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Online 공청회

▪주 관 :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디자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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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주요사항 발표 및 토론

진행: 손윤기 ㈜ 엔비코컨설턴트 부사장

제1부: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발표

시간 세부내용 발표자

14:00-14:05 개회사
이재훈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회장

14:00-14:10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개발 경과보고
김남희

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14:10-14:25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개요
박원석

목포대학교 교수

14:25-14:40 기존 설계공모지침 비교와 디자인 보호
엄성렬

㈜ EDI 대표

14:40-14:50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협업
김창수

㈜ 디엠 전무

14:50
-

16:00

제2부: 패널토론

김재금
SK 에코플랜트

부전마산

Solution TF장

김종현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시설사무관

조선희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도로계획팀장

김명윤
도로공사
기술심사처

설계VE 차장

참여자 모두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온라인 2022.05.13(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회장 이재훈입니다. 오늘 우리 학회가 주
관하는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공청회의 발제 및 패널분들과, 
학회 회원들 및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인사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변화해가는 국내 교량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서 채택되고 있
는 설계공모제도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담아서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으로 제시해 주신 디자인위원회에 축하를 드
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패널로 참여해주신, SK 에코플랜트 부전마산
Solution 김재금 TF장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김종현 시설사무관님, 전남도
청 도로교통과 조선희 도로계획팀장님과 도로공사 기술심사처 설계VE 김명윤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
들의 안전과 생활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물의 디자인은 국
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다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설계를
지향하며 설계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중심의 교량
설계분야에서는 설계공모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
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최하는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공청
회를 통해서 교량 및 구조물의 설계공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훈련을 하는데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가이드라인’으로 잘 정리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회장님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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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서울대 건축학과 객원교수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디자인위원회(장)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개발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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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량설계현황: IABSE Awards 2020 Finalist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ridge and Structural Engineering (IABSE)(since 1929)
-> technical, economic, environmental, aesthetic and social aspects
IABSE Outstanding Structure Award (si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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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형태 이해부족 사례
구조형태미는 힘의 흐름의 효율성

계획안에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경관기본계획 사례
교량의 개념설계란의 표현은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라
힘의 흐름의 합리성도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 설계현황은 이러한 협업설계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최근 SOC구조물 건설 사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물순환 시스템' (2014.01.22 )

해외 비대칭사장교 (칼라트라바의 아미요교)을 모방하였으나
주변경관 맥락과도 부조화뿐만 아니라

선진 교량기술력을 바르게 표현하기 어려움.

• 융합디자인 능력 배양이 절실하게 요구됨

• 개념설계에 대한 이해도 낮음
• 기술과 예술의 융합설계 능력 미흡
• 협업설계 효율성 부족(업무 영역간 장벽이 높음)
• 제도 및 교육 환경의 미성숙

국내 교량설계현황: 다양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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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설계공모에서 구현까지

• 개념설계에 대한 이해도 낮음
• 기술과 예술의 융합설계 능력 미흡
• 협업설계 효율성 부족(업무 영역간 장벽이 높음)
• 제도 및 교육 환경의 미성숙

국내 교량설계현황: 다양한 문제점

Competition Type This design competition is a general design (open)
competition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Eligibility Domestic and foreign specialists in fields related to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landscaping and urban design can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Up to 5 people can apply for the
competition as a team.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국제현상설계공모의 당선작
이바네 크스넬라슈빌리의 ‘슬로프 워크’. 

단순한 구조 변형을 통해 입면의 형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진제공: 서울시).

https://project.seoul.go.kr/view/viewAboutU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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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현황

기술과 디자인의 이음새 없는 융합

• 국제적 선도모델

국내 SOC 설계기술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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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Engineer:
Michel Virlogeux, Bonnelles, France
Architect:
Foster and Partners, London,UK
Contractor:
Eiffage TP, Neuilly sur Marne, France Eiffel Construction

디자인위원회 소개

• 디자인 위원회 발족 배경

디자인 위원회는 구조물 설계에 대한 국내 기술력의 국제 경쟁력 강화

• 공학적 기술력에 예술적 가치를 더한 구조미학적 디자인

• 다양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구조물 디자인

• 다학제간 협업의 장

• 디자인 위원회 활동의 지향점

진정한 협업의
맥락적 디자인

• 기술교류의 경계는 사라짐

• 새로운 재료 · 기술 · 형태

• 설계결과물의 품격 상승

• 기술력 증대

• 고부가가치 산업창출

• 국제경쟁력 선도

Salginatobel Bridge by Robert Maillart. 

