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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소식건설 관련 소식

창녕산업벨리

경남도의 경제심장으로 도약 

‣ 총면적 379만2천㎡, 총투자금액 1조7,034억원 

고용유발 13,571명

‣ 창녕~현풍 간 고속도로 6차선 확장 및 대합

IC 건설 사업 가속도

 경남도는 창녕 산업벨리의 핵심 사업인 영남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고 5일 

밝혔다.

 창녕 산업벨리는 국내 3대 타이어 브랜드인 

넥센타이어 입주, 대합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완료, 영남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완료되

었고, 앞으로 추진예정인 대합2일반산업단지, 

창녕 산업벨리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합미니복합타운이 순차적으로 입지

하면 총면적 379만2천㎡, 총투자금액 1조

7,034억원, 고용유발 13,571명에 이르는 경남

도의 경제심장으로 도약할 것이다

 영남일반산업단지는 SK건설㈜, 부산강서

산업단지㈜ 등이 지분에 참여하여 설립한 

영남일반산업단지㈜가 창녕군 대합면 일원에서 

2020년까지 총사업비 2,354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제조업 등 9개 업종이 입주하는 140만

9,527㎡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 5월 27일 수도권 기업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2016년 6월 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 6개월 만에 인허가를 완료

하여 신규투자 2,354억원, 고용창출 6,071명, 

생산유발효과 1조5천억의 투자유치에 결실을 

이루었다.

 아울러 창녕 산업벨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부내륙고속국도 창녕 현풍 간 6차선도로 

확장과 대합IC설치, 울산 함양간 고속국도 개통,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년~’25년)에 

대구산업선의 창녕대합 연장 확정 등 기반시설

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은 "창녕 산업벨리는 경남 

중부내륙의 교통 허브가 되어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신규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 

심장으로 거듭나 경상남도 미래50년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055-21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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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공항 중심 고속도로망 

확충, 5개노선 61.8km

‣ 신설 2개 노선 33.2km, 확장 3개 노선 28.6km 

사업비 2조1,461억원

‣ 김해신공항 건설 후속대책으로 건의한 연계

교통망 확충안 대거 반영

지난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에 경남도가 

김해신공항 건설 후속대책으로 건의(2016.6.29.)한 

연계교통망 확충안이 대거 반영되었다. 

이번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2016~2020년) 계획’ 에는 경남도내 신설 2개 

노선, 확장 3개 노선이 반영되어 2020년까지 

2조 1,4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2개 노선 신설과 3개 노선 확장으로 향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신공항 접근성 제고와 

부산항 신항을 연결해 주는 물류 이동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신설노선은 밀양~진례간 18.6km, 부산신항~

김해간 14.6km이며 투자계획 사업비는 1조 

6,161억원이다. 확장노선은 남해고속도로의 

창원~진영 구간 7.5km, 칠원~창원 구간 12.4km와 

중앙고속도로의 대동~김해공항 8.7km 등 3개

소에 5,3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6월 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직후 경남도는 활주로 연장, 철도망 확충과 

함께 대구, 경북, 울산, 밀양에서 공항과 항만

으로 바로 가는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당정협의회, 정책협

의회등 10차례이상 협의․설명을 통해 신항 제2

배후도로와 연결되는 밀양~진례간 고속도로와 

대동~신공항간 고속도로 건설, 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교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송병권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김해신공항, 

부산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 신설로 대구, 밀양, 울산에서 빠르게 신

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구축되어 대구,

밀양에서 김해신공항, 부산신항까지 거리상 

20km, 시간적으로 3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지역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는 김해신공항 활주로 연장

(3,200m→3,800m)과 영남권이 1시간 이내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KTX고속철도, 일반

철도 건설 제안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고 있다.

❚ 자료 : 도 도로과(055-211-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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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의 첨병,

양산 비즈니스 센터 본격 착공

‣‘첨단 하이브리드 생산기술센터’와 함께 

2018년 11월 완공 목표

‣ 홍지사,“센터 건립은 양산이 첨단 기업

도시로 거듭 일어서는데 큰 도움”

 경남도와 양산시는 작년 12월 20일 오전 

11시 양산시청 앞 다방동 일원 신축공사 현장

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이자 경남 미래 50년 

사업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의 첨병 역할을 

할 ‘양산 비즈니스 센터’와 ‘첨단 하이브리드 

생산기술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하여, 

윤영석 국회의원, 정재환 도의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양산

에는 30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있으며, 

앞으로 김해국제공항이 들어서면 항공수출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로써, 양산이 첨단산업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그 때

를 대비해서 양산 비즈니스 센터와 첨단 하이

브리드 생산기술센터를 추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양산 비즈니스센터는 지역기업에 기술과 자금 

및 경영지원, 마케팅 등 종합적 지원을 원스톱

으로 실시해 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돕고자 하는 시설로, 4,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278㎡ 규모로 건립되며, 

2018년 완공예정이다. 

