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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rge spatial construction needs to consider various construction management factors through the construction 

guide, including high-tech roofing works for creating large space without columns and erecting large spatial structure. 

However, the domestic large spatial construction relies on overseas construction technologies due to the lack of 

construction guide of large spatial construction and experience in similar type of project. To improve the problem, we 

deduced principal items of construction management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large spatial construction as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a construc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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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공간 지붕공사는 철골부재의 지조립, 양중 및 설치, 가설벤트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관리요소에 대한 철저한 시공계획이 요구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공지침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1)
.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공간 지붕공사 사례부족과 참고 가능한 시공지침의 

부재로 인해 현장관리자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또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공간 지붕공사 시공지침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지침서에서 다루어야할 중점관리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서의 구성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공간 지붕철골공사의 시공계획서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항목

을 도출하고, 건설지 및 연구문헌을 검토하여 항목을 2차 분류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항목을 재검토하고 이를 위한 지침서의 구성방

안을 제안하였다. 

2. 대공간 지붕공사 시공계획서 주요구성요소 도출

시공계획서는 공사의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시공계획서 상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항목은 시공단계에서의 중점관

리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공간 지붕철골공사의 시공계획서 4건을 수집·분석하여 각 시공계획서상에서 공통적으로 수립

하고 있는 주요 구성요소 및 세부 관리내용을 도출하였다. 검토결과 대공간 지붕공사는 무지주 대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대형 철골부재의 지조

립 계획, 대형 크레인 운영을 위한 양중계획, 철골 설치와 이를 위한 가설 벤트를 포함하는 가설계획 등이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1. 대공간 지붕공사 시공계획서 주요구성요소 및 세부내용

시공계획서 주요구성요소 세부 관리내용

공통가설 계획 현장 진입로 위치, 이동경로, 야적장, 조립장, 도장장, 가설 비계

장비동원 계획 양중장비(크레인 제원, 투입시기, 대수, 위치, 동선)

가설벤트 계획 가설벤트(제원, 개소, 위치, 해체 및 이동, 보강)

현장설치 계획 지조립 단위 및 절차, 지조립용 가설, 설치조닝 및 일정, 설치순서, 가설비계, 설치 및 인양용 장비

품질관리 계획 설치측량계획, 용접 관리, 볼팅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교육, 안전망,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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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중점관리항목 도출

시공계획서상에서 수립된 주요 구성요소들이 실제 시공단계에서 어떠한 이슈로 발생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시공계획서와 동일

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건설지 4건과 관련 기술기사 6건에 대한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문헌에서 중요하게 기술되어 있는 

항목들을 선별하였으며, 각 항목들을 시공계획서상의 주요 구성요소와 비교하여 시공단계 중점관리항목으로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해당분야

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12인(시공관리 4인, 구조분야 5인, 지붕철골시공분야 3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중

점관리항목을 최종 검토하였다. 이러한 중점관리항목은 궁극적으로 시공지침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구성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대공간 지붕공사의 중점관리항목

문헌고찰을 통한 중점관리항목 전문가 자문결과

중점관리항목 세부항목
건설
지

기술
기사

A B C D E F G H I J K L

가설관리 지조립장, 야적장, 도장장 ○ ○ ◎ ○ ○ ○

철골조립관리 지조립 단위 및 시퀀스, 안전관리 ○ ◎ ◎ ○ ○ ○ ○ ◎ ◎

양중관리 양중장비계획, 이동동선 수립 ○ ○ ○ ○ ○ ◎ ◎

가설벤트관리 가설벤트 해체, 처짐 대응 ◎ ◎ ◎ ○ ○ ◎ ◎ ◎

품질관리 측량 및 시공오차관리 ◎ ◎ ○ ○ ◎ ◎ ○ ◎ ◎ ◎ ◎

○ 중요 ◎ 매우중요

건설지와 기술기사의 검토결과 시공계획서상의 항목 중 가설벤트와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기술되고 있었다. 특히 가설벤트의 

해체시 지붕구조물의 처짐 등 안전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시공오차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전문가 자문에

서는 전체 지붕공사 수행에 있어 Erection Engineering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점관리항목에 대한 의사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지조립 단위의 선정, 설치 시퀀스, 처짐 및 오차관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선별된 항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침서상에서의 구성방안을 추가 자문하였으며, 국내외 실적자

료의 수집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상에서 성공 및 실패사례를 분석·수록하여 제공할 경우 지침서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분

석되었다. 

표 3. 대공간 지붕공사의 중점관리항목별 지침서 구성방안

중점관리항목 관리 체크리스트 수립 시공사례제공 관리 프로세스 제공 시각화 시뮬레이션수행

가설관리 ● ● ●

철골조립관리 ● ● ●

양중관리 ● ● ● ●

가설벤트관리 ● ● ●

품질관리 ● ● ●

4. 결 론

본 연구는 대공간 지붕공사의 시공지침서 개발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지침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중점관리항목 및 구성방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항목들은 추가적인 국내외 자료 수집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며 각 중점항목별로 시공지침서상에서의 구성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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