구조미학적 디자인
힘의 흐름을 표현한 휨모멘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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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위원회 활동

포럼 포럼 주제 발제 및 패널

1차
(4.22)

‘Inside Out’
발제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프로젝트 소개
발제 2: 도시고가교의 세장미와 구현기법
발제 3: 최근 구조물 디자인 사례

2차
(6.29)

‘올바른 디자인 방향은?’

발제 1: 월정교 복원평가
발제 2: 디자인 카피
발제 3: 디자인 제도
발제 4: 디자인 지적재산권
패널 토론(산학연관계자, 변호사, 변리사, 참여자)

3차
(8.31)

‘What is a design concept?’

발제 1: 1주탑 초장대 현수교의 설계
발제 2: 영광-해제교(비당선) 개념설계 사례-구조기술
자와 개념스케치 역량
발제 3: 조발대교(사장교) 디자인과 구조계획
패널 토론(교량 실무자 포함 다학제간 전문가)

4차
(10.26)

‘교량구조를 넘어서 도시설계’

발제 1: 만들기와 짓기 그 사이
Architecture: making vs. construction
발제 2: 설계공모 제도
토목시설 설계공모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패널 토론(도시계획가, 디자이너, 참여자)

• 교량 및 구조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2021.09~ 

• 포럼 개최



The increasing use of design competitions has prompted 
engineers and architects to work together in developing 
creative and visually stunning proposals. Sadly, this sometimes 
results in beautiful images and convoluted designs that are 
visually attractive, but may be structurally unsound, over 
budget and expensive, and difficult to build and maintain; but 
if conceived and developed within the right framework can 
meet all the aspirations of the Client and offer real value for 
money.

(중략)

The adoption of an unsound design can be due to any one of 
a number of factors such as an uninformed promoter, an 
inexperienced competitor, ill-conceived rules or an 
inexperienced and unknowledgeable judging panel. However 
many competitions result in new ideas proposed by talented 
and emerging younger engineers and architects that can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successfully in conjunction with 
experienced engineers and architects, if the competition is 
properly conceived and managed.

(중략)

Until now there are no published international guidelines 
available to clients and procurement agencies wishing to hold 
a bridge design competition. UNESCO in 1978 published 
design guidelines intended for architecture and town planning, 
but these have rarely if ever been applied to bridge design 
competitions. Naeem Hussain Chair IABSE Working Group 3

교량설계공모가이드라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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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가이드라인에 담을 내용들

·IABSE [Guidelines for Design Competitions for Bridges]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24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71조, 제75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6-101호, 2016.3.8.) 

• 지침작성의 참조자료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

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

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361&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11230&ancYnChk=0#AJAX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온라인 2022.05.13(수)

설계공모가이드라인에 담을 내용들

맥락적 설계 유도

Design Competition (11months till December1956)
More than 220 entries from 28 countries

저작권 보호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온라인 2022.05.13(수)

• 지침작성의 배경 및 목적
·교량설계공모 시행시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 따라 그 절차와 방식이 제 각각이며, 설계공모 본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지 못한 채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설계안 선정, 정 후 비용과다 문제, 평가방식 및 왜곡된 심의에 의한 우수한 디자인 탈락, 
응모자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은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 임.

·설계공모의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공모의 운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법조인이 함께 작성함

• 지침의 주안점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설계공모를 위한 기본적 사항, 공모의 추진 목적에 따른 적절한 공모방식, 평가 및 심의방식, 
저작권 등에 대한 포괄적 기준 제시

·심사평가 운용의 불합리성 해소, 구체적 해법 제시까지는 아니나 원칙 제시. 