 

 비즈니스센터의 기업지원시설로는 금융, 법률, 

행정서비스 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컨벤션홀, 

세미나실, 비즈니스상담실 등이며, 사업비는 

도비 85억원, 시비 177억원 등 총 262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는 양산비즈

니스센터와 인접한 2,030㎡의 부지에 연면적 

3,298㎡(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며, 

사업비는 국비 45억원, 시비 71억원 등 총 

116억원이다. 도는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건립으로 지역 중소기업체의 원천적인 제조기

술을 확보함으로써 지속발전가능한 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 : 도 기업지원단(055-211-3353)

 깨끗하고 청렴한 경남도가 되겠습니다.                                          3



경남도, 2017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박차 

‣ 74개 지구 1,041억원 투입,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지역경기 활성화

 경남도는 도내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2017년도 사업으로 74개소에 1,041억원을 투입

한다. 

 2017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재해위험개선지구 

30개소 572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28

개소 286억원, 재해위험저수지 14개소 45억원, 

우수저류시설 2개소 138억원 등이다. 

 도는 재해예방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생업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다른 사회

간접자본(SOC)사업과 달리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조기 착수하여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송병권 경남도 재난안전

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 2개반 12명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사업

관리에 들어갔다.

 또한 1월 중에는 시․군 재해예방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기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송병권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74개소에 

1,041억원을 투입하는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으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투자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재난대응과(055-21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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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뉴스국토교통 뉴스

설계 등 건설 용역업체 ‘기술 

변별력’ 높인다

‣ 책임기술자 기술력 평가 확대하고 경력 

배점 줄여 

 국토교통부는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하고 ’17년 4월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입찰

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예정

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5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

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키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 현행 기준의 참여기술자 평가방법 일반사항

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

별로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

서는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토록 상이하게 

규정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내다

봤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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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 1,968개 전체 공종 단가 현실화…전기 대비 

평균 2% 상승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

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0일 개정․공표하였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하여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가 상승하며, 총액

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15년 3월 1일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작년까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9호, 2015.3.1.> 부칙 제3조(표준시장

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 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하여 건설공사의 

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

하도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였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하여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 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고된 ‘17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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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등 비리·담합 적발된 업체, 

2년간 입찰참여 어려워

‣ 비리·담합 적발 시 최대 15점 감점…

  건전한 설계 심의 문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

한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턴키가 기술변별력 부족, 담합·비리 

발생 우려 등 일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되어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현행 개정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3 당해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2 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1년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5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

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

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1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2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신설 10

<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

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되어 

국내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준기준과

(044-201-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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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지식정보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 이수시기 안내 (2-1)

1. 최초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기술자 구분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종전 건설기술자)

2014. 5. 23. 이후 우리협회에 

최초로 건설기술자로 신고된 자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2014. 5. 22 이전 우리협회에 

건설기술자 로 신고된 자 중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현재까지 받지 아니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시행령 

시행(2014.5.23)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수 (교육이수기한 : 

2017.5.22.)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종전 감리원)

-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70시간

전문교육

-특ㆍ고급:70시간

-중ㆍ초급:35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종전 품질관리자)

2014. 5. 23. 이후 우리협회에 

최초로 품질관리자로 신고된 자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2014. 5. 22 이전 우리협회에 

품질관리자로 신고된 자 중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현재까지 받지 아니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시행령 

시행(2014.5.23)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수 (교육이수기한 : 

2017.5.22.)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

   시공 최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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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 이수시기 안내 (2-2)

2. 계속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구  분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급기술자가 현장대리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업무수행 기간 매 3년 이내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전문교육 35시간

또는 90학점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특ㆍ고급:70시간

-중ㆍ초급:35시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6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이내
전문교육 35시간

3. 최초교육 유예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시기

교육이수기간이 유예된 건설기술자 구분 교육이수시기 
과태료 부과

(교육미이수시)

