업의목적은명확히작성되어있는가?

․ 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가?

건설공사

설계도서작성기준

8.2구조계산서 ․ 사용프로그램의설명은 되어있는가?

․ 설계조건은 명확한가?

․ 계산상의 문제는 없는가?

․ 단면응력검토및안정검토는되어있는가?

․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가?

8.3수리계산서 ․ 유역도는 작성되어있는가?

․ 설계조건은 명확한가?

․ 수리계산상의 문제는 없는가?

․ 배수의 유출량과 통수량은 조사되었는가?

․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가?

․ 수리계산서에서 시산법에 의한 것들의 과정

이 정확히 수록되었는가?

건설공사

설계도서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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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관 련 근 거 점 검 확 인 비 고

8.4 설계도면 ․ 위치도는 적절한가?

․ 축척은 도면의 이해에 효과적인가?

․ 도면의 각종표기사항은 표준화, 동일화되어 있

는가?

․ 주요구조물의구조계산된 B.M.D, S.F.D 등은기재

되어있는가?

․ 종평면도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

도록 작성되었는가?

․ 구조계산 결과치가 정확히 설계도면에 반영

되었는가?

․ 기본계획사항 및 조사의 주요사항은 적절히

표기되어 있는가?

․ 설계도면의시공시 유의사항, 설계주요사항 등

시공자의이해를돔기위한주석(Note), Key Plan

등이효과적으로작성되었는가?

․ 기능공, 초급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도면이 작성되어 있는가?

․ 제일 앞에 설계도면의 List가 빠짐없이 작성

되었는가?

9. 건설계획 ․ 단계별 사업비(보상비 등 포함) 산정하였

는가?

․ 건설공기 산정 및 공정계획 수립하였는

가?

10. 건설공사

사후평가

․ 설계완료 후,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사후평가서”

를작성하였는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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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2013. 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2. 1)

   공공 발주자 역량 향상을 위한 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국토교통부, 2010.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보도환경개선과, 2013. 3)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기술심사담당관, 2013. 5)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방안 검토(기술심사담당관,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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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설계(Detailed Design)

4.1 목적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결정한 노선, 기본선형, 구조물 위치 및 형식 등을 근거로 

하여, 공사에 필요한 상세구조를 설계하고, 경제적이고 또한 합리적으로 공사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 대상 :. 발주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

4.3 추진내용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무 검토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3.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4.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5.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6.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7.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현지조사 및 토석정보시스템 등 이용)  샘플링, 

품질시험 및 자재공급계획

    8.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9.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10.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1.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12.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거 내역서에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3.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14. 공사단계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결정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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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 의견수렴

   16. 시설이용자 요구사항 사전 분석 설계반영

   17.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 시행

4.4 설계기간 : 붙임 [별표1] 참조

  공사 규모와 특성, 발주기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별표1]의 공종별 설계기간 참고

- 이때,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4.5 추진시 고려사항

1.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 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 실시 

     -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은 기본설계 내용 완료시 

설계심의 추진

   2. 설계 등 용역업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

   3. 설계 감리의 시행여부 검토

   4. 설계 등 경제성 검토

   5. 환경영향평가 실시

   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실시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

   8. 과업내용서 등에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적용 명시여부 검토

   9. 성과품 검토 시 성과품이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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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문회의 개최 시(착수, 중간, 최종) 공정관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 시행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경우

        -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 보수, 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 보안을 요하는 국방, 군사시설의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 및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4.6 추진절차(업무흐름도)

계약

․ 감독 선임

․ 착수신고서 확인

․ 선금지급(요청 시)

착수

․ 과업기본방침제시

․ 과업수행방안협의

․ 참여기술자 경력 확인

․ 과업수행계획서 검토

․ 관련기관 협의

조사업무

․ 현지조사 행정업무 지원

․ 발주기관 보유자료 제공(요청 시)

․ 설계 등 용역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설계업무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성과물 검토

․ 관련기관 의견 청취

․ 설계 감리 시행여부 검토

․ 설계 등 경제성 검토

․ 환경영양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실시

성과물 검토

․ 실시설계 보고서 검토

․ 실시설계 보고서 별책 부록 검토

․ 수량 및 공사비 산출서 검토

․ 실시설계도면 검토

․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준수여부 검토

용역 완료

[ 실시설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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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실시설계 점검 항목(Check List)

  1. 일반 및 공통사항 점검 항목표

항 목 및 내 용 관 련 근 거 점 검 확 인 비 고

1. 설계개요 ․ 설계범위와 규모는 결정되었는가?

․ 설계기간은 결정되었는가?

․ 공사시기 및 기간은 결정되었는가?

․ 공사입찰방법및관련서류는결정되었는가?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

감독의 업무

2. 일반사항 ․ 설계감리대상여부는결정되었는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

․ 인․허가서류종류는결정되었는가?

․ 기술심의일정은 결정되었는가?

(용역계약 완료일 60일전인지 점검)

․ 타계약상대자와업무한계는결정되었는가?

․ 설계자문 여부는 결정되었는가?

․ 성과품작성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적절

한가?

․ 제출도서는분야별로적절하게책정되었는가?

․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기준으로 “전자설계도

서작성·납품지침”을준수하게되었는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건기법제21조3항

설계용역업무

수행기준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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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관 련 근 거 점 검 확 인 비 고

3. 기준및공사

시방서
․ 적용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기준, 편람,

지침은 결정 되었는가?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4. 조사항목 ․ 필요한 조사항목, 범위, 방법, 수량 등은 결정

되었는가?

-관련 계획자료 조사

-기타 필요한 조사

설계용역업무

수행기준

5. 설계조건 ․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특수사항은 결정되었는

가?

․ 기타 고려하여야 할 각종 설계조건은 결정되었는

가?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6. 기존 자료

및 제공자료

․ 과업과관련있는기존자료는제공하였는가?

․ 기존 자료 중에서 설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하였는가?

․ 기존자료의내용및문제점은파악되었는가?

설계 용역

업무수행기준

7. 환경 및 경관

검토

․ 필요성 여부는결정되었는가?

․ 필요한환경및경관검토자료의종류는결정되

었는가?

․ 문화재에대한협의사항이결정되었는가?

자연공원법 제7장

8. 설계예산 ․ 설계용역대가는 산출방법에 따라 결정 되었는

가?

․ 부가가치세, 조달수수료, 용지보상비, 법률

수속비는추정공사비에서제외되었는가?

․ 제비용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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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시설계 점검 항목표

항 목 및 내 용 관 련 근 거 점 검 확 인 비 고

1. 설계일반 ․ 설계 목적은 이해하였는가?

․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

는가?