• 지침의 위상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출판물 / 국토교통부고시「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

• 집필자 디자인위원회(김남희, 김창수, 박원석, 손윤기, 엄성렬), 변호사(민태호, 조을원) 

• 내부자문위원 고현무, 서석구, 김우종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 가이드라인(안) 작성배경 및 방향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온라인 2022.05.13(수)

일시 주요내용

1차 2021. 9 • 작성 위원회 구성

2차 2021.10. 7

• 2012 Iabse 가이드라인으로 초안 논의
• 지침제목
• 지침의 위상 (학회지침안)
• 공모의 종류 (공개공모와 현상공모를 구분, 현상공모는 별도로)

3차 2021.11. 23

• 지침의 목적과 범위
• 용어정리 필요성
• 지적재산권 개념정리의 필요성(설계결과물의 소유권과 보호)
• 공모종류: 공모경쟁면접(competitive interview) 포함
• 배심원에 의한 심사에 대해 논의 ( judge, jury)

4차 2021.12.15
• 용어정리(지식재산권)
• 경쟁면접(competitive interview)
• 일반공개공모 1단계; 2단계 기술 필요성

5차 2022. 01.12

• 목차구성 및 용어정리
• 일반공개공모 1단계; 2단계
• 심사위원 선정방식
• 배심원제도의 필요성

6차 2022. 04. 12 • 내부 자문위원 의견 취합 논의

7차 2022. 05.13 •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 가이드라인(안) 개발 경과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Design Competition for Bridges and structures 

디자인위원회

2022.06



설계공모 가이드라인(안) 개요

2022.5.13

목포대학교 박원석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 가이드라인(안) Online 공청회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 가이드라인
• 배경 및 목적 : 우리는 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가?

✓ 설계공모 본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를 원함

✓ 설계공모의 운용 기준을 제시

• 주안점

✓ (절차) 설계위주 현상공모 관련 절차 및 방식 제시

✓ (심사) 합리적인 심사 평가 운용을 위한 원칙 제시

✓ (권리) 설계공모 출품작에 대한 보상과 보호 원칙 제시

• 활용 : 어떻게 이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가?

✓ 설계공모 안을 만들고 시행할 때 적용

✓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 매뉴얼 작성에 활용

• 참고자료

• IABSE, Guidelines for Design Competitions for Bridges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4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고시 제2016-101호



설계공모 가이드라인 목차

1. 가이드라인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설계공모의 목적

4. 설계공모의 참여자

5. 설계공모의 종류

6. 설계공모 주요사항

7. 설계공모 단계별 지침

8. 설계공모 기타 주요사항

9. 부록 (저작권관련)



1. 가이드라인의 목적

• 설계공모를 통한 경쟁설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설계공모 주체 및 관계자나 참여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

✓설계공모의 방식, 성공 및 실패요인 제시

✓설계공모 주체 : 설계공모방식과 관련 절차들을 세심하게 담은 지침 마련

✓참가자 :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에 대한 준비 및 이해

• 기존 설계공모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설계공모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설계공모방식과 단계별로 구분해서 정리

✓명확한 목표 및 절차, 규칙을 가지고 운영되는 설계공모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평가

✓출품작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보호

• 교량 뿐 아닌 다른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공모지침 마련에도 사용 가능



3. 설계 공모의 목적

• 랜드마크 : 지역성, 기념성, 문화성, 정치성

• 디자인을 통한 지역의 가치 향상

• 발주자의 의지

• 제약 조건 등으로 인한 혁신적 대안의 필요

• 프로젝트에 적합한 디자인 및 설계 팀 선정

• 특수한 공학적, 미학적 요구사항이 없는

표준형 교량(구조물)이 적합한 경우

• 심사위원단의 결정에 따른 위험을 발주자

가 감수할 수 없는 경우

• 공사비가 핵심적 요소인 경우

• 설계공모 운영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설계공모가 필요한 경우 설계공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 설계공모의 참여자

• 발주기관 내/외부 전
문가로 구성

• 심사권을 가지지 않
고 심사참여가능

의뢰인
및

발주자

발주자의
자문기구

공모
대행기관

응모자

계약자

심사위원
평가

전문기관

• 체계적 공모 운영

• 공정한 평가 및 선정

• 우수한 디자인 선발

• 평가 전문성 인정 및 명성

•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 수주자



5. 설계공모의 종류

목적
종류

아이디어
기본계획 및

개념설계
기본설계

설계팀
선정

설계 및
시공팀 선정

일반공개공모 ○

△
2단계 PQ방식

복합 운용

△
2단계 PQ방식

복합 운용
- -

제한공개공모

(PQ방식)
- ○ ○ ○

○
(Design 
Build)

지명초청공모 - ○ ○ ○ -

경쟁인터뷰공모 - - - ○ -

(○: 적합성 우수 △: 적합성 보통 -: 해당사항 없음)