유예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건설업체 등에

근무 중인 건설기술자

2017.05.22 또는 

2018.06.29
과태료 부과대상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에 건설업체에서 퇴직하고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 건설업체에 근무 중인 건설기술자
업무수행 전 과태료 부과대상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에 건설업체에서 퇴직하여 향후에도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건설기술자
해당사항 없음 -

법령(`14.5,23) 및 

고시(`15.6.30) 개정 

이후에 업무수행의 

전문분야가 변경된 

건설기술자

 
종전 업무수행분야에 대한 

교육이수기한
 

업무수행의 전문분야가 다른 분야로 

변경된 건설기술자

(예,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해당사항 없음 -

업무수행의 전문분야가 다른 분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종전 분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

(예,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

종전 업무분야 종사자

   : 2017.05.22 또는 

2018.6.29

과태료 부과대상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

종전 업무분야 종사자

  : 업무수행 전

과태료 부과대상

❚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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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업교육 시행계획 (2-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별 교육횟수 

구분 계
대한건설

협    회

대한전문

건설협회

건설공제

조    합

건설기술

교 육 원

건설산업

교 육 원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교육

횟수
139 36 40 6 28 17 12

□ 교육장소별 교육횟수 

구분 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수원 김포 원주 춘천 강릉 충주 전주 창원 제주

교육

횟수
139 52 11 10 12 10 5 6 5 6 3 8 5 1 1 4

□ 세부계획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월 ①대구②서울 ①서울 ④대전⑤양재

2월 ①창원 ①전주 ③충주 ①서울②광주 ②서울⑤양재①원주②부산 ②대구
④수원

3월 ②서울⑤양재①대전 ④원주①서울
②대전⑥김포 ②서울④인천①부산 ①광주

④대구②창원

4월 ②서울 ⑤양재②제주 ③충주
④서울①대구⑥김포 ②서울 ①서울 ④부산②전주⑥대전

5월 ②서울⑤양재 ⑥김포 ④인천①서울
②부산

①제주
②서울 ①대전 ②원주

④광주

6월 ④서울 ⑤건대 ②서울③충주①서울⑥김포 ④대전
⑤양재

②대구
⑥부산 ②서울④수원①광주

7월 ②대전④대구①창원②전주
⑥김포

④원주
⑤양재②광주 ②서울④인천①서울 ①대구④광주

⑤건대①부산

8월 ④서울 ⑤양재 ②서울 ⑤건대②창원①서울 ②서울③충주
④부산①춘천

9월 ⑤양재①대전②제주
⑥김포 ①서울②대구 ②서울④인천①전주②강릉 ④서울①광주

⑥부산

10월 ④대전
⑤양재①대구 ④수원①서울⑥김포 ②서울

③충주
④광주
⑤건대

①제주
②전주

11월 ④원주②부산 ②서울④대구①창원⑥김포 ⑤건대 ①서울
②광주⑥대전 ②서울④인천①부산 ⑤양재

12월 ②대전 ④서울①광주 ②서울③충주
④부산①서울 ①대전 ⑤양재②창원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55-20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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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업교육 시행계획 (2-2)

□ 교육장소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교  육  장  소 연락처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인재평생교육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02)
3485-8304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경북 건설회관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74안길 11)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5)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북 건설회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강원도회 건설회관 (강원 춘천시 동면 후만로 166)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대한전문
건설협회
(신홍균)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02)
3284-1080

･부산교원빌딩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16)

･대구전문건설회관 (대구시 동구 화랑로 47)

･광주전문건설회관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80)

･청소년위캔센터 (대전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지하 1층)

･전주상공회의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늘푸른전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강원 강릉시 난설헌로 131 다목적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건설공제조합
(박승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경영연수원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939)
(043)

850-4522

건설기술교육원
(김석현)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88

･인천본원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88)

(032)
463-4901

･강남분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22)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대구공업대학교 (대구시 달서구 송현로 205)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광주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시 서구 갈마로 160)

･보훈교육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69)

･한라대학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건설산업교육원
(김일중)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양재본원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호성빌딩) (02)
575-7123･건대분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3길 한아름빌딩)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고순화)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42

･협회교육장 (경기 김포시 장릉로 42)

(02)
847-6114

･대전컨벤션센터 101호 중회의실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17. 6. 23 교육

･한국안전기술지원단 (부산시 강서구 대저로 294)→‘17. 9. 28 교육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55-20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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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내진설계 알리미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16년 현재까지 건축법령이 5회 변경되어 3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시기와 규모 등을 아신다면 아래 법령 변경현황을 비교하시면 내 집의 내진설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88.3.1. ‘92.6.1. ‘96.1.6. ‘05.7.18. ‘09.7.16. ‘15.9.22.