․ 설계의 주요 요점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과업내용서

2. 설계조건 ․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요구사항 및 조치

계획이 적절한가?

․ 관계기관과의협의사항이이루어졌는가?

․ 자문회의결과를 어떻게수용하였는가?

과업내용서

3. 조사 ․ 기존조사자료의내용은파악하고있는가?

․ 지형, 지질, 주변현황등은파악하고있는가?

․ 교통현황은 파악하고있는가?

․ 하천현황은 파악하고있는가?

․ 지장물은상세히 파악하고있는가?

․ 용․배수현황은파악하고있는가?

․ 주변의교통시설은파악하고있는가?

․ 환경현황은 파악하고있는가?

․ 주변의주요구조물현황은파악하고 있는가?

․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등은 파악하고 있는

가?

․ 관련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있는가?

․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가?

조사자료

도로설계요령

(제1권 2편 5)

조사자료

4. 사용재료 ․ 재료의 규격, 허용응력은 타당한가?

․ 특수재료의공급조건은확인하였는가?

․ 친환경 자재로 적용하였는가?

토목공사일반표준

공사시방서

5.구조형식

및 공법

․ 구조형식은 적정한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등)

․ 비교안은 검토되었는가?

․ 공사방법 및 순서는 명확한가?

․ 공사작업장의Space는확인하였는가?

․ 기자재운반로는 확보할수 있는가?

․ 환경문제 및 민원으로 인한 공사 제약사항은

확인하였는가?

․ 가시설 계획은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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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관 련 근 거 점 검 확 인 비 고

6.지반조건 ․ 토질정수를 비롯한 지반의 물성치는 타당

한가?

․ 암반인 경우 암의 종류, 층거와 절리상태,

단층파쇄대와풍화변질대의위치, 상태등은 검토

되었는가?

․ 허용지지력 또는 지반반력의 값은 타당하게

설정되었는가?

․ 지반의액상화가능성은검토되었는가?

․ 구조물과주상도의위치관계는타당한가?

․ 연약지반에서 압밀침하, 부마찰, 측방이동

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가?

․ 지하수위의 적용 값은 타당한가?

․ 추가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 시공시에조사및확인할사항이있는가?

․ 조사간격 및 수량은 적정한가?

7. 교통처리

계획

․ 단계별 시공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은 수립하였

는가?

8. 환경및

경관

영향검토

․ 필요한 환경 및 경관영향검토는 적정

하게 검토 되었는가?

(소음․진동, 대기오염, 경관등)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자연재해 대책법

9. 중간단계 및

각종의견

반영여부

점검

․ 초기 및 중간단계의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는 적절 한가?

․ 관계기관과의협의사항이이루어졌는가?

․ 교통, 경찰, 지장물 유관기관과 협의사항은

반영되었는가? (주,야간공사. 지장물 이설비)

․ 각종 정책에 따른 추가비용은 조사되었는가?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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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관 련 근 거 점 검 확 인 비 고

10. 가시설

및 시공

상태점검

․ 적용기준은타당한가?

․ 구조해석방법은타당한가?

․ 하중조합은타당한가?

․ 하중재하방법은타당한가?

․ 사용재료의물성치와강도는타당한가?

․ 구조해석(계산) 프로그램은 검증(공증)을 받았

는가?

․ 시공순서는정확히반영되었는가?

․ 설계단면력(휨모멘트, 전단력, 축력등)은 적정

값이선정되었는가?

․ 단면응력은검토되었는가?

․ 시공법, 시공순서는 타당한가?

․ 공사용도로, 운반로계획은타당한가?

․ 공사Yard/Space 는확보되어있는가?

․ 지장물 처리방법(이설 혹은 매달기)은 적절한

가?

․ 안전성은충분히확보되어있는가?

․ 인접구조물의보호대책은적절한가?

․ 공사 후 도로복구계획은 적절한가?

11. 건설계획 ․ PERT/CPM에 의한 공기산정, 공종별 시공

단계 물공량, 자재/장비 수급 등 적정성 검

토는 하였는가?

12. 성과품작성 ․ 성과품은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을 준수하고

있는가?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12.1 보고서 ․ 위치도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가?

․ 보고서는과업목적내용과일치하는가?

․ 제출문은 작성되었는가?

․ 참여기술자는 확인되었는가?

․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

및성과가상세히기록되었는가?

․ 요약보고서는 적절한가?

․ 상세설계에서빠진항목은없는가?

․ 보고서는합리적으로작성되어있는가?

․ 과업의 목적은 명확히 작성되었는가?

․ 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가?

건설공사

설계도서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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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관 련 근 거 점 검 확 인 비 고

12.2 구조

계산서

․ 사용프로그램의설명은되어있는가?

․ 설계조건은명확한가?

․ 계산상의문제는 없는가?

․ 가시설에대한구조계산은되어있는가?

․ 단면응력검토및안정검토는되어있는가?

․ 협의사항은반영되어있는가?

․ 구조계산을 실시한 작성자와 검토자의 서명이

정확히기록되었는가?

12.3 수리

계산서

․ 유역도는 작성되어있는가?

․ 설계조건은 명확한가?

․ 수리계산상의 문제는 없는가?

․ 배수의유출량과 통수량은조사되었는가?

․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가?

․ 수리계산서에서 시산법에 의한 것들의 과정

이 정확한가?

건설공사

설계도서작성기준

12.4 설계

도면
․ 위치도는적절한가?

․ 축척은도면의이해에효과적인가?

․ 도면의 각종표기사항은 표준화, 동일화되어

있는가?

․ 주요구조물의구조계산된B.M.D, S.F.D등은기재되

어있는가?

․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은되어있는가?

․ 구조계산을 실시한 작성자와 검토자의 서명이

정확히기록되었는가?

․ 기본계획사항 및 조사의 주요사항은 적절히

표기되어있는가?

․ 설계도면의 시공 시 유의사항, 설계주요사항 등

시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

(Note), Key Plan 등이효과적으로작성 되

었는가?

․ 구조계산 결과치가 정확히 설계도면에 반영되

었는가?(구조물치수, 철근세목, 보강부등)

․ 기능공, 초급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이작성되어있는가?

․ 제일 앞에 설계도면의 List가 빠짐없이

작성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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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공사

시방서

․ 보고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에 설계

및공사사항이적정히반영되어있는가?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공종에대한규정사항이있는가?

․ 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은 명시되었는가?

12.6 설계

예산서

․ 설계 설명서의 구성은 적정한가?

․ 노임기준은 타당한가?

․ 각종재료, 중기단가는 타당한가?

․ 단가산출서의 작성은 적절한가?

․ 품셈기준은 적정한가?