6. 설계공모의 주요사항

• 시행목적을 명확하게

•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공모유형 선택

• 명확한 요구사항이 담긴 공모 지침서

• 적절한 데이터 제공

• 적절한 보상과 상금

• 지적 재산권 보호

• 공정한 평가 …

• 불명확하고 상충되는 요구사항

• 불확실 부적절한 데이터

• 불충분한 보상

•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심사제도

• 과도한 추가비용

• 부적절한, 비전문적인 평가 및 선정

• 공모안의 무단 사용 …

성공적 설계공모를 위해서는 설계공모의 실패 요인들



7. 설계공모 단계별 지침

7.1 계획, 타당성 조사

7.2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7.3 지식재산권

7.4 설계공모 홍보

7.5 설계공모 공보

7.6 응모자 등록 및 선정

7.7 심사위원 선정

7.2.1 예산 수립
7.2.2 제출 요건
7.2.3 심사 및 평가 기준
7.2.4 일정
7.2.5 상금

7.3.1 공모성과품에 대한 사용권 보상 활용
7.3.2 응모자의 디자인 저작권 도용 관련

7.7.1 심사위원 구성
7.7.2 심사위원 자격
7.7.3 심사위원 선정방법
7.7.4 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



7. 설계공모 단계별 지침

7.1 계획, 타당성 조사

7.2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7.3 지식재산권

7.4 설계공모 홍보

7.5 설계공모 공고

7.6 응모자 등록 및 선정

7.7 심사위원 선정

7.9 질의 및 응답

7.10 출품작 접수 및 확인

7.11 심사평가

7.12 선정작 발표

7.13 공모사업 홍보

7.14 공모안의 반환

7.15 후속설계 또는 건설 계약

7.8 설계공모 단계 및 기간



8. 기타 주요사항

8.1 공사비 산출의 주체

8.2 설계공모의 범위

8.3 세부기준

부록 (저작권 관련)

저작물로서의 디자인(조형)의 보호와
유사성 판단 기준

공모전 당선작 활용 동의서

용역계약서의 저작권 관련 문구



엔지니어와디자이너의협업엔지니어와디자이너의협업

2022. 05. 13

김창수

2022. 05. 13

김창수

교량및구조물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교량및구조물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설계안 결정과정

 프로젝트 사례

 저작권 관련

 결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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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 결정과정

• 현황 및 입지여건 분석

• 경관 분석

• 디자인 방향 설정

• 컨셉 개발

디자인 제안

• 각종 조사(지반, 지형)

• 유사사례 분석

• 구조 안전성 분석

• 공사비 분석

비교안 도출

• 시공성 검토

• 경제성 분석

• 경쟁력 평가

 최종안 선정

디자인 설계

시공

• 각 팀별 담당업무



교량및구조물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사례1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2공구)
• 디자인팀

- 군도에서 가장 양호한 경관을 자랑하는 지구
- 해수욕장 및 주변의 섬들에서 다양한 조망조건 발생
- 대장도의 지명과 관련된 장자교 – 전설의 현대적 반영
- 선유도와 무녀도를 잇는 선유교는 아치교 형식계획

체험목적 생태해양관광지구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이나믹한 분위기 연출
Active, Dynamic, Organic

- 긴거리의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 기대감을 주는 구간
- 대각산 및 월영산의 높은 산지로 구성된 지형
- 해양레져지구의 입구의 성격을 강조하는 연출필요

휴양목적 생태관광지구와 입구의 특성을 강조하는
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의 구조물 도입 바람직
Relax, Recreation, Expectation 

- 바다 낚시터, 마리나 및 체육시설 등 입지
- 다양한 크기의 섬들이 형성하는 아름다운 경관
- 교량을 조망하는 다양한 시점 형성(갯벌, 섬, 항로)
- 규모 및 상징성 강조- 가장 넓은폭의 항로
-

성격이 다른 두 지구의 전이지점으로서 상징성 필요
인접한 섬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적정형식 도출
Link, Symbol, Gate, International 

ABC

4

대장도

장자도

관리도

선유도

신시도

무녀도

망주봉

장자봉

큰무녀봉

작은무녀봉

노적봉

앞산

대각산

군 산 시
옥 도 면

A

B

C

단동교

선유교

장자교

• 대상지 광역 경관분석

선유도 및 방조제과업 구간(선유도~무녀도)무녀도~장자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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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팀

