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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struction project with a total construction cost of over 10 billion KRW should be evaluated whether construction 

works are appropriately executed. The evaluation is carried out on quality management, process management, 

construction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implementation period is within 60 

days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of the construction, from the time when the construction rate of the construction 

work has progressed by more than 90% to the construction cost. However, the participating construction engineers 

should prepare the evaluation within the perio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criteria, but there are difficulties in 

preparation for the evaluation due to the reasons such as the change of engineers in charge and loss of data.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procedure of construction evaluation and adjusts timing of construc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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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에 따른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공정관

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사 완성도 등 수행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와 현장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실시시기는 해당 공사의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 이내이며, 

발주청에 의해 시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평가를 담당해야하는 참여기술자들은 평가기준에 맞춰 기간 내 평가준비를 실시하

여야 하지만, 담당자 변경이나 자료손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준비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시공평가의 

절차를 조사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시공평가를 위해 적정시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시공평가 시기 조정 방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준공검사 완료 및 통지가 발생한 

이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보고서접수, 검토, 확인, 세부계획 수립, 평가실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참여기술자들이 준공 후 시공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참여기술자들은 준공검사 후 시공평가를 받기위해 평가기준에 의거해 준비를 해야 하지만 용역 준공 후 타 현장에 배치 받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존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담당자 변경이나 자료손실 등 제대로 된 시공평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시공평가를 받기 전 준공검사를 받는 2주 기간에는 참여기술자들이 건설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을 시공평가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시공평가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준공검사 및 시공평가의 3주 프로세스를 적용하고자 한다. 3주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이 준공검사 2주, 시공평가 1주로 기간을 두어 원활한 평가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프로세스이다. 준공검사를 진행하는 14일 동안 

참여기술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준공검사와 더불어 시공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시공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한다. 시공평가 1주 기간에는 기존의 평가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참여기술자들의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질적으로 향상된 시공평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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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준공검사 및 시공평가 3주 프로세스

3. 결 론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수행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와 

현장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 후 60일 이라는 평가시기에 참여기술자들이 타 현장으로 배치가 되고 그로인해 

본래 건설현장의 담당자 변경 및 자료손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공검사 2주, 시공평가 1주의 기간을 

두어 3주 프로세스를 적용시킴으로써 원활한 평가체계를 이루도록 평가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주의 준공검사 기간에 

시공평가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면 시공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질적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체계적인 시공평가를 

위해서는 준공평가 내용을 시공평가에 직접 활용하는 방법과 시공평가 과정에 참여기술자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시공평가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시행되어 평가결과에 따른 책임을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묻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법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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