․ 관급자재 및 기타 관급사항은 적정히 포함

되어 있는가?

․ 운반비 산출은 적정한가?

․ 설계내역서의 작성은 적절한가?

․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의 공

종별 항목들이 일치하는가?

12.7 수량

산출서

․ 총괄 자재 집계표는 작성되어 있는가?

․ 공종별수량집계표는작성되어 있는가?

․ 단위는 적정한가?

․ 오기는 없는가?

13. 에너지

절약계획
․ 에너지소비량은 얼마로 계획되었는가?

14. 건설공사

사후평가

․ 설계완료 후,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사후평가서”

를작성하였는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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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

억

500-1,00

0억
1,000억이상

100-500

억

500-1,00

0억

1,000억이

상

도로 8 9 14 8 12 14

철도 12 13 15 12 15 18

지하철 13 16 17 24 27 30

공항 12 13 16 12 13 15

하천 12 18 24 7 10 12

항만 12 13 14 10 11 12

댐 13 14 15 14 15 16

상하수도 16 19 21 14 16 18

건축 4.5 7 9.5 7 7.5 8

단지

조성
4 - - 7 - -

비고 1.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2. 단순, 보통, 복잡 등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에 ±10%의 범위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3. 실시설계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기간의 1.3～1.5배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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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32,35조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2013. 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2. 1)

   공공 발주자 역량 향상을 위한 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국토교통부, 2010. 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건설공사 설계시 지하시설물 확인방법 개선(기술심사담당관, 2013.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693호, 2013.2.1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서울특별시 사전계약심사 운영지침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보도환경개선과, 2013. 3)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방안 검토(기술심사담당관,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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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사 단계

제1장 공사계약의 체결

1. 개요

 1.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함.

 1.2.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 간인)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설계서, 규격서 (물품)

   4. 과업내용서 (용역·물품 등)

   5.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6.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7.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8.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9.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0.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1.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2.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3.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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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용어의 정의

   1.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

○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또는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

○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

관리법」제27조에따라 책임감리를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 간인) 

○ 계약상대자의 주소와 성명, 공사명, 계약금액, 현장,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기재한 서류(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공사도급표준

계약서 별첨)

   5. “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의 준말로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

   6.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의 착공, 공사자재,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계약해제, 위험부담 등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서류

   7. “공사계약 특수조건”

○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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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설계서”

    ○ 현장설명서,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를 말한다.

① “현장설명서”는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②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③ “설계도면”는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④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비목과 그 품목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준말 : 물량내역서)

[ 공사종류별 설계서의 구성 ]

      

수의계약

사후계약
총액입찰 내역입찰

대 안 입 찰 설계․시공

일괄입찰원안부분 대안부분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

수의계약공사,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에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

신기술․ 신공법 등으로 사후계약공사

   9. “산출내역서”

○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일명 : 계약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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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계약문서의 효력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1.5 산출내역서의 효력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1.6 통지문서의 효력

1.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음

2.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3.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날부터효력이

발생함.

 1.7 계약문서 효력 우선순위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

1.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며,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계약문서)에 의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력 인정(조달청 계약공사는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적용)

①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② 계약서

③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④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⑤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입찰유의서

⑦ 현장설명서

⑧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⑨ 설계도면

⑩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⑪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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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1.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3.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및 도면, 

공정표 등에 대하여 분야별 공사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위해 경유한 후 계약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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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

발 주 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계

약

내

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현 장

지 연 배 상 금 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연 월 일

그 밖 의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

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서류 : 1. 공사 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 약 상 대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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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정부 계약의 특징 ☜

○ 계약의 의의

- 계약(Contract)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서 성립

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관계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계약당사자가 각자 상대방에 대하

여 의사표시를 말하고 이것을 합치시킴으로서 상대방에게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라고 정의함.

○ 정부계약은

- 사법상 쌍무계약이며, 민법상 일반 원칙이 적용됨.

○ 민법상의 계약일반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 → 복잡한 절차법으로 제약

-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 물가변경, 설계변경, 기타변경

- 권리남용 금지 원칙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설정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

하도급자 선정을 지역소재 업체로 제한

○ 정부계약의 원칙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중시

- 공공기관 :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

- 민간업체 :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

- 경제성과 공공성 간의 균형유지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

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질 때 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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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사계약의 이행

1. 착공․공정 보고

 1.1 착공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공사공정예정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발주기관 요구시 공정별·계절별 안전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1.2 산출내역서 등 공사 관련서류 제출

   1. 다음 해당하는 공사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게 해야 한다.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최적가치 낙찰제나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않은 공사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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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5.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공사현장 종사자의 업무

 2.1 공사현장대리인

-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

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

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공사현장 근로자

-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

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관리에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

6조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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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공사감독관

-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거나 설계서에 제시된 기준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

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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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 

구조물의 대체 ․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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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6. 휴일작업 및 야간작업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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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건설공사기준의 위계

법(시행령,시행규칙)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공고

국토교통부등

발주기관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등

관리주체

표 준

설계설명서

국토교통부 등

관리주체

전 문

설계설명서

하위 기술기준(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요령, 표준도)
국토교통부

관리주체

- 설계 기준 :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조건

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도로설계기준 등 21종)

- 표준설계설명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

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 등 19종)

- 전문설계설명서 :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에 대한 특정공사 시공 또는 시방서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 등 11종)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설비,시공체계,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

□ 건설공사 기준

구 분 내 용

시 방 서

∙ 설계․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

설물별로 적절히 응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

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만든 도서

설계기준
∙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

편 람

∙ 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의 전 단계에서 나열

할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특별한 작업과 관련되지 않아 기준에 기술하기에

곤란한 사항, 기술자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작성

하여 실무에 쉽게 활용하도록 만든 도서

요 령

∙ 설계․감리 및 시공의 기술기준과 재료시험방법 작성 등에 대하여 현장기

술자가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및 시방서나 자재

규격의 범위를 쉽게 풀이하여 작성한 업무요령

지 침

∙ 설계․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

설물별로 적절히 운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

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작성한 도서

표 준 도

∙ 교각, 암거, 옹벽, 맨홀 등 구조물과 같이 유사한 설계빈도가 많고, 공법

및 설계 기준 등이 동일한 구조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적용하

거나 참고 할 수 있도록 표존화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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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설계변경

1. 설계변경 개념

 1.1 개요

공사시공 도중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꿀 만큼 변경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 설계변경이란 설계서 변경의 준말임

   1. 설계서는 계약문서

설계서는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계약문서 중의 일부임

   2. 설계서에는 금액이 없음

설계서인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는

금액이 없음. 금액이 있는 산출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표준품셈,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근거 등은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3. 물량내역서가 설계서가 아닌 공사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는 공사의 종류에 관계 없이