사례1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2공구)

천혜의 다도해 경관 보존

국제관광단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상징성서해와 고군산 군도의 관문창출

새로운 비경을 창출하는 관광자원
•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경관 훼손 최소화
•‘서해의 보석’이라는 불리는 고군산 군도의 비경을 보존

• 다도해와의 관계를 고려한 규모도출로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

• 선유 8경에 더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못지않는 교량경관 창출
• 바라보는 교량만이 아닌 체험할 수 있는 교량으로 연출
• 현이 강조되는 현수교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 주,야간 경관 연출

• 고군산 군도로 통하는 실질적인 관문로 상에 위치(육,항로)
• 차후 중국 관광객을 감안한 서해의 관문으로 자리매김

• 수준높은 조형연출로 국제적인 상징성을 갖는 교량 창출
• 개발과 보존의 만나는 결절점상의 입지를 강화하는 상징성 도출

조화성 생태성 관광성 이용성

상징성 조형성관문성 지역성

•지형(섬)과 조화로운 경간분할
•주요시점상에서의 경관 분석(차폐중첩) 
•군도의 규모를 감안한 교량규모 도출
•인접교량과의 리듬을 고려(주탑수)

•해상지형을 고려한 기초의 규모 감안
•갯벌생물과 어류를 배려한 설계
•친환경적인 설계 구현을 위한 배려
(소재 및 도료 등)

•선유8경에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
•관광 네트워크화(미시적,실질적인)
•교량을 활용한 이벤트(사례위주)
-측면분수, 불꽃놀이, 기념일…

•전망대, 포토존, 주차장 등 공간계획

•기존이동수단(카트)의 활용 검토

•자전거로 및 보도의 활용 (레벨)
•인접 섬으로의 이용성 확대방안 검토

•주행상의 관문성 – 주탑의 방향

•주탑 및 케이블 면수에 따른 관문성

•항로상의 관문성
- 경간분할에 따른 항로상의 관문성

•일반적인 주탑 이외의 독창적 조형

•입면 및 측면에서의 종합적 검토
•횡단면 구성 검토(보차도,거더하부 등)
•케이블 색채 및 조명연출방안 검토

•군도내 가장 크고 화려한 규모
•모티브 이미지 도출 – 구상, 추상 등
•역사, 문화적 요소 적용 가능성 검토
•야간의 심벌로서의 경관연출 검토

•지역 및 서해 대표하는 이미지 조사
- 낚시, 산, 전설 등

•국내외사례 조사
- 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적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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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팀

사례1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2공구)

• 디자인 개발

• 디자인 전개

• 선정안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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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팀

사례1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2공구)

• 기본계획 : 3경간 현수교(자정식) • 비교1안 : 3경간 현수교(타정식)

• 비교2안 : 사장현수교(자정식) • 비교3안 : 1주탑 3차원 현수교(타정식)

• 비교4안 : 1주탑 단경간 현수교(타정식) • 비교5안 : 2주탑 단경간 현수교(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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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팀

사례1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2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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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안

사례1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2공구)



교량및구조물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사례2 :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공사 제6공구
• 디자인팀

10

• 대상지 경관분석 안동의 스토리가 있는 컨셉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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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공사 제6공구
• 디자인팀

11

•디자인 모티브의 적정성(교량위치의 자연과 문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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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공사 제6공구
• 디자인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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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팀

13

• 교량형식 적정성 분석

사례2 :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공사 제6공구

장대레일 안전성 만족 철도교로서 안정감 보통

장대레일 안전성 만족 철도교로서 안정감 우수

장대레일 안전성 불만족(REJ 필요)              철도교로서 안정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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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팀

14

• 선정된 아치교 상세 분석

상징성 : ◎ 안전성 : ○ 진보성 : ◎ 경제성 : ○

상징성 : ◎ 안전성 : △ 진보성 : ◎ 경제성 : △

상징성 : ◎ 안전성 : △ 진보성 : △ 경제성 : △

- 비교 1안 : 연속 크로스 아치교(하회탈)
70+80+2@120+80+80+70 = 620m

- 비교 2안 : 3련 아치교(별신굿)
70+80+90+130+90+80+70 = 610m

- 비교 3안 : 중로 아치트러스교(별신굿)
2@80+90+140+90+2@80 = 640m

사례2 :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공사 제6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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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안

