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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 사례 Ⅱ

본 고에서는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현장에 적용된 설계변경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며 향후 국내 여러 현장의 설계변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1. 공사 개요

공사명 두교리 - 죽산 도로건설공사

발주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사기간
당초 : 2004. 11 ~ 2010. 10(72개월)

변경 : 2004. 11 ~ 2015. 12(132개월)

도급형태 당사 단독(100%)

총연장 9.51km(폭원 20m / 왕복4차선)

2-2. 공사 규모

토공 깍기 1,659천㎥,  쌓기 1,747천㎥

배수공 암거 39개소, 배수관 158개소

구조물공
•장대교(L = 1,460m) 8개소
•소교량(L = 164m) 6개소

가입시설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 , 전기공 1식

2-3. 설계변경 방향설정

당 현장은 최저가 입찰제도에 따른 저가낙찰(예가대비 58.72%) 및 

공사기간의 장기화(132개월)로 인하여 공사 수행 시 원가 및 현장

관리가 어려운 현장이다. 

설계변경 시 신규 공종의 낙찰율은 <표 1>과 같다. 당 현장의 직

접비는 65.03%, 간접비는 36.09%로 투찰하여 예가대비 58.72%

로 수주한 공사로,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협의율은 직접비 대비 

79.36%, 간접비는 36.09%를 적용받아 전체 69%를 적용받게 되었

다. 설계변경을 통한 신규공종 추가로 현장 원가율 개선이 한계가 

있는 태생적인 현장으로 적극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원가율 악화공종을 삭제하고, 삭제되어 절감된 공사비

로 현장에 유리한 특정공법 등을 적용하여 원가율을 개선하는 것

을 설계변경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기존에 반영된 

원가율 악화공종의 삭제는 해당업체 반발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발주처는 예산절감의 이득이 생기고 현장은 원가율 개선의 WIN-

W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설계변경의 당위성을 발주처에 적극

적으로 설명하여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

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었다.

표 1  설계변경 시 신규공종 낙찰율 현황

투찰현황 신규단가 설계변경 반영시

예가대비 58.72% 수주
: 직접비 65.03% 투찰
: 간접비 36.09% 투찰 

신규단가 협의율 79.36%
= (100% + 58.72%) / 2

설계변경 실반영 69% 
: 직접비 79.36% 적용
: 간접비 36.09% 적용

3-1. 죽산 교차로 재설계

1) 추진경위

국도 17호선 본선과 국도 38호선이 접속하는 죽산 교차로 주변의 

국가 및 지방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완료(2004. 10 ~ 2009. 07) 후 

도로종단 하향조정, 도로 중심선 문화재로부터 이격 등 문화재 현

1. 머리말

2. 현장 설계변경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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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현황

재설계 구간은 국도 17호선 STA.7+680 ~ 9+460(죽산1교, 죽산2

교, RAMP-A교, RAMP-D교) 구간과 국도 38호선 STA.0+340 ~ 

1+100(죽산2교, 죽산 교차로) 구간으로 2009년 4월 재설계를 시작

하여 2009년 12월 설계변경이 완료되었다. 

교량별 주요 형식변경 현황은 <표 4>와 같다. 기본적인 설계변경 

방향은 강재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악화가 예상되어 강교, 강재 식

생보강토, 강관파일 등을 삭제하거나 최소화하여 도급액 약 56억

원을 절감하고, 절감된 공사비로 죽산2교 재시공을 위한 철거공, 

가교, 강합성 라멘교 공사와 RAMP-A교, RAMP-D교의 DR거더교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표 4  주요변경 현황

위치
형식 연장

증•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죽산1교
강교
9경간

강교
8경간

420m 395m -25m

RAMP-A교
강교
4경간

DR거더교
4경간

206m 180m -26m

RAMP-D교
강교
3경간

DR거더교
3경간

115m 120m 5m

죽산2교
R.C

라멘교
강합성
라멘교

105m 110m 5m

상변경 허가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재설계를 하였다. 또한 죽산천

을 횡단하는 기존 죽산2교는 교차로 형성을 위해 단순확폭으로 설

계된 교량으로 하천관리청인 안성시와 협의하여 확폭에 따른 교각 

추가 설치로 홍수위 등에 미달되어 재가설이 필요한 것으로 협의

하였다.