설계서에 포함되나, 물량내역서는 ① 수의계약공사 ② 일괄입찰공사 ③ 대안입찰

에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 ④ 신기술․신공법 등으로 사후공사의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님

   4.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의 관계

1)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이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닌 계약문서임

- 물량내역서(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이 있으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단가, 금액)의 누락․오류 등이

있다하더라도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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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입찰자)가 작성․제출

-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공종별로 규격, 단위, 수량을 기재하고 우측의 단가

․금액을 공란으로 작성하고, 산출내역서는 이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와 금액을 작성 제출하는 계약문서임

2. 설계변경 사유(유형별)

 2.1 설계서 하자의 경우

   1. 설계서의 불분명·오류·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2.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3.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2.2 신기술․신공법(기술개발보상)의 경우

   1. 계약상대자의 새로운 신기술·신공법 제안

 2.3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1.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3.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는 경우

3. 설계변경 절차(요구 주체별)

 3.1 계약상대자 요구 : 서면통지 → 계약담당자 검토 → 설계변경 조치 → 시공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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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승인여부를 통지(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제3항)

3.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4항)

  3.2 발주기관 요구 : 서면통지 → 계약상대자 검토 → 설계변경 조치 → 시공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개요서,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서면 통지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 설계변경 개요서만 통지 가능

2.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

하여 설계변경 이행가능 여부를 서면 통지

  3.3 설계변경 절차(업무흐름도) 

    1. 설계변경 절차(일반공사) : 【붙임 1】

    2. 설계변경 절차(대형공사)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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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설계변경 절차(일반공사)

(계약상대자 요청 : 설계도서 하자) 설계변경 사유 발생 (발주기관 요청 : 계획변경 등)

↓

설계변경 신청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지시

(발주기관)

변경신청도서 검토

(발주기관)

이행 가능여부 검토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승인

(발주기관)

관련설계 도서 검토

(발주기관)

[ 세부절차(흐름도) ]
설계변경 도서 제출

(계약상대자)

․변경사유서 및 금액 산출내역서

․설계변경 도서 등

↓

․구조적 검토 필요시

․설계자 구조 검토

설계도서 검토

(공사감독관)

․변경내용,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변경금액,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변경도서 승인

(발주기관)

․검토 보고서 작성 및 방침 결정

․예산확보 및 관련부서 협의

↓
변경승인 통보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공문서로 통보

․공사중 유의사항 포함

↓
시공계획서 작성

(계약상대자)

․신규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수립

․자재조달 계획 수립 등

↓
공사의 시행

(계약상대자)

․공사중 안전, 품질관리 시행

․소음, 진동 등 민원대책 수립

↓
대가지급 신청

(계약상대자 → 발주기관)

․변경 설계도서 제출

․대가지급 요청 내역서 제출

↓
시공상태 확인

(발주기관)

․시공상태 합동점검(유지관리부서)

․변경도서 적정성 확인

↓
대가의 지급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공사대금 지급

↓

준 공
․준공도서 확인

․시설물 인수인계(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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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설계변경 절차(대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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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변경 시기

   1.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2.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방법

 5.1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

할 수 없는 경우)한 경우 ➡ 설계자 의견과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여부 결정

-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

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 설계서 보완

    3.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 일치

    4.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 공사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 일치

    5.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해 우선내용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6.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현장상태에 따라 변경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

관에게 동시에 통지

-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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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신기술 및 신공법(기술개발보상)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1. 절차 : 서면제출→계약담당자 검토→설계자문위원회 심의→설계변경 조치→시공

    2. 방법

1)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적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의해 설계변경

2)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

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

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②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③ 수정공정예정표

④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⑤ 그 밖의 참고사항

3)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

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새로운 기

술․공법 등을 제시하여 공사비의 절감․공기의 단축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

어 설계변경을 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 요인이 있더라도 절감

공사비의 30%만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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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기술 공법 선정 절차도(업무흐름도) 

신기술 적용가능 공종 및 공법 확인

 

신기술별 검토자료 요청
(발주기관 → 보유자)

신기술별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발주기관 「신기술 공법선정 가능여부」 검토
및 사전평가

▾ 신기술 공법 선정시 ▾ 신기술 공법 선정 불가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신기술별 평가 및 평가표 작성

- 최적의 신기술 1개 공법 선정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신기술별 평가 및 평가표 작성

- 적용불가 신기술 제외한 공법 선정

  

설계에 신기술 반영 적정여부 심의요청
- 신기술 1개 공법 제출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선정 심의요청
- 신기술 후보군 3개 이상 제출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평가표제출

  

‘신기술 적정여부’ 심의
(서울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 심의
(서울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설계 반영 공사발주

 발주기관 이행절차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 이행절차



Ⅲ 공사 단계

- 152 -

 5.3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 절차 : 서면통지 → 계약상대자 검토 → 설계변경 조치 → 시공

   2. 사유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3. 방법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

보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 설계변경개요서

-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

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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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사유 및 방법 요약 ]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방법

설계변경
요청자구분 구체적 사유

설계서
하  자

설계서 내용 불분명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여부 결정
계약상대자

설계서 누락 ․ 오류 설계서 보완 계약상대자

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에 물

량내역서를 일치
계약상대자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물량내역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중 최

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

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를

확정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 일치

계약상대자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 변경 계약상대자

기술개발
보상

신기술․신공법 제안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

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제안내용 대로 변경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필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
발주기관

6.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1. 설계자 의견청취

- 설계변경 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구비서류

- 해당 공정의 수정예정공정표, 해당공정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조정이 요구되

는 계약금액 및 기간,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사항 등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

출하도록 조치

※ 수정 설계도면, 수정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소요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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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변경 검토사항 및 체크리스트(Check List)1)

 7.1 설계변경 검토(보고)서 작성방법

- 설계변경 검토서는 설계변경의 사안과 중요도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

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일률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 그러나 설계변경 검토서 작성 목적이 설계변경의 행위가 규범적으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설계변경의 결정권자에게 설명하는 행위라 간주된다면 설계변경 행

위의 적정성과 준법성 위주로 기술되어야 하며, 결정권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1. 개 요

-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계약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으

로 변경되는 계약내용은 "계약금액과 공사기간" 이므로 다음 표의 예와 같이 요

약될 수 있다.