15

사례2 :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공사 제6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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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
• 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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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
• 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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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
• 디자인팀 : 디자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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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
• 디자인팀

• 사장교 안

• 현수교 안

• 사장현수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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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
• 설계팀

• 현수교 안• 사장교 안

• 복합교 안• 사장현수교 안



교량및구조물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21

사례3 :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
•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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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 설계안 발전 과정

• 디자인팀 : 미적이며 경관적인 측면의 디자인 제안

• 설 계 팀 : 재료, 구조 및 공사비 측면에서 비교안 도출

• 시 공 팀 : 시공성, 교량 규모 등 경쟁력 고려한 설계안 결정

 최초 디자인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안 결정되므로 저작권 주체 모호

• 계약 및 저작권

• 계약관계 : 시공회사(갑) 설계회사(을)   디자인회사(병)

시공회사(갑) 디자인회사(을)

• 저 작 권 : 시공회사 설계회사 또는 디자인회사

계약관계에 따라 모든 저작권 귀속 결정되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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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 계약서의 저작권 관련 사례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원칙 제시 필요

• 저작권 관련 개선방향

• 설계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검토와 각종 대안 및 아이디어 등의 모든 자료가 발주
자에게 귀속

•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되므로 개선 필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갑’의 승인 없이 ‘을’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
다.

사례1

이 건 과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도면 및 자료는 “갑”의 소유로서
“을”은 용역업무 수행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건 계약으로 발생한 성과
품, 특히 신공법, 신기술, 저작권, 사용권 등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은 “갑”의 소
유로 한다.②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시에도 “을”의 과업수행 결과물,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사례2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등의 지적소유권을 포함한 용역성과물의 소유권은 특별약
관에 의한 “을”의 용역제공의무 완료와 동시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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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설계안 도출의 아이디어(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저작권 이해

• 현행 계약관계에서 관행적인 계약 문구 변경 필요

• 지식재산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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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안) 제정의 배경 – 기존 설계공모 운영의 문제점

01

01 개요

▣ 발주기관별 설계공모 절차와 방식이 상이하여 무의미한 결과 초래

①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설계안 선정 후 상세설계 시 사업비용 과다 증액

② 심사평가 운용의 불합리, 부정한 평가 시행 등으로 우수한 디자인 탈락

③ 응모자 지적 재산권 침해 발생 등

▣ 설계공모의 통일된 절차와 규칙 제정으로 일관된 운영방안 제시

① 기존 설계공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최소화 및 명확한 목표 설정

② 참여자들의 재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 지적 재산권 보호방안 확립 등

▣ 설계공모 성공을 위해 발주기관 및 참여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제시

① 국제적 설계공모 방식 분석, 설계공모의 실패요인 및 성공요인 분석

② 설계공모를 통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기 위한 포괄적 기준 제시

가이드라인(안) 제정의 목적



구 분 내 용

① 가이드라인의 목적 ○ 설계공모를 통행 경쟁설계를 위해 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제시

②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공모의 방식, 지적재산권 등

③ 설계공모의 목적 ○ 설계공모의 대상과 비대상 분류

④ 설계공모 참여자 ○ 발주자, 응모자 등 주요 관계자의 역할 분류

⑤ 설계공모의 종류
○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PQ방식), 지명초청공모, 경쟁인터뷰공모

⇒  발주처의 목적별 공모적용 종류 구분

⑥ 설계공모의 주요 사항 ○ 설계요구 기능 등 주안점, 실패요인 등

⑦ 설계공모 단계별 지침
○ 계획수립 → 지침작성 → 지적재산권 → 홍보 → 공모 → 응모자 등록 → 심사위원 선정

→ 기간 → 평가 및 선정 등

⑧ 기타사항 ○ 공사비 산출, 설계공모의 범위, 저작권 관련 부록 등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01 개요

02



설계공모의 정의

02 설계공모 제도의 이해

발주자가 2인 이상의 응모자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설계공모의 목적

설계공모의 종류

● 일반공개 공모 – 모든사람 참여 가능, 최대범위의 잠재적 대안에서 최선의 선택 가능

● 제한공개 공모 – PQ기준에 부합하는 응모자만 공모 참여 가능 / 현재 시행되는 가장 일반적 방법

● 지명초청 공모 – 검증된 유명 디자이너 또는 엔지니어를 초청하여 공모에 참여시키는 방식

● 경쟁인터뷰공모 – 현재 국내 미시행 / 인터뷰를 반복하며 점신적 후보자 압축 → 최종 수행팀 선정

● 지역 및 정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교량 건설

● 건설에 제약이 있는 특수조건에서 혁신적 대안 도출

● 비용대비 최고의 가치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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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설계공모 시행이 바람직한 경우