6층이상
10만㎡이상
(창고·축사제외) ▶

6층이상
10만㎡이상

▶

6층이상
1만㎡이상

▶

3층이상
1천㎡이상
(창고·축사제외) ▶

3층이상
1천㎡이상
(창고·축사제외)
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기둥간거리 10m이상

▶

3층이상
500㎡이상
(창고·축사제외)
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기둥간거리10m이상

※ 2층 이상, 500㎡ 비구조체 내진성능 확보(2017.1.1. 시행 예정) 

 건축시기와 규모 등을 모르실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소유하거나 관심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민원 24시』에 로그인 할 경우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출력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① 민원24시  ② 로그인 ③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열람)신청 ④건축물소재지 정보입력 

 ⑤ 건축물대장 확인 ⑥건축법령 비교

 건축물대장 출력 후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며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 건축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하여  

내진의무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내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공사비의 증가는 총 공사비의 1%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세제혜택이 주어짐을 알려 드립니다.

 ☞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및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자료 : 도 건축과(055-21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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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및 법령해석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5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99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 마련을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99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ㅇ 발주청이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해당 공사에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택하여 이를 

명시하도록 하고(안 제3조제3항),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적절한 실시

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

  ㅇ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마련(안 별표5)

나. 집행기본계획서 및 심의의견서 서식 개정

  ㅇ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집행기본계획서에 타 입찰방법과의 비교표, 

원안설계와의 비교표 등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ㅇ 충실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이 검토항목별 사유를 작성토록 심의의견서 구체화

     (안 별지 제3호서식)

다. 기타사항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조), 기존 설계·시공 분리입찰과 의미가 혼동되던 “기타공사”의 

의미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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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8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고시 제2015-1097호, 201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 12. 30.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 건설기술용역 PQ기준이 절대평가 원칙으로 운영됨에 따라 변별력 부족으로 기술력보

다도 가격위주의 운찰제로 변질됨에 따라,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배점 

상향조정 등 변별력을 강화하고 그 간 PQ기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 PQ 평가제도 개전 발주청 및 관계업자 회의(‘16.11.22) 결과 반영

2. 주요내용

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기술능력 평가 배점 조정

  ㅇ 기술력 위주의 평가를 위해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배점을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축소

    -(책임기술자 배점) : 기술능력 1점->2점, 경력 6점->5점

나.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 등 오류사항 수정

  ㅇ 현행 기준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발주청의 혼동 예방

  ㅇ 참여기술자(전체) 평가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나, 기술자별 등급 평가방법에서는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토록 명기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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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56호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 공고

국토교통부 훈령 제77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제3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제93조제4항에 따라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30.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7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표준품셈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 0423)

6. 기타 :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은 우리 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

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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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표준품셈 주요 개정현황

□ 표준품셈 개정 현황

 ㅇ 품셈 총관리항목

합계 토목 건축 기계설비 비고

2,337 1,436 462 439 2016년 기준

 ㅇ (개정) 전체 228개 항목(토목 165, 건축 37, 설비 26) 

합계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계 보완 신설 계 보완 신설 계 보완 신설 계 보완 신설

합계 228 220 8 165 158 7 37 36 1 26 26 -

□ 품셈개정 효과분석                                                    (단위 : 백만원. %)

구분 평균 고속국도 국도 철도 공동주택 학교 등

증감율
(%)

계 -0.22 -0.09 -0.05 -0.23 -0.86 0.38

철근콘크리트 -0.37 -0.13 0.06 -0.43 -1.71 0.38

도로포장및유지 -0.06 -0.05 -0.15 -0.03 -0.01 -

□ 주요 개정 내용

 ㅇ 펌프차 타설의 작업능력과 인력투입 기준 불균형 해소

   - 펌프카 작업능력과 타설인부 소요품 연계, 다양한 현장조건 반영

     * 시설유형(기초, 옹벽, 비탈면), 믹서트럭진입조건, 타설규모 등 

 ㅇ 유로폼 바닥부위 삭제 및 난이도에 따른 품 구분

   - 복잡(교대, 외부벽체 등), 보통(측구, 일반벽체 등), 간단(매트기총 등)