표 2  국가지정문화재 추진경위

국가지정문화재 협의기간 : 2004. 10 ~ 2008. 05

1차협의(2004. 10) 불허(문화재 보호관리에 부적정)

2차협의(2005. 12) 불허(제출 자료로 심의하기 곤란)

3차협의(2006. 02) 불허(문화재 주변경관 훼손)

4차협의(2007. 05) 불허(지하터널 설치권고)

5차협의(2008. 05) 통과(허가조건 부여)

※ 해당문화재 : 매산리 5층석탑

표 3  도지정문화재 추진경위

도지정문화재 협의기간 : 2004. 10 ~ 2009. 07

1차협의(2004. 10) 불허(문화재 주변의 역사, 문화경관 저해)

2차협의(2005. 12) 불허(국가문화재 심의선행)

3차협의(2008. 06) 불허(문화재 주변경관 훼손)

4차협의(2008. 07) 불허(문화재 주변경관 저해)

5차협의(2009. 01) 통과(허가조건 부여)

6차협의(2009. 07) 통과(허가조건 조정 부여)

※ 해당문화재 : 봉업사지, 봉업사 당간지주, 미륵불

2) 현상변경 허가조건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이행조건은 국

도 17호선의 죽산1교 높이 7.03m, 형하고 4.78m, 교량두께 2.25m, 

길이 363m로 하고 국도 38호선 기존 교량(죽산2교) 길이 111m, 

도로 중심선을 문화재로부터 71.0m → 73.7m 이격 조건이며,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문화재청 이행조건을 토대로 죽산

1교 높이 7.05m, 길이 395m로 하고 국도 38호선 목재방음벽 설

치(H=2.5m, 길이 360m), 도로 중심선을 문화재로부터 71.0m → 

74.3m(3.3m) 이격하는 조건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문화재 허가반경 및 설계노선도

당간지주
유형문화재89호

붕업사지
도기념물189호

변경노선

당초노선

RAMP-D교

RAMP-A교

죽산2교

죽산2교

300.0m

300.
0m

죽산1교

죽산1교

매산리석불입상
유형문화재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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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도급 실행 시행 시행대비

 강관파일
변경

(12T → 9T) 

당초 803 1,551 2,012 -1,209 

변경 406 834 942 -536 

증감 -397 -717 -1,070 673 

 식생보강토
삭제 

당초 899 1,212 1,798 -899 

변경 161 113 113 48 

증감 -738 -1,099 -1,685 947 

 죽산1교 

당초 9,123 8,268 8,268 855 

변경 7,894 7,161 7,161 733 

증감 -1,229 -1,107 -1,107 -122 

 RAMP-A, D교 
(강교 → 

DR거더교) 

당초 4,561 3,994 4,594 -33 

변경 2,593 2,298 2,298 295 

증감 -1,968 -1,696 -2,296 328 

 죽산2교            
(강합성교) 

당초 　 　 　 0 

변경 2,431 2,075 2,047 384 

증감 2,431 2,075 2,047 384 

 가교 

당초 　 　 　 0 

변경 1,040 871 822 218 

증감 1,040 871 822 218 

 죽산2교
철거 

당초 　 　 　 0 

변경 1,282 1,048 791 491 

증감 1,282 1,048 791 491 

 녹지대 
및 

조경석 

당초 　 　 　 0 

변경 325 293 293 33 

증감 325 293 293 33 

 기타
수량증감 

당초 15,104 16,100 16,100 -996 

변경 14,907 15,583 15,583 -676 

증감 -197 -517 -517 320 

합계

당초 30,490 31,125 32,772 -2,282 

변경 31,039 30,275 30,050 990 

증감 549 -850 -2,723 3,272 

3-2. 골재원 변경

1) 추진경위

당초 설계에 반영된 골재원에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의 

생산이 불가하여 신규 골재원으로 현장 45km 반경 내 골재원 32

곳을 조사하였다. 현장 인근 지자체인 안성시, 평택시, 용인시, 이

천시, 음성군, 진천군의 석산허가 현황과 골재생산 업체를 전수조

사 후 운반거리 과다, 소규모 업체, 석산허가 종결업체를 제외 후 

죽산1교는 전체 8경간 중 죽산천과 국도 38호선을 횡단하는 4경간

은 55m의 장경간으로 교량 하부 형하고 확보를 위해 강교(2.5m X 

2.5m → 1.8m X 2.8m)로 변경하였고, RAMP-A교, RAMP-D교는 

강교를 삭제하고 DR거더교로 변경하였다. 

죽산1교, RAMP-A교, RAMP-B교 및 죽산2교는 당초 강관파일이 

두께 12mm로 설계되어 있었고 재설계시 설계사에서도 12mm로 

설계 하였지만, 현장에서 9mm로 변경 요구하여 교대를 제외한 교

각을 9mm로 변경하였다. 

