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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ion period is longer than the non-disclosure in civil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 And this process is 

intensive at the beginning and end of construction. Because this project management expertise is required.

Nevertheless, subsidiary work(Working avoid a tendency of advanced technician, Frequent turnover and employment 

contracts, etc.) management attention of construction is at a lower level. Because of , there are the bad factors(trial and 

error, finish degradation, etc.).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Hindrance Factor of quality control on apartment complex 

construction work and presented importance of civil construction engineer’s role. Also, forms of civil construction 

engineer, Performance experience and technical Strength of apartment complex construction was investigated for the 

construction. To this end,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s of civil construction engineer, Performance 

experience and technical Strength of apartment complex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of evaluation as required by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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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하주차장 진입부 보도의 단절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소규모 물량의 다공종으로 구성된 아파트 토목공사는 공사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기간이 길고 착공초기와 준공 무렵 공정이 집중되는 

등 공사관리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기술자의 근무 기피경향, 잦은 이직, 계약직 채용 등 건설사의 부대공사 

관리 관심도가 낮아 시행착오, 마감의 질 저하 등 부실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옥외공간 조성공사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요인과 타공사와의 간섭, 공사물량의 시기별 편중 등 

품질관리 저해요인을 분석하여 토목공사 책임기술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또한 책임기술자의 기술력이 건설공사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시공평가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 예비적 고찰

2.1 공동주택 토목공사의 특성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토목공사는 전체공사비의 4%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다공종, 

소량의 공사가 건축·설비 등 타공종 공사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진행되고, 타공종의 목

적물들이 토목 마감공사에 장애물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토목분야 책임기술

자는 공종간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요구된

다.

2.2 시공평가 결과의 활용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100억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공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토목분야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평가는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완성도 등 6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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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항목은 시공관리분야(총점 45점) 13개 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고 현장의 시공상태를 반영하는데 비중이 높은 3가지로 

시공관리 분야의 시공계획서 이행여부(8점),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7점),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만족비율(8점)이다..

3. 추진성과 및 상관관계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여 최근 3년간 준공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은 50개 공구였다. 조사에 활용한 3개 항목은 

시공평가표 상 시공관리 분야 13개 항목 중 점수 비중이 큰 3개 항목으로 각각 백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조사한 시공평가 점수는 토목 책임기술자가 특급, 고급, 초급, 중급 순으로 높게 나와 대체로 거설기술인 등급이 높을수록 평가점수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중에 책임기술자를 교체한 현장은 그렇지 않은 현장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공사 중 책임기술자를 교체한 현장의 경우 교체 시 등급이 하향한 경우와 상향된 경우 항목 간 점수의 변이도 상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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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설기술인 등급별 시공평가표 상 시공관리 일부 항목별 점수 평균값

4. 결 론

근래에 들어 아파트가 거처 종류별 가구분포 비율의 47.1%를 차지하는 등 아파트 거주의 주거형태가 일반화되면서 아파트 옥외공간도 쾌적

한 정주여건 담보는 물론 커뮤니티 공간과 디자인을 가미한 차별화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 내부는 각 공종별 

작업장이면서, 토목공사가 완공된 형태이다. 이는 토목공사의 마감 시 건축·설비시설, 조경시설 등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토목 책임기술자에게는 공종간의 간섭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율해야 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기술자의 기술 수준과 시공평가표 관련항목의 점수가 비례분포를 보임을 검증하였다. 주택건설에서 책임기술자의 기술 

수준이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에서는 공동주택 토목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를 확보해야 할 것이

다. 이로써 공사과정에 있어 시공 품질의 상승을 도모하고 종합심사낙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평가를 대비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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