① 지역의 랜드마크 교량건설 필요성 요구

② 건설에 제약이 있는 특수조건에서 혁신적 대안 도출

③ 비용대비 최고의 가치 획득

설계공모 시행이 불필요한 경우

① 표준형 교량 적용에 적합한 현장 조건

② 교량의 디자인보다 공사비가 핵심적 요소인 경우

③ 발주자가 이미 적합한 디자이너를 확보한 경우

검토
의견

▣ 설계공모 대상과 비대상 사업에 대한 개념 분류 모호

⇒ 사업의 특성상 교량 공사비가 중요한 경우이나, 전체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기존 설계 방식의 경우 금액이나 주요 구조물의 크기에 따라 PQ, SOQ, TP 구분

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1)03

3 설계공모의 목적

원문 “설계공모는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PQ), 지명초청공모, 경쟁인터뷰공모로 구분”

검토
의견

▣ 공모방식이 너무 분할(4가지)되어 발주처에서 발주 시 혼돈 우려

⇒ 지명초정공모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공개공모 방식을 주로 활용 중

⇒ 교량 규모, 공사비 범위, 기술적 난이도 등을 구분하여 공모의 방식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제시 필요

5 설계공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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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2)03

6.1 성공적 설계공모를 위한 주안점

7.2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원문
가능한 충분한 내용이 설계공모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형, 지반 및 환경조사, 설치물 정보 등 전반적인 자료”

검토
의견

▣“하부지반 구성의 구체적 수치는 발주기관에서 배포한 수치를 적용한다”문구 추가 필요

⇒ 공모자 제안서 작성시 지층 추정결과 업체별 상이 → 계량평가(공사비평가) 공정성 이견 발생

⇒ 적정규모의 공모기간의 부여 필요 → 짧은 기간에 공모제안자 보링조사 시행 불가

원문 “미학적으로 우수한 디자인”

검토
의견

▣ 미학적 경관에 치우친 나머지 구조체로 미학적 경관을 창조하지 않고,

간혹 비구조체를 덧붙여 경관성을 높이는 사례 발생

⇒ 미학적으로 우수한 디자인을 창출하되 교량의 주구조체에 대해 경관성을 부여하고, 

비구조체를 덧붙여 경관성 부여는 지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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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가능한 충분한 내용이 설계공모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술적 요구사항, 설계기준과 지침, 항로 확보 등 특별한 제약사항”

사례

설계공모 지침서 (안산~인천)
참여사 간 질의

[B사(주경간 L=480m) →A사(주경간 L=250m)]

① 주교량은 내측으로 관리부두, 오이도 선착장, 월곶포구,시

흥조선, 소래포구 등이 위치하며, 700톤급 미만의 선박이 운

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선박통항을 고려하여 구조물

을 계획하여야 한다.

“귀사는 ...중략... 250m 주경간의3주탑사장교를계획하여,

항로내주탑2개소, 교각2개소설치로통항선박의교통안전을

심각하게저해”

검토
의견

▣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전에 중요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모·공고시 배포하는 것 제도화 필요

⇒ 2021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제안공모시 설계공모 지침서에 항로폭 확보를 위한 주경간장을 190m로

명기하였으나 해당 항로관리기관의 의견과 달라 혼선 초래

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3)03

7.2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주교량 최소 경간장 형하고

L = 190m 이상 H = 2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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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4)03

7.5 설계공모 공고

7.7.1 심사위원 구성

원문 “② 심사위원회는발주자등이임명또는위촉한심사권을갖는 7인이상의외부심사의원으로구성한다.”

검토
의견

▣ 발주처에서 심사위원 대상자의 임의선정을 방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배분의

가이드라인 명시 필요

⇒ 현재 설계공모 지침에는 5~9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그 중 소속직원을 과반수이상으로 선정이 원칙

(필요 시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의위원을 10~30% 포함)

원문 “설계공모의 시행공고는 발주자의 홈페이지 및 일간지 또는 관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검토
의견

▣‘조달사업법’제3조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등 시스템 활용 가능

⇒ 참여사의 정보 획득 용이성 확보 및 발주기관의 공고방법 혼란 방지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활용

권장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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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5)03

7.7.2 심사위원 자격

7.7.3 심사위원 선정방법

원문
“③ 설계공모를 2단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1,2단계 심사위원 수의 절반을 중복이 바람직하다.”