구분
계약금액(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당초 변경(예정) 증감 당초 변경(예정)

총괄 13,915 14,288 373
'12. 7. 1

~'14. 6.30

'12. 7. 1

~'14. 9. 6
내역서 참조

1차 4,600 4,600 -
'12. 7. 1

~'13. 6.30

'12. 7. 1

~'13. 9. 6

2차(예정) 9,315 9,688 373
'13. 7. 1

~'14. 6.30

'13. 9. 7

~'14. 9. 6

- 또한 개요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개략물량을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공

종별 혹은 사안별로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개략물량과 금액 대비표 작성

  2. 설계변경 경과

- 설계변경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 요약 작성

- 경과의 내용은 상호 간 문서로 통지된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

1) 이승현(2009), 공공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예문사, pp23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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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계변경 사유 및 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 명시

- 발주처의 요구 등 그 사유가 발주처에 있을 경우, 발주처의 공문을 근거로 사유

명시

   4. 공사량 검토

- 기산출한 공사량에 문제가 없을 경우 요약된 공사량만 명시

- 공사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 있는 공사량 변경을 요구하며 변경된 공사량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을 간략하게 명시

   5. 단가 및 공사비 검토

- 설계변경 단가적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단가임을 명시

- 신규단가의 경우, 신규단가 Check list 양식(1,2)에 의거 검토한 내용 기술

- 협의단가의 경우, 협의단가 Check list 양식(3)에 의거 검토한 내용 기술

- 제경비 산정 시 내역서와 제경비 요율의 상호 비교한 내용을 요약하여 명시

(양식 4참조)

- 단가와 관련된 일반적인 현황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 작성(예 : 환율, 노임단가의

적용시점)

     ※ 단가 적용 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 계약상대자 요구

① 물량감소 : 계약단가

② 물량증가 : 계약단가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

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③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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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요구

① 물량감소 : 계약단가

② 물량증가 또는 신규비목 : 협의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결정.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중간금액

․ 중간금액 = 산정한 단가와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 제비율 증․감분

․ 제비율 증․감분은 산출내역서 상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

할 수 없음

-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항목 부활 :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인 계약단가 적용

[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비교 ] 

구분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

감소

물량

․감소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처리

․ 좌 동

증가

물량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을 경우에는 예정가격 단

가 적용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

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

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신규

비목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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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관련 단가의 구분 ]

구 분 개 념

계약단가
∙ 계약내역서상의 단가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혹은 낙찰자로 선정되어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신규단가
∙ 규범적인 단어는 아니며, 계약된 산출내역서에 비목이나 공종의 존

재하지 않아 계약단가가 없어 새로이 만들어진 단가를 의미함.
설계당시

단 가

∙ 규범적인 단어이며 흔히 “설계단가”라고도 칭함. 설계변경 당시의

재료비, 인건비 및 품셈 규정에 맞추어 산정한 단가

협의단가

∙ 계약단가와 설계단가 혹은 계약단가와 낙찰가 사이에 상호간에 협

의해서 산정한 단가로 예정 협의율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었지만

2005.9.8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

약단가와 설계단가(낙찰가)의 중단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예 정 가

∙ 공공공사의 발주 시 입찰 전에 낙찰자의 결정 기준을 삼기 위하여

미리 정하는 가액을 말하며, 발주자가 발주할 공사에 대하여 지불

하고자 내정한 최고 한도의 가격을 의미함.

낙 찰 가

∙ 규범적인 단어는 아니며,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는 단어임. 입찰시 예

정가 대비 낙찰받은 율을 단가 산정 시 고려하기 위하여 계앾된 품

목의 단가에 일률적으로 낙찰률을 곱해서 산정한 단가를 의미함.

  6.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소요예산 조치(확보) 방안

  7. 공기연장 검토

- 공기연장과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근거 명시

- 설계변경으로 연장되어야 하는 공사기간을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개략적으로 산

정하는 것보다 변동 공사량과 이로 인한 공정률 변동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공사기간을 산정

- 공기연장을 산정할 때 주공정을 고려하여,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만 공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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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설계변경 Check list 양식 : 설계변경 시 중요한 검토내용 확인

[ 설계변경 Check List - 설계변경 시 사전 점검항목 ]

구 분 점검 항목 비 고

방침서

및

현황 검토

○ 변경 방침서 최종 결재 이행 확인

○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확인

○ 설계변경시 사전 관련부서 협의 대상 확인

관계법령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 지방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적합성 검토

- 설계변경 사유 해당 유무 검토

○ 당초 설계자 의견 청취 및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검토

○ 현장실정 및 설계변경 보고서 내용이 설계내역에 기 반영된

내용인지 여부 적정 여부 확인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조건 및 내용 확인

○ 총계방식(1식단가)의 경우

-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단가

의 구성내용이 변경되었는 지 여부 확인

○ 시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시공 적정 여부 확인

- 시방서나 설계도면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확인

○ 시공방법 변경 시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변경 설계도서

및

내역서 작성

○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설계서 작성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변경 내역서 작성

-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 일치

- 계약단가 변경 공종 확인

-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상의 제비율 변경 적용 확인

․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제비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

하였는지 여부

○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 검증 확인

수량(물량)산출

서

작성

○ 수량산출서 수량과 설계도면 일치 여부

○ 수량산출서 수량과 물량내역서 일치 여부

○ 토공 유용계획 확인(절토, 성토, 잔토 등)

○ 물량산출시 토량 환산계수 적용 여부

○ 사토장별 반출 물량 및 운반거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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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점검 항목 비 고

단가 적용

○ 신규비목의 경우 단가 산출 근거 확인

(표준품셈 적용 여부 등)

○ 증가물량의 단가

- 계약단가로 적용하였는 지 확인

○ 당초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설계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

물량의 적용단가

- 예정가격단가(설계단가) 적용하였는 지 확인

○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합

금액을 적용하였는 지 확인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에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성

실히 협의하여 결정

환율 및 노임

적용

○ 기준환율 적용(1월2일, 단, 현재 환율 변동 폭이 기준 환율

에 비해 3% 이상 변경 시 현재 환율)

○ 1월, 9월 발표 노임 적용기준 확인

할증율 적용

○ 할증율 적용시 표준품셈 내용 확인

- 표준품셈에 명기된 할증 적용

※ 할증율 적용 방법 : 노무비 할증 적용시 ｛기본품 × (1+할증

1+할증2 + . .)｝을 ｛기본품×할증1×할증2× . .｝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물가조사

○ 시중물가지 3개 이상 조사 확인

○ 거래 조건 검토(상차도, 현장도착도 등)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견적서 처리

○ 견적서 단가산출 근거 및 적정성 확인

- 견적업체 2개 이상 기준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 기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행정사항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작성