 ㅇ 도로포장 현장적용 실태반영 및 다양한 설계기준 반영

   - 아스콘피니셔(1.7m), 페이버(186.5㎾), 가드레일(지주 2m,4m, 판 2W,3W)

 ㅇ 터널여굴량

   - 아치, 측량 여굴량이 유사하게 발생되는 현실태를 반영

     * 아치 15～20㎝, 측벽 10～15㎝ ⇒ 아치 10～19㎝, 측벽 12～18㎝

   - 암질의 특성에 따른 추가 할증기준 신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55-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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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55호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30.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7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

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5.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69) 

6. 기 타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집‘은 우리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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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개정현황

□ 총괄

구분
개정현황(적용시점 기준) 누계

‘15.3 ‘15.9 ‘16.3 ‘16.9 17.1 ‘15상~17

조사

개정

조사(순개정
*
) 77(77) 130(122) 119(60) 589(589) 415(406) 1,330(1,254)

연관 67(67) 105(87) 195(127) - - 367(281)

합성 433(433) 433(0) 433(0) - - 1,299(433)

소계 577(577) 668(209) 747(187) 589(589) 415(406) 2,996(1,968)

물가보정 1,391 1,300 1,221 1,379 1,553 6,844

합계 1,968 1,968 1,968 1,968 1,968 9,840(1,968)

①단가상승률평균
**

(%) 4.71 0.95 0.39 1.48 2.01 9.54

②총액상승효과(%) 0.92 0.37 0.12 0.20 0.44 2.05

 * (순개정)는 시공단가가 1회이상 조사/반영된 항목수 배제(2중복집계 배제)

 ** 단가상승률의 평균 : 여러 가지 단위 수치의 동일가중 평균값(m/m2/m3→%)

□ 2015년 ∼ 2016년

구분 공종수
품셈대비

비율
금액비중
(234사업*)

물가변동 포함 물가변동 제외

단가상승
(평균)

총액상승
효과

단가상승
(평균)

총액상승
효과

15.3 1,968 85.39% 20.11% 4.71% 0.92% 4.18% 0.82%

15.9 1,968 84.80% 20.11% 0.95% 0.37% 1.81% 0.55%

16.3 1,968 83.95% 20.11% 0.39% 0.12% 0.16% 0.07%

16.9 1,968 82.56% 20.11% 1.48% 0.20% 0.55% 0.01%

□ 2017년 1월

 ㅇ 총괄(1,968개 공종)

구분 공종수
품셈대비

비율
금액비중
(234사업)

물가변동 포함 물가변동 제외

단가상승
(평균)

총액상승
효과

단가상승
(평균)

총액상승
효과

계 1,968 81.1% 20.11% 2.01% 0.44% 0.13% 0.09%

토목 1,083 84.4% 11.58% 2.02% 0.20% 0.08% 0.00%

건축 510 78.1% 7.29% 2.11% 0.22% 0.29% 0.09%

설비 375 75.9% 1.23% 1.87% 0.02% 0.05% 0.00%

ㅇ 개정공종(415개 공종)

구분 공종수
품셈대비

비율
금액비중
(234사업)

물가변동 포함 물가변동 제외

단가상승
(평균)

총액상승
효과

단가상승
(평균)

총액상승
효과

종합 415 79.3% 0.67% 2.34% 0.10% 0.49% 0.09%

토목 105 79.9% 0.14% 2.33% 0.00% 0.39% 0.00%

건축 304 79.1% 0.54% 2.30% 0.10% 0.48% 0.09%

설비 6 79.5% 0.00% 4.87% 0.00% 3.05% 0.00%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55-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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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정보신기술 정보

잘린 역원뿔형 

펀칭전단보강재를 이용한

직접기초보강공법(MSP공법)

□ 고시번호

 ㅇ 제2016-663호(2016. 10. 12.)

