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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미기후와 도시환경의 문제

  가. 토양포장과 도시 미기후 변화

  최근 원전의 가동 중지와 지속되는 폭서는 전기 에너지에 의존하여 유지되는 도시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녹화에 의한 도시의 쾌적성 

증진은 산업혁명 이래 매우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새롭게 부각되는 도시관리 기술 가운데 하나이다. 

  서울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약 60%가 시가지로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40%가 산림

이나 하천, 공원, 경작지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의 특성상 서울은 60%에 해당하는 

시가화 지역의 물순환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이 도시생태계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서울은 전체면적의 48%가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토양의 불투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토양의 포장 유형은 건축물이 들어선 공간, 포장도로, 주차장, 광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토양포장은 태양열의 복사나 축적 등으로 도시기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 결과 냉방에너지 

사용증가, 도시열섬현상 발생, 도시기온 상승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도시 토양이 

빗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여름철에 도시하천은 항상 홍수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 논밭으로 이용되던 상계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마다 이곳을 흐르는 중랑천이 홍수위험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토양  

포장은 상대습도를 저하시키게 되므로 건조한 대기로 인해 시민들이 자주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는 

문제점도 그 원인을 토양포장에 의한 물순환 환경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특성에 따라 서울과 같은 도시는 건물의 밀도 증가, 도로 포장, 각종 산업 활동, 인구 집중 

등으로 다양한 미기후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지면상태의 변화, 냉난방열방출, 대기오염 등이   

원인이 되어 도시는 주변지역보다 평균기온이 높으며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어지는 등의 국지적인  

미기후상태를 이루게 된다. 또한 고층건물에 의한 풍속과 온도변화 또한 도시미기후의 주요한 특징

이다. 이와 같은 도시형 미기후는 대부분 쾌적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일반

적이다. 

  나. 서울의 도시열섬 현상 

  서울의 도시미기후 현황 중 대표적인 현상인 열섬현상 규명을 위해 2009년 6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2달 동안 서울시 전역을 냉섬(공원, 산림)과 열섬(상업 및 업무지역, 주거지)으로 구분하여 

 도시녹지와 열섬 저감  
   오 충 현 

    서울특별시 제12기 건설기술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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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소 최저온도
(℃)

최대온도
(℃)

온도차(℃)
(최대온도-최저온도)

평균온도
(℃)

냉섬

공원

서울숲 18.00 31.34 13.34 24.45 
선유도공원 18.67 33.00 14.33 24.85 
아시아공원 18.34 31.34 13.00 24.94 

청계천 19.00 33.67 14.67 25.41 

산림
수락산 17.00 29.00 12.00 22.64 
남산 17.67 30.34 12.67 23.61 

관악산 16.67 31.34 14.67 23.21 

열섬

상업

업무

지역

청량리 주변 18.67 35.67 17.00 26.08 
왕십리 주변 19.00 38.34 19.34 26.55 

영등포 상업지역 19.34 36.67 17.33 26.53 
마포 상업지역 19.34 37.34 18.00 26.28 
서울시청 주변 19.34 36.67 17.33 26.43 

테헤란로 19.00 37.34 18.34 26.67 

주거지
상계동 아파트 18.34 33.00 14.66 25.41 
서초동 아파트 19.00 36.34 17.34 25.97 

목동 아파트단지 18.67 33.34 14.67 25.32 
※ 조사기간 : 2009. 6. 24 ~ 8. 24

표 1. 각 대상지별 온도 데이터 결과 

온습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지점의 선정은 기존 자동기상관측장치(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자료, 인공위성영상, 관련 문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열섬과 냉섬지역을 구분한 후 냉섬 7개 지역, 열섬 

9개 지역, 총 16개소를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지역과 주거지역은 유사한 온도분포를 보이는 반면 상업업무지역은 이를 기준으로 

최대 5℃이상 높게 나타나고, 산림지역은 반대로 5℃이상 낮게 나타나 최대 편차가 약 10℃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2009년 8월 16일의 가장 더운 오후 4시 40분경의 주간 온도와 오후 10시의 야간 온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주간온도 비교 결과 당일 동일시간대에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은 왕십리역 주변으로 

38.34℃를 나타냈다. 반면 동일 시간대에 가장 시원한 곳은 수락산으로 왕십리에 비해 12℃가 낮은 

26.3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산림지역에 비해 공원지역은 3~7℃가 높게, 주거지는 2~8℃ 높게, 

상업업무지역은 7~12℃ 높게 나타났다. 토지이용별 평균온도는 상업업무지역이 32.45℃, 주거지가 

29.89℃, 냉섬지역인 공원과 산림지역이 각각 29.34℃, 26.11℃로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온도차이가 

구분되어 나타났다. 