- 표준시방서 및 서울시전문시방서 참조 작성

- 특수공업 및 주요 자재 사용 등을 고려 작성

○ 수정공정표 작성

- 착공시 제출된 고정표를 고려하여 수정공정표 작성

- 총공사기간 및 물가변동(E/S) 등을 고려하여 수정공정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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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 신규단가(일반공사) Check List ]

시점
노임 적용시점

물가조사서 적용시점

낙찰률
예정가격 원

낙찰가격 원

번호 공종
설계당시 단가 적용단가

근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양식 2)  [ 신규단가(대형공사) Check List ]

시점
노임 적용시점

물가조사서 적용시점

번호 공종
설계당시 단가

근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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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 협의단가 Check List ]

협의율
협의율이 50%초과일

경우 그 이유

확인 비고

번호 공종

계약단가 신규단가 협의단가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계

(양식 4)  [ 간접비 산출근거 ]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내역서요율 재정부요율 적용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

소계

1.간접노무비

2.산재보험료

3.안전관리비

4.기타경비

5.일반관리비

6.이윤

7.부가가치세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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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운영

1. 심의 내용

  1)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가·부 결정, 적절한 추진방법 제시 등

  2)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의 시행방안 결정 

    - 공개경쟁이 아닌,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시행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5조)

2. 심의 대상

  1)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으로 증액부분이 다음에 해당

    - 20억원～50억원 미만공사 : 1회 증액부분이 2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공사          : 1회 증액부분이 5억원 이상

  2) 공사중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허가(인가) 조건의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변경 또는 주요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의 예시

◆ 지상도로 구간이 터널(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계획변경

 ◆ 구조물의 기본형식의 변경(예시 거더교 ⇒ 아치교)

◆ 주요 설비용량 증가 및 방식 변경

◆ 시설물(건축물)의 위치 이동 및 규모(층수, 면적 등) 변경 

◆ 기타 이와 유사하게 변경되는 경우

        ※ 단순 물량(수량)변동, 물가변동에 의한 단순 변경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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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위원 구성 : 10명 이내

   1) 사업계획변경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수 및 분야는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관련전문가에 시민단체 포함

     - 보완설계 용역을 경쟁입찰 외 방법으로 입찰코자 할 경우 재무국장(과장) 포함

구  분 총공사비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위원장 사업주관 실․국․본부장 행정2부시장

위  원

경영기획관, 도기본 시설국장, 

계획부서 담당 기획관, (재무과장), 

관련전문가 6명 이내

기획조정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획부서 담당 실․국․본부장, (재무국장), 

관련전문가 6명 이내

       ※ 간사 : 기술심사담당관(위원장 진행 보조 및 위원회 운영)

4. 심의시기 : 변경 방침 수립 1개월 전

5. 심의절차

   1) 심의절차(건설기술심의 설계심의 절차 준용)

안건작성
위원회
상정

심의계획수립
(일정, 

위원선임)

위원선임 
통보 

(검토의견서 
징구)

검토의견 
조치계획
(계획 부서)

사업계획
변경조정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
통보

(계획 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설계변경공사시행 ⇠설계심의 ⇠투․융자 재심사 ⇠사업계획변경방침 ⇠
(공사부서) (기술심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계획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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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의 자료 공개

     - 공개시스템 : 건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One-PMIS)

     - 공개 대상 : 설계변경 전과정(참여위원, 상정안건 및 관련자료, 결정 내용 

및 의사록, 관련 공문 등) 

          ※ 설계변경 사항 등 공개를 위한 One-PMIS 기능개선 : '14.상반기(도시기반시설본부)

   3) 시 행 일 : 2014. 1. 1부터

   4) 심의요청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http://98.33.1.64)에 심의요청 등록

5. 관련근거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신설 및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기술심사담당관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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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약금액조정

1. 계약금액 조정제도

 1.1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 원칙

    1.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전에 확정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예외는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계약금액 조정제도임

    2.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 원칙 예외 중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음

 1.2 계약금액 조정제도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 공사계약 이후 당초에 예기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정변경으로 설계서가 부

적합하게 된 경우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공사

계약 일반조건 )

1)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및 설계서 간의 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 계약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원만한 계약이행을 도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3.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을 제외한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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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요

   1. 조정개요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함

     2) 설계서의 작성주체, 누구의 요청, 누구의 책임사유, 물량의 증감 및 신규비목 등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됨

     ※ 당초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조정불가(계약단가 변경불가)

   2. 조정요건

    1)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되어야 함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가능함

    2) 일정기준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승인을 얻어야 함

낙찰율이 86%미만인 공사는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2.2 일반공사의 계약금액조정

   1. 계약상대자 요구

     1) 물량감소 : 계약단가

     2) 물량증가 : 계약단가

※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3)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2. 발주기관 요구

     1) 물량감소 : 계약단가

     2) 물량증가 또는 신규비목 : 협의단가 = (산정단가)~(산정단가×낙찰률)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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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

위 안에서 협의결정.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중간금액

※ 중간금액 :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3. 제비율 증․감분

제비율 증․감분은 산출내역서 상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4.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항목 부활 :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인 계약단가 적용

  5.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 대형공사의 계약금액조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2)

  1. 대형공사의 구분

    1) 대형공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 : 일괄입찰과 대안

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공사

※ 특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

하는 공사) 포함

    2) 일반공사(그 밖에 공사)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이외의 공사

  2. 대형공사의 특성

일반공사(기타공사)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을 하나, 대형공사 등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을 한다는 점만 다를 뿐 그 외에는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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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형공사의 계약금액조정 기준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계약단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의 단

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

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3)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4. 대형공사의 계약금액조정 특징

    1) 원칙 : 증액 불인정

-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2) 예외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한

하여 증액 인정(설계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

①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②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

관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 ·개정으로 인한 경우

④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⑤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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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토지 ·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

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⑦ 불가항력과 물가변동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

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경우

  5. 계약금액조정 유형 비교

    

계약금액 조정유형
기 존 비 목

신규비목
물량감소 물량증가

일반공사

계약상대자

요청
계약단가 계약단가 산정단가×낙찰율

발주기관

요구
계약단가 산정단가×(1~낙찰율)사이 협의결정 좌 동

대형공사

계약상대자

귀책
계약단가 금액 증액조정 없음 좌 동

발주기관

사유
계약단가 계약단가~산정단가 사이 협의결정 산정단가

기술개발

보상

계약상대자

요청
해당 절감액의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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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2)

     1. 개요       

공공공사에서 사용되는 자재는 구매 주체에 따라 사급자재와 관급자재로 나뉜다.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구매하는 것이며,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구매하여

자재를 공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사급자재가 관급자재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는 이에 대한 관련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 관급자재의 사급전환

       1) 자재전환 요건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재를 전환해야 할 경우

-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

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

-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전환절차

-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통보

-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단,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 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의 대체 사용 승인 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음

      3) 전환된 자재의 단가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이승현(2009), 공공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예문사, pp17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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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비목의 경우

․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인한 경우

⇒ 승인을 서면으로 통보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승인을 서면으로 통보한 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두 단가의 중간단가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율과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

령 및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급자재의 관급으로의 전환(행정안전부 회계통첩 회계계약제도과-547(2008. 4. 16))

원칙적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유의사항
(2008. 4. 16. 안전행정부 회계통첩)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로 전환하여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계약상대자와의

사급자재 계약금액(계약단가× 관급전환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①－②)을 대가 지급시 공제한다.

