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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ruction market became generally opened to overseas and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has competed with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enterprise of 

which technical knowledge is superior. In order to compete with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mpanies,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needs more continuous 

promotions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improving the level of technique of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to meet the international norm.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better standards of engineering output such as 

drawings and specifications to correspond the changing integration system and bidding 

system in preparation for grow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study starts with 

comparison and analys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thods and standards for 

preparing design drawings. And it continues to delve into actual drawing preparation 

practic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ones for road and subway construction. 

Finally, the study presents a better way of the standardization of the main drawings 

such as general plan, longitudinal drawing, cross section, structural drawings and 

temporary structure for new bidding systems of historical cost estimation and whole 

specification tender and for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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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 건설산업은 입낙찰제도, 발주방식, 적

산제도 등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건설시장

이 전면개방화 되어 국내 건설업계는 기술력이 뛰

어난 외국 건설업체와 경쟁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는 국내의 여러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외국 건설

업체가 쉽게 국내 건설시장에 뛰어들지는 못하지만 

2002년 도하개발 아젠다(DDA)1)협상의 출범을 계

기로 건설분야에 국제규범의 적용 요구가 높아지며 

앞으로 곧 건설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활

발하게 외국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때가 올 전망이

다. 특히 외국 건설업체의 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

는 업역 제한, 입낙찰제도의 개선요구가 증대할 것

이다. 이렇게 경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의 건설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현재와 차이는 있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결

과를 보면 선진국대비 국내 건설기술 수준은 67%

에 불과하였다.(국토교통부 2002) 분야별 수준에서

는 시공기술 분야의 기술수준보다 기획과 설계 등 

엔지니어링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들 선진 외국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건

설엔지니어링의 기술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개

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변하고 있는 적산 

제도와 입낙찰제도에 부합되며 국제적 경쟁이 본

격화 될 때를 대비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히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 작성기준에 관한 

연구가 가장 미흡한 분야중 하나이다. 1998년도에 

건교부에서 발행한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에서는 설계단계별 성과 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만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도면 작성기준은 포함하

1) 도하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 

고 있지 않다. 2004년도에 작성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은 도면작성의 실무적인 작성

방법을 나타내고 있지만 도로와 하천에 국한되어 

있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도면 작성방법을 기준으

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건설환경에서 도면

작성 지침서로 활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현

재 작성되고 있는 설계도면을 보면 설계단계별 설

계도면의 작성범위가 뚜렷하지 않고 지나칠 정도

로 상세하고 중복된 작업이 많아 비효율적이며 설

계 기술력 향상보다 도면 작성에만 너무 많은 시

간을 할당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선진 외국 건설업체와 경쟁을 대비

한 국내 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해 재검토한다. 둘째

로 건설시장의 본격 개방화에 대비하여 국제수준의 

설계도면 작성기준안을 제시한다. 셋째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정착과 순수내역입찰제 적용을 위한 설계

도면 작성기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는 도로, 지하철 건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중심으로 연

구하였는데 다른 건설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기

준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설계도면 작성기준

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수준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우선 국내와 국외의 설계도면 작성기준과 관

련된 지침과 법령을 조사, 비교한다. 그리고 건설

분야 중 도로와 지하철 두 분야를 택해서 실제 도

면작성의 실태를 조사, 비교한다. 설계도면 작성기

준과 실제 도면 작성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국제

수준의 작성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설계도면의 일반적 고찰

건설공사에서 설계도면에 대한 정의는 나라별로 

약간씩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국내와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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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표현과 수량산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량

산출 위주의 도면인 반면 미공병단에서는 비용견

적과 시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공적용을 위한 도

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

준(건설교통부 1998)에는 다음과 같이 도면을 정

의하고 있다.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

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

면,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

가 시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

현된 도면을 말한다.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확대 

및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을 포함한다.

국외 중 대표적인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다음

과 같이 도면을 정의하고 있다.