  야간온도 비교 결과 당일 동일시간대에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은 왕십리역과 서울시청 주변으로 33℃를 

나타냈다. 가장 시원한 곳은 관악산 23.34℃로 나타났으며 왕십리와 서울시청 주변에 비해 9.66℃가 

낮았다. 전체적으로 산림지역에 비해 공원지역은 4~7℃가 높게 나타났고 주거지는 4~8℃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업업무지역의 경우 산림지역에 비해 8~10℃높게 나타났다. 토지이용별 평균온도는 상업업무 

지역이 32.35℃, 주거지 29.89℃, 공원지역 29.34℃, 산림지역이 26.11℃로 상업업무지역과 산림지역의 

온도차가 6.34℃로 야간시간에도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도시열섬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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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 소
주 간(16:40) 야 간(22:00)

최고온도(℃) 온도차(℃) 최저온도(℃) 온도차(℃)

냉섬

공원

평균온도 31.42 29.34
서울숲 30.00 +3.66 28.00 ℃ +4.66 ℃

선유도공원 31.67 +5.33 30.34 ℃ +7.00 ℃
아시아공원 30.67 +4.33 29.00 ℃ +5.66 ℃

청계천 33.34 +7.00 30.00 ℃ +6.66 ℃

산림

평균온도 27.89 26.11
수락산 26.34 +0.00 24.00 ℃ +0.66 ℃
남산 29.67 +3.33 28.00 ℃ +4.66 ℃

관악산 27.67 +1.33 23.34 ℃ +0.00 ℃

열섬 

도심지

평균온도 36.00 32.45
청량리역 주변 35.00 +8.66 32.00 ℃ +8.66 ℃
왕십리역 주변 38.34 +12.00 33.00 ℃ +9.66 ℃

영등포 상업지구 36.67 +10.33 32.00 ℃ +8.66 ℃
마포 상업지구 37.00 +10.66 32.34 ℃ +9.00 ℃
서울시청 주변 35.00 +8.66 33.00 ℃ +9.66 ℃

테헤란로 34.00 +7.66 32.34 ℃ +9.00 ℃

주거지

평균온도 32.11 29.89
상계동 아파트 33.00 +6.66 31.34 ℃ +8.00 ℃
서초동 아파트 34.34 +8.00 30.67 ℃ +7.33 ℃
목동 아파트 29.00 +2.66 27.67 ℃ +4.33 ℃

표 2. 각 대상지별 주간 최고온도 비교 

         ※ 조사시점 : 2009. 8. 16.

  여름철 평균온도는 산림지역 24.91℃, 공원 23.15℃, 주거지 25.57℃, 도심지 26.42℃순으로 나타나 

산림과 공원이 낮고 도심지와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공원과 주거지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름철 평균 최대온도와 최저온도의 차이도 도심지(왕십리역)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산림지역(수락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 최저온도는 산림지역 < 공원 < 주거지 < 

도심지 순의 분포를 보여 산림지의 기온이 가장 낮고 도심지가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냈다. 

2. 도시녹지 조성을 통한 열섬저감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울에서도 도시녹지는 도시열섬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토지비용 등으로 서울에서 도시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제는 기존의 공원녹지 확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향의 도시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다.

  가. 공원녹지율 상향

  공원녹지율은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등에 의해 규정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전체를 기준으로 

1인당 6㎡,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할 경우 1인당 3㎡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도시미기후 

조절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확보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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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경면적률 상향

  조경면적률은 일반적으로 도시차원에서 접근하는 지표가 아니라, 개별 건축 필지 또는 단지규모에서 

적용하는 지표로서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규정

하고 있다. 도시열섬 저감을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는 조경면적률의 부분적인 상향이 필요하다.