□ 신기술 개발자

 ㅇ 아이앤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ㅇ 신세계건설(주)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기술 개요

 ㅇ 지정번호 : 798

 ㅇ 기술분류 : 건축>기초>기초 보강

□ 범위

 ㅇ 강판으로 제작된 잘린 역원뿔 형태의 펀칭

전단보강재를 직경이 큰 부분이 위로 향하

도록 기초상부철근 배근전 기둥 주철근 둘

레에 설치하여 펀칭전단내력을 증대시키는 

직접기초보강공법

□ 내용

 ㅇ 신청기술은 강판을 콘 롤링하여 잘린 역원뿔 

형태로 제작한 펀칭전단 보강재를 직경이 

큰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기초 상부철근 

하부의 기둥 주철근 둘레에 설치하여 기초판 

상부 영역을 3축 압축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강하고 위험전단균열이 발생하기 직전에 

발생하는 인장 변형도를 억제하는 기초보강

공법으로, 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압축력과 

주변 전단력의 조합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

균열을 원추형 펀칭전단 보강재를 통해

    하중전달경로를 변경함으로써 위험 단면 

둘레가 확대되어 기초의 내력을 증대시키며 

파괴 형태를 사인장-휨 파괴 또는 휨 파괴로 

유도하여 기초의 연성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초의 두께 축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터파기량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기둥 

철근 배근시 펀칭전단 보강재를 단순거치

함으로써 설치하면 공정이 난해한 전단보강근 

설치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시공성이 향상

되는 공법이다

□ 보호기간

 ㅇ 2016/10/12 ~ 2021/10/11

<신기술의 기본 개념>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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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 현황건설기술심의 현황
 

2017년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운영

 ㅇ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 심의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실시설계, 설계변경)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입찰방법, 입찰안내서)

    ·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SOQ, TP) 및 입찰공고(안)

   - 소위원회 구성 : 건설기술심의위원 248명 중 7~25명으로 구성

     ⇒ 공사․용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분야별 심의 소위원 선정

 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 심의대상 :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적격평가

   - 소위원회 구성 : 설계심의분과위원 48명 중 10~20명으로 구성

     ⇒ 분과위원중 공사특성과 전문성, 청렴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선정

□ 2017년 심의대상 : 37건

 

구 분 계 입찰방법
실시설계
적격평가

실시설계 PQ 

건수 37   3    1   23    10

    

 □ 2017년 심의일정 :12회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개최

월일
1.19 2.24 3.31 4.28 5.26 6.30 7.28 8.25 9.26 10.27 11.24 12.15

 ※ 월 1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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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기술심의 대상사업 현황 (2-1)

□ 심의 대상 : 37건 (입찰방법 3, 실시설계 적격 1, 실시설계 23, PQ 10)

 ㅇ 입찰방법 : 3건

 

연번
발주기관

(담당부서)
공 사 명

공사비

(억원)
심의구분 요청시기 비고

1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90 입찰방법 1~2월

2
창원시

(환경위생과)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300 입찰방법 3월

3
통영시

(환경과)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588 입찰방법 5월

 ㅇ 실시설계 적격평가 : 1건

 

연번
발주기관

(담당부서)
공 사 명

공사비

(억원)
심의구분 요청시기 비고

1
창원시

(야구장건립단)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 1,108

실시설계

적격
3월

 

 ㅇ 실시설계  : 23건

 

연번
발주기관
(담당부서) 공 사 명

공사비
(억원) 심의구분 요청시기 비고

1
경상남도

(항만정책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연료하역부두 건설사업
1,455 실시설계 1.19 진행중

2
밀양시

(도시과)
밀양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공사
584 실시설계 1.19 진행중

3
진주시

(도시개발과)
진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건립사업
224 실시설계 3월

4
하동군

(안전총괄과)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 설치사업 
166 실시설계 3월

5
거제시

(안전총괄과)
예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24 실시설계 3월

6
양산시 

(교육체육과)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 
110 실시설계 3월

7
창녕군

(생태관광과)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 사업
230 실시설계 3월

8
진주시

(도시개발과)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조성공사
440 실시설계 3~4월

9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85 실시설계 4월

10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120 실시설계 4월

11 남해군
(문화관광과)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180 실시설계 4월

12 창원시
(하수시설과)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395 실시설계 4~5월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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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기술심의 대상사업 현황 (2-2)

 

 ㅇ 실시설계  : 23건

 

연번
발주기관
(담당부서) 공 사 명

공사비
(억원) 심의구분 요청시기 비고

13
경상남도
(하천과)

초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19 실시설계 4~5월

14
경상남도
(하천과)

산양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28 실시설계 4~5월

15
경상남도
(하천과)