2.1 일본 (일본토목학회 2004)

⋅설계도(design drawing)라 함은 구축하는 목

적물을 명시하는 도면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도, 

구조 상세도 등의 종류가 있다. 형상⋅치 수⋅재

료⋅수량 등이 알기 쉽고 오류없이 현장에서 활용

하기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미국 (미공병단 1997)2)

⋅최종설계도면은 승인된 개념설계로부터 작성

된다. 표준설계도면이 사용될 때, 추가 도면이 통

합된다. 완전 설계분석, 시공시방서, 모든 기술, 

건축, 공학적 상세도에 대한 비용견적과 함께 최

2) CEMP-EA: 군 건설과 HTRW 프로젝트 도면의 준비와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과 절차와 제도 기준을 기술하고 

시공상세도를 제외한 설계와 시공의 모든 단계에서 작

성된 도면을 포함한다.

종 설계도면은 건설계약의 기본이다. 도면은 경쟁

입찰에 제출하기에 충분하고 시공상세도 작성이나 

시공 중 발생하는 우연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추가 도면 없이 프

로젝트 시공을 위해 충분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계약자와 제조사, 용역업체, 그 

외 관련자에 의해 제출된 도면이다. 이 도면은 특

정 빌딩 구성 요소의 제작과 조립을 상세히 나타

내거나 자재와 장비의 설치 상세도를 보여준다.

3. 국내외 설계도면 작성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한 국내의 설계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와 인천건설본

부에서 발주한 지하철공사의 도면으로 분석하였

다. 외국의 경우는 미국의 CALTRANS에서 발주한 

고속도로공사,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주한 샌프란시

스코 공항 확장공사 중 지하철공사와 일본의 국토

교통성에서 발주한 고속도로공사, 도쿄에서 발주

한 신주쿠 지하철공사 등 각 나라별 도로, 지하철 

각 현장의 도면으로 평면 및 종단면도(표2.1), 횡

단면도(표2.2), 구조물도(표2.3), 가시설도(표2.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분석하였다.

구 분 국 내
국 외

미국 일본

축 척
V=1:100, 

H=1:1,200
V=1:100, 

H=1:1,100
V=1:100, 

H=1:1,100
법면표시 표 기 라인으로 표기 표기
배수흐름 표 기 표기안함 표기안함
토공물량 표기안함 표 기 표 기

교량 및 
구조물

수량산
출을 위해 

상세히 표현
위치만 표기

위치와 연
장, 계획고, 
규격표기

주 석 표기안함
시공시 유의사

항 표기
표기안함

표 2.1 국내⋅외 평면 및 종단면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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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 내
국 외

