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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근거

 구조설계 

의무대상

 1. 6층 이상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①항

[일부개정 ‘18. 12. 4.]

설계단계

 -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함.

 -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안전을 확인한 구조도 등 구조관련서
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함.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⑦,⑧항

 - 서명날인 : 세움터인증시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생략가능.
    FAQ답변내용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면의 효력)①항 :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FAQ 검색어 “세움터‘

감리단계
 -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샇ㄴ장을 확인하고,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함.
 - 현장확인 시기는 아래‘구조감리-감리단계’ 참조.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⑦항

 구조감리

의무대상

 1. 특수구조 건축물
 2. 고층건축물
 3.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⑤,⑥항
[일부개정 ‘16. 5. 17.]

 ○ 6층 이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⑦항

감리단계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가. 기초 철근배치를 완료시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시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배근 완료시

건축법시행령
제19조 ③항 1호
[일부개정 ‘17. 2. 3.]

 철골조

 가. 기초 철근배치를 완료시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시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시

건축법시행령
제19조 ③항 2호
[일부개정 ‘17. 2. 3.]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가. 기초 철근배치를 완료시
 나. 건축물 상층부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

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의 철근배치 완료시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2 ②항 3호

[일부개정 ‘18. 12. 4.]

 구조심의 의무대상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①항 4호
[일부개정 ‘14. 11. 29.]

 안전 
 영향평가

의무대상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10조의3 ①항

[일부개정 ‘17. 10. 24.]

※ 특수구조 건축물 : ① 외곽기둥 중심선에서 캔틸레버 3m 이상. 

② 기둥/내력벽 중심선 사이 20m 이상.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 입/P/부/막/케, 6층이상 지지하는 기둥·벽체가 하중전이되는 바닥면적이 해당층 바닥면적의 50%이상, 면진/제진, 

WSD/USD/SDM/LSD 미적용, 특수모멘트골조(RC/ST/합성/이중)/특수전단벽구조(RC/ST/합성)/특수중심가새골조(ST/합성) 9가지.

※ 다중이용 건축물 : ① 16층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 5천㎡이상인 판매, 문화 및 집회, 종교, 종합병원, 여객용시설, 관광숙박.

※ 준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천㎡이상인 판매, 문화 및 집회, 종교, 종합병원, 여객용시설, 관광숙박, 위락, 관광휴게, 운동,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 초고층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http://www.core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