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SSON 4.

시공단계검사프로세스
공정중검사(In-process Inspection)

검사및시험관리
(INSPECTION  AND  TEST  CONTROL)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 공정 중 검사(In-process Inspection)

공정 중 검사

 작업中 또는 공정 진행中에 요구되는 품질수준이 확보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

- ITP에 명시된 검사점에 대해 해당 적용문서에 따라 실시

- 검사 전 자료 준비(CHK’l, 도면, 시방서 等)

- 검사 수검 조직은 검사일정에 맞춰 검사요청

- 검사 결과 만족時 후속공정 진행 승인

-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기록관리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시공 중 품질위반 사례

◆ 아파트 현장 철근 350톤 고의 누락

철근누락.mp4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 고의로 품질 위반 (용접작업 시 용접부위에 철근 및 용접봉 투입 후 용접)

시공 중 품질위반 사례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터널공사 시 Rock bolt 설계수량보다 적게 투입

- 인수검사 수량과 시공수량 차이

- 자재수불수

감독서명 허위

시공 중 품질위반 사례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정 중 검사

검사 및 시험
관리계획 수립
(공사팀 담당자)

ITP/CHK’l 작성
(공사팀 담당자)

검사점 지정
(각 검사조직)

검사 요청
(공사팀 담당자)

검사 실시
(조직별 검사자)

보고서 작성
(공사팀 담당자)

기록관리
(공사팀)

■ 업무 흐름도



 ITP 작성 대상 선정

모든 공종 또는 중점관리 대상 공종

 ITP 작성 단위 결정

- 공종별 또는 세부 공종별

- 건물별 또는 건물의 일정 Area (또는 층)별

 작성된 계획은 발주자(감리) 합의

* ITP 작성주체는 어느 조직이 적합한가?

■ ITP 작성계획 수립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정 중 검사



 ITP 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검사명(공종명) 

검사대상 품목의 명칭

(ex. 배관설치검사, 도장검사, Cable Tray 설치검사 等)

- ITP 번호/개정번호/페이지

- 검사 항목

- 적용기준 및 판정기준

- 검사점 지정

- 검사 일자

- 보고서 작성 여부

- 검사 참여자 서명

■ ITP 작성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정 중 검사



◆ITP 작성 사례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정 중 검사



■ 검사(검측) Checklist 작성

 검사품목/ 검사일자/ 검사방법

 합격/ 불합격 판정기준

 관련서류 명시(절차서, 도면, 시방서 等)

 검사결과 또는 합격/ 불합격 판정 결과

- 검사 기준은 가능한 정량적 표시

- 검사 결과기록란은 측정 또는 확인된 내용이 기록 가능

필요 時 별도의 Sheet(을지) 활용

 검사에 사용된 장비 명 및 교정상태 식별

 검사 참여자 성명/ 서명/ 일자 기록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정 중 검사



■ 검사점 지정

 검사 참여조직이 각 검사단계에서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고 필요한
검사 포인트 지정

- 필수확인점(Hold  Point)  :  “H” 
해당 검사점에 반드시 입회, 검사합격 後 후속공정 진행가능

- 입회점(Witness  Point) : “W”
검사자 판단에 따라 필요 時 입회, 미 입회 時 후속공정 진행가능

- 기록검토(Record  review)  :  “R”
검사점에 입회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부분입회(Spot Witness) :  “S/W”
입회기준(%)을 정해놓고 입회하고자 하는 시점에 입회

 검사점 지정 확인 서명(각 검사원)

 작성 완료된 ITP는 관련조직에 배포
(협력사, 공사팀, 품질팀, 감리, 발주자)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정 중 검사



■ 검사 요청

 검사 전 검사조직에 검사요청

(전산시스템, H/C, E-mail 等)

- 검사요청서 작성

- 검사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검사 대상 공종

· 검사 지역(Area)

· 검사 부위

· 검사 일자, 시간

· 검사 내용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정 중 검사



■ 입회검사 (중간검사)

■ 검사 점검표(Checklist) 운영

■ 필요 時 측정 및 시험장비 활용

■ 필요 時 근거사진 촬영

(후속공정 진행 時 검사내용 추가확인 불가공정, 매설물 等)

■ 검사결과 만족 時 후속공정 승인

■ 검사진행은 회사 지침, 발주자 또는 관련규격(CODE)요구 時

해당분야 자격이 부여된 자에 의해 수행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정 중 검사



■ 입회검사 (중간검사)

 검사보고서 작성

- 검사보고서에 검사 결과 기록 및 합부 판정
(검사 결과는 가능한 정량적 표시)

- 검사에 적용된 근거자료(도면, 시방서, 절차서 等) 명기

- 검사를 입증할 자료(사진, 시험성적서 等) 첨부

- 측정 및 시험장비가 사용된 경우 관련근거 기록
(장비명, 관리번호, 교정기록 等)

- 보고서 작성 완료 後 검사 참여자 서명(도장 안됨)