미국 일본

축 척 1:100 - -

주 석
시공시 유의사

항 표기

각 공종별 
별도상세도

면표기

시공시 유의
사항 표기

적용구간 표기안함 표기 표기안함

포장층 
두께

표기 표기안함 표기

기타

⋅노선폭원 및 
구간별상세도
면 표기
⋅ 노 상 , 노 체 
구분하여 표기

⋅구간별 포
장계획 표기

⋅ 노 선 폭 원 
및구간별 상
세도면 표기
⋅ 암 선 구 배 
및 표준 편
구배도 표기

표 2.2 국내⋅외 횡단면도 비교

구 분 국 내
국 외

미국 일본

축 척 1:50 1/2˝=1’-0˝ 1:50

구조도

형식별 표준단
면도, 위치도, 
부재력도, 부
재별 단면도 
및 부분 상세
도 등 매우 상

세히 표기

표준단면 구조
도 및 부분상

세도 표기

형식별 표준단
면 구조도, 벽
체 및 슬래브, 
거더 및 기둥 
평면도 및 단
면도, 부분상

세도 등

철근상
세

주철근조립도,  
철근전개도,  
가공상세도, 

재료표 등 상
세히 표기

주철근조립도, 
철근가공 상세
도, 철근재료
표 등 표기

주철근조립도, 
철근전개도,  
가공상세도,  

재료표 등 상
세히 표기

표 2.3 국내⋅외 평면 및 종단면도 비교

구 분 국 내
국 외

미국 일본

가시
설도 
일반

⋅시공시 
특시사항 

주석에 표기

⋅가시설 
설계하중 
및 재료일 
반주석에 

표기

⋅H-pile 및 
지반보강, 

배수공등 표기

표 2.4 국내⋅외 가시설도 비교 

구 
분

국 내
국 외

미국 일본

가
시
설
도

⋅종평면도, 종단
면도, 주상도, 
세부상세도, 
강재료표 등

⋅가시설도에수치
상세 및 주석표기
⋅가시설 단면도를 
구조물 일반도와 
연계하여 작성

⋅가시설 
설계하중
에 관한 

사항

⋅가시설 평면도 
및 대표 표준단면

도, 부분 
상세도 표기
⋅굴착단면 
가시설도, 

지하수위 표기
⋅가시설 표준

도를 참조
하여 세부 

상세도 표기

가
시
설 
상
세
도

⋅각 부재별 규격 
및 치구 등 
상세 표기

⋅부분상세도 및 
강재재료표 작성

⋅재료 설계 
기준 표기

⋅가시설 
관련 주석 

참조

⋅상세도는 표준도
로 작성

⋅각 부재별 규격 
및 치수 등
 상세 표기
⋅재료 설계 
기준 표기

4.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선방향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선방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산제도인 실적 공사비제도 정착단계와 현

재의 입찰제인 최저가낙찰제를 보안할 목적으로 

연구 중에 있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단계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4.1 실적공사비제도 정착단계에서 개선방향

국내외 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를 바탕으로 국내의 설계도면 작성방법의 주요 문

제점을 논하고 실적공사비제도의 정착단계에서 적

산제도에 부합되는 도면작성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주요 설계도면인 평면 및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가시설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 

도면종류별로 목적에 부합되는 일반적인 도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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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방법 개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1.1 평면 및 종단면도 개선방향

평면 및 종단면도는 평면현황 및 지형표현 등 

노선의 일반적인 내용을 나타내며 교량 및 구조물

의 위치를 표기해 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

서 그림 2.1 과 같이 종평면도에서 상세한 내용이 

필요 없는 구조물의 각 단면과 부재력도는 삭제하

고 각 구조물의 위치와 연장만 나타낸다. 구조물

의 상세한 내용은 구조물도에서 나타내고 평면 및 

종단면도에는 해당 구조물 상세도의 도면번호와 

페이지를 표기하고 주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Fig. 1 종평면도 개선안.

4.1.2 횡단면도 개선방향

횡단면도는 수량산출을 위한 도면작성 목적으로 

포장층 두께, 도로 폭원 등은 수량산출을 위한 제

원들은 매우 상세히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 

시 필요한 계획고 및 수평거리 등은 누락되어 있

다. 또한 단면의 상세도면이 중복 표기되어 있고 

치수가 없는 도면모양 위주의 부대시설을 추가하

여 불필요한 도면작성으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

고 있다.

따라서 실적공사비제도 정착단계에서는 토적표

를 이용한 별도계산이 가능하므로 상세한 수량산

출 박스는 절⋅성토 물량만 간략히 표기하고 주

요 계획고 및 수평거리 등 시공시 필요한 내용 

위주로 횡단면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구조

물도와 중복된 부대구조물의 상세도는 삭제하고 

주석에 나타내어 복잡한 도면을 간단화 하여야 

한다.

4.1.3 구조물도 개선방향

국내의 도로와 지하철 건설공사의 구조물도는 

외국과 비교해서 표준단면도, 위치도, 주철근조립

도, 철근조립도, 가공상세도, 철근재료표 등 설계 

도면의 분량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수량산출 위

주로 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시공상세도에서 작

성해야 할 도면까지 설계도면에서 작성하게 된다. 

결국 불필요한 내용은 많아지고 오히려 주요 상세

도 등은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철근전개도와 철근상세도, 철근재료표 등과 같

이 변경요인이 많은 도면은 실시설계단계보다는 

시공자가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에서 작성하도록 해

야 한다. 또한 설계변경의 최소와 설계단계의 효

율화를 위해 철근배근에 대해 치수로만 기입하고 

설계도면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시공시 변경 가

능한 부분은 주석으로 표기하여 시공상세도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철근조립도 위주로 

작성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공상세

도 작성시에는 실시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구조물 

부위별 상세 재료표를 작성하여 시공시 활용하도

록 한다.