① 관급자재 전환시 소요금액 : 관급자재비 + 조달수수료 + 제경비

② 사급자재계약금액: 관급전환대상(사급계약단가 ×관급전환수량) +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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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총계방식(1식 단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개요

     1)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 단

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2)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총계방식(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

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조정기준(회계 41301-1854호, '99.6.17)

     1) 변경되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를 기준

으로 산출

     2) 계약대상자가 단가 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상

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2.6 신기술 ․ 신공법 제안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절차 : 서면제출 → 계약담당자 검토 → 설계변경 조치 → 시공

   2. 개요

     1) 새로운 기술· 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적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의해 설계변경

     2)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②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③ 수정공정예정표

④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⑤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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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정기준(회계 41301-1854호, '99.6.17)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

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

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 공법 적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제출

     6)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신기술·신공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70% 계약상대자 지급 - 인센티브)

[ 설계변경 주체별 단가 적용 방법 비교 ]

구 분 계약상대자 요구 발주기관의 요구 새로운 기술 ․ 공법

감소물량 ․계약단가 ․계약단가 ․계약단가

증가물량

․계약단가(단, 계약

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에

는 예정가격단가)

․설계변경당시 단

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

서 협의

․계약단가(단, 계약단

가가 예정가격단가보

다 높은 경우에는 예

정가격단가)

신규비목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조정금액

․당초금액과 비교하

여 증감금액을 그

대로 조정

․당초금액과 비교

하여 증감금액을

그대로 조정

․당초금액과 비교하여

절감액의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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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1 조정개요

   1. 계약체결 후 물가의 급등락에 의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채용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계약금액 조정하는 제도

   2.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국가계약법 제19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

- 지방계약법 제22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2 조정요건

   1. 공사금액 총액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총액조정제도」와 특정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단품조정제도」로 구분

구 분 기간 요건 등락(변동) 요건

총액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① 품목조정률 3%이상

② 지수조정률 3%이상

* 조정률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산

단품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

* 순공사원가의 1%이상인자재

   2. 기간요건, 등락(변동)요건, 절차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기간요건, 등락(변동)요건

① 계약체결(장기계속공사의 제1차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기간요건)

(1회 이상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② 입찰일을 기준일으로 하여 조정율이 지수,품목 조정율 100분의 3이상,

단품조정 100분의 15이상(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 증감

*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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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 계약체결일 1차 조정기준일 2차 조정기준일

← 지수, 품목조정 3%, 단품조정 15% 이상 →

← 90일 이상 → 3%, 15%, 90일 이상

    2) 절차상 요건

- 증액시 계약상대자, 감액시 발주기관의 조정청구가 있어야 함

- 조정요건 충족시 계약상대자의 조정요구에 대한 조정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이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공사량의 조정을 통한 대가지급이 가능함

 3.3 조정방법

    1. 조정방법 선택과 계약서 명시

-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품목조정율을 계약서에 명시

-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 동시적용 불가하며, 계약이행중 조정방법 변경불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2013. 7.1) 제13장 제7절에“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2. 조정방법의 종류

    1) 품목조정율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률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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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수조정율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각 비목군의 순

공사원가에 대한 계수(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 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률(K)을 산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K가 100분의 3이상인 때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 그

산출방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 순공사원가：계약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함

<지수조정률 및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 비교>

구 분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개 요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

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

여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 또

는 비목의 가격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조 정 율

산출방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하고,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

여(계수)한 후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 산정

적용대상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거래실례가격또는원가계산등에의한

예정가격을기준으로체결한계약

장 점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

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율 산출이 용이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

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물가변동

내역이 실제대로 반영 가능

단 점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물가변동

내역이실제대로반영되지않을가능성내제

매 조정 시마다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

용 도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

(장기,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계약금액의 구성품목 또는 비목이 적고

조정 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

(단기, 소규모, 단순공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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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조정금액 산출기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6절)

   1. 조정기준일

① 조정 기준일이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

결일, 2차이후 계약금액 조정은 직전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어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 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된 날을 말함

※ 계약당사자가 조정 신청한 일자, 발주관서의 조정승인일, 실제 계약금액 조정지

급일 등은 조정기준일이 될 수 없음

   2. 물가변동 적용대가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며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 이행의 지체사유가 정부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함

②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은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

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

정표를 제출하게 되며, 수정이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

용대가를 산출

③ PS항목과 같이 시공 당시에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 P.S항목(Provisional Sum)

미확정 잠정(개략)단가로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으며(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89조 1항),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

조, 동법 시행령 제89조 2항 기준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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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정 신청일

① 조정 신청일이란 계약체결 후 기간요건(90일) 및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

요건(3%)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하여 발주처가 접수한

날을 말함

② 조정신청일은 기성대가 공제 시 중요한 요건이 됨

   4. 선금의 공제

① 선급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부분

② 선금급률 및 공제금액

◦ 선금급률 =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당해 계약금액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③ 장기계속공사계약,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 체결분 또는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④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된 선금은 공제하지 않음32

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선지급된 노무비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

   5. 기성대가 지급 및 준공금 지급의 경우

①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

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②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성

대가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③ 준공금 지급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음검토실무 __ 33

   6. 단품슬라이딩에 의한 조정

    1) 의의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 E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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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

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 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 주는 제도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

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

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

(1)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

(2)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3) 총액조정과 단품조정이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는 총액조정을 우선 적용

   3)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4) 적용대상공사  

(1) 서울시에서 발주된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2007일 9월 20일

이후 새로 입찰 공고된 공사에 적용한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 177호,

'08.7.7) 부칙 2항에 의거 '07.9.20일 이후 입찰하여 시공한 공사라도 예규

시행 전('08.7.7) 종결된 계약은 단품슬라이딩 신청이 불가능하나, 계약종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슬라이딩 신청이 있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하다.3)

3) 이승현(2009), 공공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예문사, P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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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1) 다음의 경우에는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절의8)
-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

: 5% 이상 증가

- 물품구매계약 : 10%이상 증가

-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조정률이 3%이상(물품구매 계

약은 6%) 상승하고 기타 객관

적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노임단가의 평균 등락률이 7%이상 증감

-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이상 증감

-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 : 5% 이상 증가

- 물품구매계약 : 10%이상 증가

-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 가

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이상 증감

-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조정률이 3%

이상(물품구매계약은 6%)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제7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계약체결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 조정률이 3%이상 증감)에 계약금액 조정함

  9. De- Escalation 

-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조정 하는 방법으로 D/S(De-escalation)

이라고 한다.