검토
의견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2단계 중복 심사위원 결정에 대해서는 발주자 재량이 아닌

공모 응모자들의 추첨 등의 방법도 고려 필요

⇒ 설계공모 사업의 평가 공정성 논란 사전 배제

원문
“④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자

⑤ 당해분야의 기술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자”

검토
의견

▣ 심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부교수급 이상 또는 조교수 0년 경력 이상 등 기준 강화 필요

▣ 민간기업 심사위원 참여도 예상되므로 심의대상 관련 관계 계열사 및

관계자 제척에 대한 규정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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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 디자인 교량

(Jiubao Bridge, 항저우)
디자인 카피 논란 교량

(영암호 횡단교량, T/K제안)

사례

결과 교량디자인 카피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문제없이 턴키심의에서 통과됨 [제안자 : 대림산업]

부록 교량디자인 지적재산권 분쟁사례(1)

전라남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연결교량 사업(2012년, 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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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례 : 경도지구 연륙교 턴키(2021년)

⇒ 교량디자인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결론

구분 턴키 심의시 상대사 질의 디자인 카피 논란 해당사 답변

사례

“귀사의 리버스 아치교는 이미 2008년 Dubai의 7번째
Creek 횡단교량에 현상공모 당선된 AI Ittihad Bridge와
같은 형상으로 지적 재산권 분쟁이 우려됨”

“교량은 지속적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닌 공공구조물이며, 
……중략…… 두바이가 국제간 디자인 보호협약에 미가입
되어 있어 지적 재산권 분쟁소지 없음.”

결과 교량디자인 카피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문제없이 턴키심의에서 통과됨 [제안자 : 대림산업]

부록 교량디자인 지적재산권 분쟁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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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 가이드라인의목적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 설계공모의종류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 설계공모를통한설계및시공일괄계약자선정



설계공모해외사례(노르웨이 Rv.555 Project)



설계공모해외사례(노르웨이 Rv.555 Project)



설계공모해외사례(노르웨이 Rv.555 Project)



설계공모해외사례(노르웨이 Rv.555 Project)



설계공모해외사례(노르웨이 Rv.555 Project)



설계공모해외사례(노르웨이 Rv.555 Project)



설계공모해외사례(노르웨이 Rv.555 Project)

❑ 입찰과정및평가방법

구분 횟수 기 간 내 용 비 고

Clarification 미팅 4회 ’20.05 ~ ‘20.11
발주처와 입찰 관련 clarification 진행

- 입찰서 review, Financing, 공사수행 전반
PQ통과 후 입찰서 제출 전

Bid Presentation 1회 ’21.01

최초 제출한 입찰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 Financing, 재무모델, Technical Solution

- 조직 및 공사수행계획

입찰서 제출 직후

Negotiation 미팅 2회 ’21.02 ~ ’21.03

최초 제출한 입찰서에 대한 리뷰 및 네고

- 1차: 공사수행 계획, 교통관리, 품질, SHE 관련

- 2차: Bid Price 관련

미팅 2회 후 수정 입찰서 제출

Negotiation 미팅(최종) 1회 ’21.05 수정 입찰서에 대한 리뷰 및 네고 미팅 후 최종 입찰서 제출

입찰 전 4회의 Clarification 미팅을 통해 발주처 요구조건 및 Risk를 파악하고, 입찰 후 3회의 Negotiation 미팅을 통해 입찰가 Optimization

1차 입찰서 제출

2차 입찰서 제출

최종 입찰서 제출

명확한 목표, 절차 및 규칙/면밀한 사전조사와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현실적인 예산 등 명확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 중요



설계공모가이드라인(안)

❑ 심사위원선정



설계공모해외사례(노르웨이)

❑ Competitive Dialogue 평가관련논문



설계공모해외사례(노르웨이)

❑ Competitive Dialogue 평가관련논문

외부 심사위원대신 발주처 내부에서 Engineering & Construction 평가 및 인터뷰 방식 진행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 구성/평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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