  다. 생태면적률 활성화

  생태면적률은 도시자연환경의 질을 정량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개발된 환경 계획지표로서 독일의 

베를린에서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된 지표이다. 생태면적률은 계획단계에서 

고려 가능한 사전 계획지표로서 건전한 생물서식기반 조성을 유도하고, 건축가 및 계획가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통합형 계획지표이다. 생태면적률은 대상지 면적중 생태적 건전성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로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단계에 적용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지침 및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홍수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도시열섬  

현상 발생 등에 의한 폭염피해 발생, 냉방에너지 소비 증가 등과 같은 여러가지 도시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생태면적률의  

활성화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라. 그린웨이 조성 

  그린웨이는 ‘녹도’ 라고도 번역되며 인도를 중심으로 녹음이 풍부한 도로를 계획하는 개념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mall(보행자 전용거리)의 개념이 있지만 그린웨이란 

녹음이 전제되는 차이가 있으며, 보도전용이 아닌 경우에도 그린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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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뉴욕의 그린웨이는 1991년 법령 제정된 ISTEA(The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로 관심을 끌면서 시작되었다. 이 법령으로 인하여 보행도로와 사이

클링을 교통시스템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자금 확보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1993년에는 뉴욕시 도시

계획국(The Department of City Planning)이 뉴욕의 포괄적인 교통과 휴양 도로의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뉴욕시의 5개 자치 구역을 연결하는 광역망을 350마일의 그린웨이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린웨이 계획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8월 ISTEA에 뉴욕의 도시계획국과 교통국이 함께 관리

하는 바이크 네트워크 프로그램 Bike Network Program으로 100만 달러의 자금이 조성 되었다. 

  이 자금은 그린웨이 시스템의 한 부분인 자전거 전용 도로의 새로운 경로를 찾고, 적어도 중요  

루트의 세부적인 설계를 완수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사용자를 위한 안내 시스템과 같은 편의시설에 

쓰인다. 이 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 뉴욕의 그린웨이는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있는 공원들이 연결되었고, 건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건설 계획을 수립해  

그린웨이를 만들었으며, 이미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뉴욕의 그린웨이의 총 길이는 350마일 약 563킬로미터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식재된 가로수의   

밀도를 두세배 높임으로서 도시의 쾌적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린웨이를 만들 수 있다.

  마. 녹지용적률 제도 도입

  도시미기후 조절을 위해서는 도시내 녹지의 녹지용적을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감안하는 

방법으로 녹지용적률을 제도화하는 방법이 있다. 녹지용적률은 해당 도시, 단지, 필지내에 식재된  

수목의 볼륨을 측정하여 녹지용적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녹지용적은 녹지면적에 비해 녹지볼륨의 

풍부함을 측정할 수 있고, 따라서 실제 탄소흡수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실제 수목 한주 한주의 볼륨을 직접 측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좁은 면적이 아닌 넓은 

면적의 경우에는 원단위를 구해 전체 면적 대비 볼륨의 양을 정해야 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녹지용적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간에 따른 편차를 적용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다만 이와같은 단점이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녹지용적의 변화를 예상하고, 이를 통한  

탄소흡수량의 변화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녹지용적률은 현재 국내의 

경우 법과 제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일부 학술적인 목적에서 측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바. 인공지반 녹화 

  인공지반녹화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건물의 옥상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인공지반을 녹화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인공지반이란 자연지반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인공구조물로서 

별도의 조치 없이는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공간이다. 예를 들면, 건물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교량

상판, 전철역의 플래트 홈, 지하주차장 상부, 하천복개도로, 하수처리장 복개부 등을 의미한다.