죽산2교는 단순 확폭에서 전체 교량 철거 후 가교를 설치하고 강

합성 라멘교를 신설하였다([그림 2] 참조). 본선 성토구간의 강재 

식생보강토는 성토 비탈면으로 변경하였다. 죽산교차로 재설계를 

통해 시행대비 약 32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표 5> 참조).

[그림 2] 죽산2교 당초 및 변경 현황

죽산2교 당초(단순 확폭)

죽산2교 변경(전체 재가설)

제2죽산교

제2죽산교

안성

안성

안성

105m

110m

안성

교량시점

교량시점

교량종점

교량종점

장호원

장호원

장호원

장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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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다.

2) 변경현황 

중앙분리대 형식변경으로 당초 콘크리트 방호벽 8,212m, U형 측

구, 스틸그레이팅, 집수정을 삭제하고 중분대 가드레일 8,190m를 

추가하였다. 이로 인해 시행대비 약 5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표 

7> 참조).

표 7  공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도급 실행 시행 시행대비

당초 836 1,087 1,287 -451

변경 961 913 913 48

증감 125 -174 -374 499

최 근거리 골재원을 선정하였다([그림 3] 참조). 

골재원 선정시 순환골재 활용방안, 4대강 골재 활용방안 등을 비

교 검토하여 신규 골재원 선정이 가장 경제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발주처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설계변경 하였다.

2) 변경현황 

골재원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당초 11.8km에서 31.2km로 19.4km 

증가하였고, 추가운반비용은 신규단가를 적용 받았다. 이로 인해 

시행대비 약 2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표 6> 참조).

표 6  공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도급 실행 시행 시행대비

당초 3,918 3,080 3,387 531

변경 5,952 3,387 3,387 2,565

증감 2,034 307 0 2,034

3-3. 중앙분리대 형식 변경

1) 추진경위

당 현장의 중앙분리대는 [그림 4]와 같이 폭 2m의 콘크리트 방호

벽과 노면배수를 위한 U형 측구, 스틸그레이팅, 집수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기계타설로 원가율이 200%인 공

종이며 U형 측구, 스틸그레이팅도 원가율 악화공종이다.

‘국도설계실무요령’에 의거 당초 설계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중

분대 폭이 3.0m인 경우 적용하게 되어있으나, 본 도로는 중분대 

폭이 2m이며, 스틸그레이팅과 중앙차선과의 거리가 11.5cm로 매

우 협소해서 차량통과 시 스틸그레이팅 탈락으로 인한 사고의 우

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6년 4월 타 현장의 건설교통부 감찰

팀의 부실시공 감찰 결과에서도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노면배수

용 측구 뚜껑 탈락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지적이 있었다. 이를 

[그림 4] 중앙분리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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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골재원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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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낙석방지책 삭제

1) 추진경위

당 현장의 절취비탈면 보호공법은 토사, 리핑암 구간은 비탈면 녹

화공이 설계되어 있고 발파암 구간은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사, 리핑암 구간은 시험시공을 통해 공법이 

선정되어 녹화가 완료되었고, 발파암은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상

태였다. 전체 30개 절취비탈면 중 6개소에서 슬라이딩이 발생되어 

비탈면 안정성 검토 후 실정보고를 하였으며, 비탈면 안정보고서

에 발파암구간 녹화공법 미적용과 암반의 자연풍화 현상으로 인한 

비탈면 탈락현상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또 비상주감리원 현장

점검 시 암반구간 불연속면 발달로 낙석 및 붕괴현상이 발생되어, 

암반구간 녹화 공법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점검 지적사항을 받았

다. 이를 근거로 발주처에 2년간 녹화 공법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었다([그림 5] 참조).

2) 변경현황 

낙석방지책을 삭제하고 시험시공을 통해 선정된 암절개 보호식재

공, 자연 표토공 2개 공법 20,000m2를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시

행대비 약 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표 8> 참조).

표 8  공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도급 실행 시행 시행대비

당초 381 338 338 43

변경 1,467 1,227 1,115 352

증감 1,086 889 777 309

이상으로 당 현장의 대표적인 설계변경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설

명하였다. 당 현장은 저가 투찰로 인해 설계변경 시 단순 수량 증

가에 의한 신규단가 적용으로는 원가율 개선에 한계가 있어, 원가

율 악화공종을 삭제하고 삭제된 공사비로 원가율 개선공종을 추가

하여 원가 개선에 주력하였다. 이는 모든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알

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협력업체 등과

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장 원가 개선을 목

표로 기본에 충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림 5] 시험시공 현황

GESS 취부 녹화공

암절개 보호식재공

자연 표토 보호공

4.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