- 서명 완료 후 수정사항 발생 時

작성자가 수정사항에 줄을 긋고 서명한 후 변경된 내용 기입
수정된 내용은 검사보고서 최종 승인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유효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정 중 검사



■ 입회검사 (최종검사)

 해당작업 또는 공정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요구조건에

모두 만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이전 검사 時 발견되었던 불일치사항의 처리 및 그 결과에 대한 기록 검토

- 모든 판정결과가 문서화 되고 책임 있는 자에 의해 검토 승인

- 최종검사 이후 수행되는 품목의 개조, 수리, 또는 교체작업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검사 또는 재시험이 수행되어야 함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정 중 검사



■ 검사기록 관리

 검사 완료된 기록은 Package 로 구성

- 각 ITP 단위로 검사보고서를 취합
검사보고서에는 검사관련 자료(도면, 사진 等) 모두 포함

- 부적합보고서가 발행된 경우 처리결과 까지 검사보고서에 포함

- 각 공정 단위 별로 ITP(첨부서류 포함) 편철 및 목록 작성

 검사기록은 화재/도난/손실/훼손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발주처 (감리) 요구 時 원본은 이관

시공사는 사본(전자파일 가능) 보관

* 기록관리 실패 사례(협력사, 발주처 크레임 제기에서 패소)

시공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정 중 검사



공종별 작업순서 및 검사Point :  Anchor Bolt 설치

• 타설전 나사산 보양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오염 방지)

•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방지를

위한 Anchor Bolt Template 고정 확인

Anchor Bolt 고정 시 이중
Template 적용

이중 Template 

타설전 Anchor Bolt 나사산 보양

Anchor Bolt Template 고정 확인

지지 철근 추가 배근 후
Template 용접하여 고정

규격/Size 확인

중심선 표기

위치/Level 확인

Anchor 고정

 주요 확인사항



공종별 작업순서 및 검사Point :   Chemical Anchor 시공

• 천공 깊이 확인
-앙카 설치 후는 확인불가로 사전전수검사!
예) 천공시 철근과의간섭으로깊이부족 사례 발생

• 바닥면과 직각으로 천공 확인

Chemical Anchor 기준 깊이 천공

Tape 표기

천공 깊이

천공 깊이 확인

앙카볼트를 임시로 삽입하여 직각으로 천공 여부 확인

220mm

천공

이물질 제거

약액주입

경화

 주요 확인사항



공종별 작업순서 및 검사Point : Padding 작업

• 기준 Level 확인(허용오차 : ±2mm)

• Pad Plate 수평유지 확인

• 무수축 모르타르 사용 확인(3일 양생)

Pad 높이
= 30mm

30mm
±2mm

Pad Level 확인

E.L 0

Pad Plate

E.L 0

E.L +30

Pad Plate 상단 Level
= E.L +30

E.L +30

Anchor Bolt 
돌출길이

Pad 높이

출처: 철골현장설치 작업지침
Pad 기준 Level 확인

몰탈 Padding

Pad  Level 확인

양생

 주요 확인사항



공종별 작업순서 및 검사Point :  Column 설치(기둥세우기/조정)

• 2중 너트로 고정(풀림방지)

• 기둥 Pad 볼트 체결전 수직도 확인

• 4면 Kicker(Wedge, 쐐기) 설치 확인

4면 Kicker 설치

2중 너트 조임/체결

수직도 확인/조정

x

y

트렌싯 View

양중고리 체결

양중

기둥 세우기

수직도 확인/조정

 주요 확인사항



공종별 작업순서 및 검사Point :  고장력볼트 본조임(볼트규격확인)

• 사용 규격에 맞는 볼트 규격 및 직경

확인(예: S10T M22)

• 볼트 조임 순서

중앙 → 바깥쪽(지그재그로진행)

볼트 규격 식별방법

F  10T  M20

S  10T  M20

F8T : Nut 모양 F10T : Nut 모양

볼트 조임 순서

중앙에서 지그재그 진행

H.T.B  Bolt T/S  Bolt

T/S Bolt 머리

볼트 규격 확인

볼트/와샤 방향 확인

조임

핀테일 탈락 확인

핀테일

 주요 확인사항



공종별 작업순서 및 검사Point :  Grouting 작업(Form 설치)

• 콘크리트 표면처리확인

→ 표면 치핑 및 이물질제거

• Grouting Form 설치 시 Base Plate와

이격거리 확인 (최대 50mm 이내)

Pad 바닥 치핑 상태 확인

l ≤ 50mm

Form / Base Plate 이격거리 확인

Con’C 표면처리 후 청소상태 확인

Form 설치

배합

타설/양생

탈형

 주요 확인사항



공종별 작업순서 및 검사Point :  Girder/Beam 설치 불량사례

• 가볼트 체결 불량, 누락 확인

가볼트 체결상태 부적합

가볼트 체결 누락

가볼트 체결상태 확인 필수!!

가볼트 체결 누락



공종별 작업순서 및 검사Point :  철골 전도사례

사고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