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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ruction liability type CM has been introduced in the form of a pilot project through public institutions since 

2017 since it was introduced in the term of construction responsibility typ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in the Basic 

Law of Construction Industry in 2011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onstruction-responsible CM, the government intends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overall construction industry, including design and construction, construction costs, 

disputes between stakeholders, and transparency of business. In this regard, the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valuation methods on the bidding guide that public institutions (LH) are currently using to select companie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for successful construction of construction-responsible CM order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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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시공책임형 CM은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라는 

용어로 도입된 이래, 2017년도부터 공공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정부는 시공책임형 CM 도입을 통해 설계와 

시공, 공사비,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 사업의 투명성 등 우리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이 국내 건설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재 공공기관(LH)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입찰안내서상의 평가방식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기존연구의 고찰

2.1 시공책임형 CM 관련 주요 연구 현황

시공책임형 CM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법제화와는 별도로 실제 국내 공공기관에서 적용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시행된 2017년 

이후 집중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시공책임형 CM 관련 주요 연구

구 분 기 간 주요 연구내용 비 고

연구범위

2016년 이전 미국의 발주방식 및 시장동향, 국내의 오픈북 정책현황

2017년 이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내외 입찰안내서 비교
GMP 계약방식, 리스크 요인
국내외 발주방식 및 프리콘 서비스, BIM 적용방안
국내현황 및 제도의 주요이슈,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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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검토 : LH 사례를 중심으로

3.1 사업자 선정 프로세스

시공책임형 CM의 사업자는 그림 1.과 같은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 선정이 되며, 이후 실시설계 사업관리단계를 거쳐, GMP에 기초한 시공계약을 

체결,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입찰공고 ▶ P Q ▶ 현장설명 ▶
입찰/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낙찰자 선정
▶

사업관리

용역계약

그림 1. 시공책임형 CM 사업자 선정 프로세스

3.2 평가방식 검토

시공책임형 CM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금액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업수행능력의 계량부분평가(배점 60점)가 일반적인 실적 위주로, 시공책임형 CM사업에서 요구하는 사업관리자로서

의 적합도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 시공책임형 CM 사업의 수행사례가 일부 민간사업을 제외하고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비계량평가 부분은 비교적 시공책임형 CM사업에서 요구되는 항목들이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관리의 

또 하나의 큰 축인 전문협력업체 관련 평가항목 미반영과 사업관리용역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공사비 절감에 대한 비용을 입찰단계에서 산정, 

제시하게 함으로써(표 3.), 입찰 참여사간 지나친 가격경쟁 유도 및 이로인한 실시설계, 공사시 품질저하 우려 등은 사업성공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2. 분야별 심사항목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비 고

사업

수행

능력

(80점)

시공실적 28

계량

매출액비중 6.4

배치기술자 16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8

공동수급업체

구성
1.6

사업관리계획 12 비

계량시공계획 8

소 계 (80)

입찰금액(20점) 금 액 (20) 계량

사회적 책임(가점) 소 계 (1.0) 계량

표 3. 비계량평가 심사항목

심사 항목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 점

사업

관리

계획

(12점)

사업이해도 사업추진목표, 리스크, 사업수행전략 3

사업관리

수행능력

조직구성, 사업관리용역수행계획,

설계검토, BIM
4

VE제안 및

적정성
VE제안 및 적정성, 공사비 절감비용 산정 5

소 계 12

시공

계획

(8점)

시공계획의

적정성
공사수행계획, 조직구성 및 운영 2.5

공사기간의

적정성
공사기간, 공기단축, 공정관리방안 1.5

안전성 확보 등 안전/보건/환경관리, 민원방지계획 1.5

품질확보 방안
하자저감, 품질관리,

하자보수 및 민원대응계획
2.5

소 계 8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국내 공공분문 시공책임형 CM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책임형 CM 사업자는 PQ, 입찰(사업계획서, 금액) 등 총 2단계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둘째,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계량부분과 비계량부분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계량부분 평가는 현재의 일반적 평가기준에서 향후 사업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비계량부분 평가는 전문협력업체 관련 평가항목 반영이 필요하고, VE 절감금액 제시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및 시공시 품질저하 등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LH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시범사업 사례와 프로젝트의 

성격 및 발주기관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평가방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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