  인공지반녹화란 인공적인 구조물위에 인위적인 지형, 지질의 토양층을 새로이 형성하고 식물을  

주로 이용한 식재를 하거나 수공간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인공

지반인 옥상에 녹화를 하는 것은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대지의 활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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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과 함께 도시환경에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며,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여가공간을 확보해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옥상녹화를 비롯한 인공지반상의 녹화는 일반녹화와는 달리 식재 시 여러 가지의 보완적인 공법과 

기술이 병행되어야만 성공적으로 활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인공지반녹화인 옥상조경(Roof Garden, Rooftop Landscape)은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대지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도시환경에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함

으로써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며,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여가공간을 확보하며   

고층건물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미기후 조절·소음저감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 보호·에너지절약 등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며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를 

높이고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사. 물순환 환경 회복 

  도시 기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물순환 환경을 회복시키는 방안이다. 

물순환 환경의 회복이란 토양포장 저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순환 환경에서 고려해야 하는 

수자원에는 크게 빗물과 지하수, 지표수의 3가지 종류가 있다. 빗물은 지하수나 지표수가 귀한 곳에서는 

매우 귀중한 수자원이다. 빗물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빗물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빗물활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빗물저장 탱크를 묻어,   

이 물을 화장실 청소용수나, 운동장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재활용하는 것은 수자원 낭비 방지, 에너지 절감, 댐 건설 

저감, 도시홍수 예방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물순환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중수도 이용, 복개하천 복원, 자연형 하천 조성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인공지반녹화는 빗물 순환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옥상에 올려진 토양(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경량토양)은 빗물을 흡수하여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고, 보온, 습도조절, 식물 생육공간 마련 등의 

다양한 환경조절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빗물 순환을 위해 고려할 대상으로 투수포장이 있다. 투수포장이란 주차장, 보행자 도로 등에 차량

안전 등 각종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양을 포장하되 빗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식물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장방법을 의미한다. 최근 투수콘, 투수블럭 등 다양한 

소재의 투수포장 재료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어 투수포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 자연지반 투수면적률 제도 도입

  투수면적률은 전체 지반대비 투수가 가능한 지표면의 면적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투수

면적률만을 따로 산정하여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생태면적률로 이를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만 생태면적률과의 차이는 옥상녹화면적, 벽면녹화면적 등을 인정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 

이므로 자연지반녹지율에 가까운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생태면적률의 경우 인공지반을 포함하여 

면적을 산정하게 되므로 생태면적률만으로 생태면적, 또는 투수면적을 산정할 경우 오히려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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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개발이 유도될 수 있으므로 생태면적률과 함께 자연지반녹지율, 또는 자연지반 투수면적률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도시농업 활성화

  최근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색공간의 확충에도  

도움이 되지만, 개인화되고 있는 도시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운동의 하나

이기도 하다. 도시농업은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의 토양에 물을 저류할 수 있고, 녹색 식물이 

피복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환경적 잇점이 크다. 또한 상자텃밭, 주머니텃밭,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과 같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토지확보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농업이 먹거리 생산목적으로 심화되어 농촌 

경제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화초의 재배, 도시녹화와 같은 문제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3. 맺는 말

  서울의 미기후 현상 중 대표적인 도시열섬 현상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도시열섬 저감에 녹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녹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도시 녹지량 확보를 위한 공원녹지율과 건축시 필요한 조경면적률 상향, 도시환경의 질을 정량적

으로 제어하는 생태면적률의 활성화, 녹음이 풍부한 도로를 계획하는 그린웨이 조성, 녹지의 볼륨을 

측정하는 녹지용적률 제도 도입, 미관 향상 등 공익적 기능을 하는 인공지반녹화, 도시 기후 회복의 

첨병 역할을 하는 물순환 환경 회복, 생태면적률을 보완하는 자연지반 투수면적률 도입, 마지막으로 

도시운동의 하나로 발전중인 도시농업의 활성화까지, 모두 도시녹지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이다.

  이 외에도 도시녹지 확충 및 도시생태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적용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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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 공포(2014.2.2 시행)

  총공사비 5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1회 설계

변경 증액분이 5억원이상(10%)인 경우에는 설

계변경 심의를 받게 된다.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변경 심의 

대상은총공사비 100억원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동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은 설계변경 대상에도 

들지 않아,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설계변경의 계획단계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3. 4. 30 서울시 박태규 의원 

외 13명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였다.