4.1.4 가시설도 개선방향

가시설공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도면의 변경

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종이다. 따라

서 미국은 대부분 가시설 하중 및 재료 일반사항

과 토압 등 설계하중에 관한 사항만 기술하여 구

조물의 가시설도는 입찰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량산출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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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면작성을 하는 일본은 가시설 일반도와 부분

상세도는 표준도를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형식별, 부위별 상세도 및 부분 상세도, 

강재재료표 등 수량산출을 위해 매우 자세히 작성

되며 부분상세도가 중복되어 작성되고 있다.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요인이 많은 가시설

도는 적산제도와 입찰제도에 따라 작성방법이 달

라질 수 있다. 품셈제도를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상세한 수량산출을 위해 도면작성이 상세하고 수

량산출 박스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

적공사비가 도입된 현 단계에서는 상세한 수량산

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종평면도 및 그림 2.2

와 같은 표준단면도 위주로 작성하고 일반상세도

는 표준화하여 도면을 간단화시키고 중복된 도면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적공사

비제도에서 신공법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량산출

을 위한 상세한 재료표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삭제

해야 한다. 그리고 세부 상세도면은 시공성을 고

려하여 입찰자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2. 가시설 표준단면도

4.2 순수내역입찰제 도입단계에서 개선방향

순수내역입찰제는 현재의 최저가낙찰제의 대안

으로 적용방안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방안”(임승택 2004)의 보고서에 의하

면 순수내역입찰제가 가지는 장점과 입찰자들의 

견적능력향상 및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간다

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

다. 단계적인 도입이라면 건설공사의 전체공종 중

에서 일부 공종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 적용 범위로는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시

설공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설공은 설계

시 공사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까지 수

량산출을 하여 물량을 제시하고 시공시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까지 설계단계에서 미리 규정하게 되

어 있어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입찰자로 하여금 시공법과 물

량을 결정하게 하는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시설공에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할 때 설계도면 작성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

한다.

가시설공에 순수내역입찰제가 적용되기 위해 설

계도면 작성 범위는 품셈제도하에서의 복잡하고 

수량산출을 위한 도면작성 방법은 개선되어야 한

다. 또한 순수내역입찰제는 실적공사비제도 정착

단계의 후단계로 실적공사비제도 정착단계에서 개

선방향으로 제시한 가시설공의 평면도와 표준단면

도 작성을 순수내역입찰제에서는 미국처럼 가시설 

하중 및 재료 일반에 대해 주석으로 상세히 설명

하고 하중조합, 토압, 어스앵커 기준 등 설계하중

에 관한 사항만 표기하고 구조계산서와 같은 기타 

설계도서를 입찰자에게 제공하여 상세한 가시설도

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직접 작성토록 개선해야 한

다. 이를 통해 설계단계에서 설계시간 단축 및 설

계기술 향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노하우를 가시설도 작

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주자 입장에

서는 입찰자 본인이 산정한 물량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설계변경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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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진 외국의 도로⋅지하철건설 

분야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기준을 조사하고 설계

도면 작성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설계도면 작성방

법을 비교,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적공사

비제도 정착단계와 순수내역입찰제 적용단계에서 

도면 작성방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평면 및 단면도에서는 중복되는 단면도와 구조

물 상세도면은 구조물의 위치와 연장만 나타내고 

구조물의 상세한 내용은 구조물도에서 나타내도록 

하였다. 해당 구조물 상세도의 도면번호와 페이지

를 표기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시공시 유

의사항이나 설계의 중점사항, 단면의 주요내용 그

리고 현장여건상 변경 가능한 부분은 주석에 표기

하여 시공상세도 작성 및 시공시 참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횡단면도에서는 구조물도와 중복된 부대구조물

의 상세도는 삭제하고 수량산출 박스는 절⋅성토 

물량만 간략히 표기하고 주요 계획고 및 수평거리 

등 시공시 필요한 내용 위주로 횡단면도를 작성할 

있도록 하였다. 구조물도에서는 주철근 조립도 위

주로 작성하고 철근전개도와 부분상세도, 철근재

료표는 시공상세도에서 작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철근배근에 대해 치수로만 기입하고 시공시 

변경가능한 부분은 주석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가시설도에서는 세부 상세도면과 상세한 재료표

는 지양하고 종평면도 및 표준단면도 위주로 작성

하고 일반상세도는 표준화하여 중복된 도면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순수내역입찰제가 

적용될 때는 설계하중에 관한 사항만 기술하고 구

조계산서와 같은 기타 설계도서를 제공하여 상세

한 가시설도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적공사비제도와 순수내역입찰

제와 같은 제도에 부합되고 국제수준의 설계도면 

작성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로와 지하철 

도면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

는 상하수도, 댐, 하천, 항만 등 다른 건설사업의 

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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