- 조정방법은 E/S(Escalation)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계약금액 감액조정

은 발주기관이 준공대금지급 시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관

계서류를 구비하여 통보하고, 감액처리 한다.

- E/S(Escalation)와 D/S(De-escalation)의 규정 중 계약상대자가 선금급을

지급받은 경우 Escalation은 선금을 공제하는 반면 De-escalation은 선금급

을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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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물가변동 검토절차 흐름도

   1.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 단 계 〉 〈 항 목 〉 〈 검 토 내 용 〉

1단계 물가변동

기본요건

○ 기본요건기간 등락요건 동시충족 여부

○ 물가변동 조정방법(품목)

○ 조정기준일(직전일) ±3% 적정 여부

○ 2회이상 동시요청시 순차적용 검토

2단계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 예정/실행공정율 적정 여부

○ 기성대가 제외, 개산급 적용 여부

○ PS항목 제외 여부, 신규비목 포함 여부

○ 적용대가 2가지 산출 적정 여부

(지수용, 조정금액용)

3단계 적용단가 결정
○ 적용단가 결정(기준/비교시점)

- 노임, 자재, 환율

- 계약일, 조정기준일

4단계 등락률/등락폭

산출

○ 단위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률 산정

○ 등락폭의 단가 산출

- 등락률 × 직전 조정기준일 계약단가

5단계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품목조정률 산출

○ 등락요건 충족여부

6단계 조정금액 산출 ○ 선금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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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 단 계 〉 〈 항 목 〉 〈 검 토 내 용 〉

1단계 물가변동

기본요건

○ 기본요건(90일, ±3%)이상 동시 충족 여부

○ 물가변동 조정방법(지수)

○ 조정기준일(직전일) ±3% 적정 여부

○ 2회이상 동시 요청시 순차적용 검토

2단계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 예정/실행공정율 적정 여부

○ 기성대가 제외 개산급 적용 여부

○ PS항목 제외 여부, 신규비목 포함 여부

○ 적용대가 2가지 산출 적정 여부

(지수용, 조정금액용)

3단계 비목군 분류

및 계수 산출

○ 산출내역서상 비목별 분류�

○ 비목군별 금액 및 계수확인

4단계 비목별 물가변동

지수 산출

○ 비목별 적용지수 확인(기준/비교시점)

- 노임, 환율, 생산자지수, 제경비율

- 계약일, 조정기준일

5단계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지수변동률, 조정계수 확인

○ 지수조정률 산출

○ 조정률 3%이상 유무 검토

6단계 조정금액 산출 ○ 선금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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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1. 조정개념 및 유형

   1.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

거리, 휴일 및 야간작업 등과 같은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

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공사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등의 약인조건

2)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3) 휴일작업과 야간작업(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경 및 설계변경 이외 사항을 의미하며

○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함.

 4.2. 조정기준

    1.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

    2.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긴급한 경

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시기 등을 정하고 이행가능)

    3. 제비율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식 준용(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4.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5. 실비 산정 기준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7절 실비 산정)

 4.3. 유형별 실비 산정 기준

   1.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

     1) 간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는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

출하여 해당 직종의 정부공표 노임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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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비

-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은 계약상대자의 지출 증빙자

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

     3) 보증수수료 등

-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2.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

변경된 거리에 대한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중간금액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고 운반로가 추가된 경우

- 조정금액=당초계약단가+추가거리에 대한 협의단가

당초운반로 추가

     2) 당초 운반로 중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 조정금액= (당초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취소부분 계약단가)+대체운반거리에 대

한 협의단가

당초운반로 취소

대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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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취소된 경우

- 조정금액 = 대체거리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협의단가

당초운반거리 취소

대체결정

   3. 휴일작업과 야간작업(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1)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

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

청구 불가

-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추가비용 청구 가능

   4. 그 밖에 실비의 산정(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

공사기간 변경, 운반거리 변경 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

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일반관리비 및 이윤(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르되 법정율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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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 정산

 5.1 사후정산(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

    1.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2.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 등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5.2 정산절차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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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정산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

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5.4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5.5 선금의 사용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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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제비율 검증

 6.1 개  요

    1.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최초 계약금액과 설계변경 

시 산출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이윤 등)를 입력하면 제비율의 오류 

및 과다계상 여부가 확인되도록 만든 프로그램 임

< 관 련 규 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라항』의 규정에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

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

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발주

당시의 제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수식 오류 및 검증절차 소홀로 예산을 과다지출하는

사례가 기관마다 반복하여 발생

   2. 2010. 9. 28 : 「제비율 검증프로그램 보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37호)

 6.2 제비율 검증 절차

   1. 자치구 및 본청 실국 등 (계약 및 지출부서가 동일한 부서)

공 사 시 행 부 서 추산 및 계약 부서

① 제비율검증(원가관리시스템)

② 과다산출 금액 확인

③ 변경설계서 및 검증 확인서 추산 및

계약부서 통보

① 최초계약 금액 및 설계변경 금액 확인

(검증확인서 대조)

② 제비율 검증확인서의 과다산출 금액 확인

③ 금액확인 후 추산 및 재 계약
    

    2. 본부 및 사업소 (계약 및 지출부서가 이원화 부서)

    

공 사 시 행 부 서 추산 및 계약 부서 지 출 부 서

① 제비율검증(원가관리시스템)

② 과다산출 금액 확인

③ 변경설계서 및 검증 확인서

추산및계약(지출)부서통보

① 최초계약 금액 및 설계변경

금액 확인 (검증확인서 대조)

② 제비율검증확인서의과다산출

금액확인

③ 금액확인 후 추산 및 재 계약

① 제비율 검증 확인서 첨부

여부 확인

② 최초계약 금액 및 설계변경

금액확인 (검증확인서대조)

③ 금액확인 후 지출

 6.3 행정사항

   1. 공사시행 전 부서는 설계변경 시 제비율 검증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검증 

결과를 계약 및 지출 담당자에게 통보

   2. 계약 및 지출부서는 제비율 검증 결과서를 확인후 변경계약 및 지출

   3. 제비율 접속사이트 :  http://98.33.1.151/cnst/main.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