가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109 실시설계 4~5월

16
창원시

(현안사업과) 내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183 실시설계 5월

17
사천시

(하수도사업소)
사천읍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 사업 150 실시설계 8월

18
통영시

(문화예술과)
통영시 죽림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90 실시설계 8월

19
창원시 

(하수시설과)
진해동부 맑은물 재생센터 

증설(2단계)사업
294 실시설계 9월

20
거제시

(상하수도과)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401 실시설계 9~11월

21
진주시

(도시개발과)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380 실시설계 10월

22
진주시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신축 200 실시설계 10월

23
거제시

(상하수도과)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268 실시설계 11월

 ㅇ 용역 현황 : 10건

 

연번
발주기관

(담당부서) 용 역 명
용역비
(억원) 심의구분

심의요청
예정시기 비고

1
거제시

(도로과)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38 PQ
(건설사업관리)

1.19 진행중

2
밀양시

(도시과)
나노국가산단지원 나노교 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용역 30 PQ+SOQ

(건설사업관리)
1월

3
함양군

(문화관광과)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3.5 PQ
(건설사업관리)

1월

4
밀양시

(체육시설사업소) 스포츠파크 실시설계 용역 7.5 PQ
(설계)

3월

5
창녕군

(생태관광과)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8 PQ
(건설사업관리)

3월

6
창녕군

(건설교통과) 남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3 PQ
(안전진단)

3월

7
남해군

(문화관광과)
남해다이어트보물섬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5 PQ
(건설사업관리)

4월

8 통영시
(환경과)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1 PQ

(설계)
8월

9
함안군

(안전총괄과)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PQ

(설계)
10월

10
진주시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

2.7 PQ
(건설사업관리)

12월

  ※ 심의계획(일정)은 심의내용 및 신청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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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1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ㅇ 일    시 : 2016. 12. 16.(금) 14:00

 ㅇ 장    소 : 중회의실(신관 3층)

 ㅇ 심의안건 : 2건

요청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발주청 심의결과

실시설계

(적정성)

사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사천시 사등동 일원

․ 공사내용 : 산업단지 조성 68,661㎡

․ 공 사 비 : 263억원

․ 공사기간 : 2017년 ~ 2018년

사천시

(산업

단지과)

조건부

채택

설계변경

(적정성)

국가지원

지방도60호선

(생림~상동)

건설공사

․ 위    치 :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상동면 매리

․ 공사내용 : 도로 확․포장(L=3.5㎞, B=10.5~19m)

․ 공 사 비 : 350억원

․ 공사기간 : 2008년 ~ 2017년

경상남도

(도로과)

조건부

채택

2017년도 제1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ㅇ 일    시 : 2017. 1. 19.(목) 14:00

 ㅇ 장    소 : 중회의실(신관 3층)

 ㅇ 심의안건 : 3건

요청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발주청

실시설계

(적정성)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연료하역부두 

건설사업

․ 위    치 :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항 내

․ 공사내용 : 연료하역부두 건설 L=760m, B=34.5m

․ 공 사 비 : 1,455억원

․ 공사기간 : 2017년 ~ 2019년

경상남도

(항만정책과)

실시설계

(적정성)

밀양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밀양시 삼문동 ~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 공사내용 : 도로 개설 L=1.15㎞, B=26.4~30.0m

․ 공 사 비 : 584억원

․ 공사기간 : 2017년 ~ 2021년

밀양시

(도시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 거제시 상문동 ~ 거제면

․ 용역내용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용 역 비 : 38억원

․ 용역기간 : 2017~2022년(60개월) 

거제시

(도로과)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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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사 현황계약심사 현황

2016년 12월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6년 12월

계 79 94,468 89,418 5,050 5.35%

공사

토목 32 58,223 54,799 3,424 5.88%

건축 8 24,632 23,422 1,210 4.91%

기타 7 5,407 5,167 240 4.44%

용역 13 5,144 4,998 146 2.84%

물품 19 1,062 1,032 30 2.82%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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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 나눔 정보 기술인 나눔 정보

□ 2017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정기 검정시행 일정

등급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실 기

(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터넷 방문제출 (휴일제외)인 터 넷

기술사

제111회 1.4～1.10 1.22(일) 3.2 3.6～3.9 3.6∼3.15 4.8～4.15 4.28

제112회 4.7～4.13 5.14(일) 6.15 6.19～6.22 6.19∼6.28 7.22～7.29 8.11

제113회 7.7～7.13 8.12(토) 9.14 9.18～9.21 9.18∼9.27 10.28～11.4 11.17

기능장

제61회 2.3～2.9 3.5(일) 3.16 3.20～3.23 3.20∼3.29 4.15～4.28
5.12(1차)

5.26(2차)

제62회 6.9～6.15 7.8(토) 7.20 7.24～7.27 7.24∼8.2 9.9～9.22
9.29(1차)

10.20(2차)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제1회 2.3～2.9 3.5(일) 3.16 3.20～3.23 3.20∼3.29 4.15～4.28
5.12(1차)
5.26(2차)

제2회 3.31∼4.6 5.7(일) 5.18 5.29∼6.1 5.29∼6.9 6.24∼7.7 7.14(1차)
8.4(2차)

제3회 8.1～8.7 8.26(토) 9.7 9.11∼9.14 9.11∼9.20 10.14～10.25
11.3(1차)

11.24(2차)

제4회 8.28～8.31 9.23(토) 10.12 10.16～10.19 10.16∼10.25 11.11～11.22
12.1(1차)

12.22(2차)

기능사

제1회 1.4～1.10 1.14∼1.22 시행당일 2.6～2.9 해당없음 3.11∼3.24
3.31(1차)
4.14(2차)

제2회 3.8～3.14 3.25∼4.2 시행당일 4.17～4.20 해당없음 5.20～6.2
6.9(1차)

6.23(2차)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 불가
4.24～4.27 해당없음 6.3～6.11

6.23(1차)

7.7(2차)

제3회 5.24～5.30 6.10∼6.18 시행당일 7.24～7.27 해당없음 9.9～9.22
9.29(1차)

10.20(2차)

제4회 8.10∼8.16 8.26∼9.3 시행당일 10.23～10.26 해당없음 11.25～12.8
12.15(1차)

12.29(2차)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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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Ⅰ. 부실시공 신고대상

  -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한 도급액 50억이상 건설공사

     ※ 대상공사 : 건설정보(www.gnci.gsnd.net) 홈페이지에 게재

Ⅱ. 부실시공 내용

  -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

  -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등

Ⅲ. 처리절차

부실시공
신고, 접수

⇨
발주청에
부실시공
접수통보

⇨
부실시공
여부 결정
(부실측정)

⇨ 부실측정
통 보

⇨
부실시공
포상금액
결 정

⇨
부실시공
포 상 금
지 급

(민원인) (심의담당)
(발주청)

(위원회 자문)
(발주청) (위원회) (심의담당)

Ⅳ.포상금 지급기준

  - 부실시공 1등급 (벌점 3점) : 500만원 이하

  - 부실시공 2등급 (벌점 2점) : 300만원 이하

  - 부실시공 3등급 (벌점 1점) : 100만원 이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

    ※ 부실벌점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

Ⅴ. 신고방법(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함)

   -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2922~2926

   -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2919

   - 신고서식 : 상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자료 : 도 건설지원과(055-21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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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관리시스템」안내

    ○ 관련 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 입력대상 용역 :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 입력시기 : 용역의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 이내 기술자 변경시 수시 입력

    ○ 시스템 사용자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사업관리담당자

                      용역사 대표자 및 용역책임자(원도급․하도급) 

    ○ 시스템 접속 URL : www.cems.kr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는 ‘14. 5. 23. 이후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만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실적 관리 및 확인 가능함.

    ○ 주요 조회가능 항목

      - 건설기술용역 수주 및 수행실적(규모별, 공종별, 업체별)

      - 참여기술자 현황(중복배치, 중첩도, 교체현황 등)

      -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한 교체빈도

      - 제재현황(영업정지, 과징금, 벌점) 등

   ※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

실적확인서 제출(PQ)

▼

용역업체
(책임기술자)

①등재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

③확인
▶ 발 주 청

(행정기관 등)◀ ◀
실적조회증명발급

▲ ▲ (소관분) ▲

② 검토

“보완요청(미비시)” 관 리 자
(건설기술관리협회)

“확인요청”(유선)

* ②검토 ③확인결과 오류발견 시, 사유기입하여 반려조치

❚ 자료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02-3460-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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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안내

  o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

으로 지정

등록신청자
①등록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인터넷*)

▶ 수탁기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보완요청(필요시)

▲ ▲

②
신청
서류
검토

⑥현황
관리

* 현장조사(필요시)

광역 시․도

⑤등록결과 통보

◀

④등록증 발급(서면) ③검토결과 및
등록부 송부

 <①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②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③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④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⑤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⑥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 자료 : 도 건설지원과(055-211-2926)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02-3460-8654)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yeongnam.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2923~6 

FAX : (055)211-2919

e-mail : kim0929@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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