  당초 의원 발의안은 2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

으로 100억원 이상과 미만으로 두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안이었으나, 

  최근 3년간 서울시 설계변경 대상공사를 조사한 

결과, 소형공사의 경우 단순 설계변경이 대부분

(80%)으로 기본계획 변경 또는 공법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 실익이 적고,

  심의의 실효성 확보와 발주기관의 업무량 및 

심의기관(기술심사담당관)의 심의건수를 고려하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10%)인 경우로 심의대상을 수정요구

하여 2013.7.12 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2013.8.1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3)〕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2014.2.2 시행)

  앞으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을 포함하게 되고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토록 한다.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을 위원회가 직접 선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능동적 기능을 

확대함은 물론 공무원의 신기술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대폭 해소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

고자 2013. 5. 28 서울시 주찬식 의원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였다.

  서울시에서는 발주기관별 신기술 자체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등 객관적인 신기술 공법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신기술 선정에 대한 부담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왔으며,

 또한, 최적의 신기술 공법선정은 사업목적과 

현장 및 주변의 여건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발주

기관 주관하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왔으나,

  일부 자치구 등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공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현장에 적합한 신기술 공법

선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2013.7.12 의회에서 

원안통과되어 2013.8.1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앞으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신기술 공법 선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신기술 공법선정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신기술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5)〕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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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서울시는 서울시 각 본부에서 발주하는 49개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지난 7월 31일 부터 8월 7일 까지 서울시(기술

심사담당관)와 외부 전문가 22명 합동으로 6개팀 

6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였으며, 지하공사장내 빗

물 유입 우려 등 총 170건을 지적하여 점검현장

에서 시공사, 감리단에 전달, 긴급 조치토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다.

  점검결과, 그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공사현장에서 위험시설 점검 

강화 등 작업장 안전관리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절토, 성토 현장에서는 사면관리 및 배수

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사면 보호용 천막 설치, 

유도배수로 등의 정비가 요구되었으며,

  일부 미흡한 가시설의 보강 및 특히 장기간 

노출되는 어스앙카 토류 가시설에 대하여는 이완 

부위에 대한 재긴장,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일부 지하철 및 건축공사 현장은 벽체 누수 

및 손상된 방수시트 보수와 함께 균열 보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또한 작업용 

통로, 안전사다리, 안전휀스 등 고장, 탈락 개소는 

조속한 정비가 요구 되었으며

  특히, 사고시 광역정전이 예상되는 송전선로 

(154kV)는 공사 과정에서 손상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보호와 통제가 필요하고, 일부 현장의 

전기 분전반 관리 소홀로 여름철 감전사고 등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었다.

  서울시는 시정결과 확인 등 조치 완료시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8)〕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기술직 공무원 특별안전교육 실시

  지난 7.15. 노량진 배수지 안전사고에 이어 

7.30.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상판 전도사고 

등 최근 우리시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

공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발

방지를 도모코자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2013. 8. 2.(금)부터 3회에 걸쳐 서울시, 자치구, 

공사, 공단의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심도있는 교육을 위해 회차별로 주관부서 및  

주제를 달리하여 8월 2일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주관하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8월 5일은 건축기획과 주관으로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8월 6일은 도로시설과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첫날인 8월 2일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교육에는 

458명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행정

2부시장 권한대행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의 당부

말씀과 수성ENG 천영덕 부사장의 건설공사 실무

사례, 마지막으로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의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수성ENG 천영덕 부사장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안전사고는 공사 시공중 붕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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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점이 특징이며, 안전사고가 

재발하는 원인을 실패의 예방법이나 해결법에 대한 

무지와 게으름, 부주의 등으로 규명했다. 

  실제 일어난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결국 안전의식 부족에 의한 관리 

소홀로 발생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설동바리가 붕괴하여 

일어난 사고를 들 수 있으며, 안전점검시 위협

요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였다.(아래 사진 시스템동바리 참조)

  그 외 여러가지 구체적인 안전사고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주며, “오늘 악인이 될지언정 

내일 죄인은 되지 말자”는 신념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도 공사중 일어난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설계부터 건설

사업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려가지 유형의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안전관리 요령으로는 공사 전,중,후에 

따라, 발주기관, 감리원, 시공자별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업무를 설명하며, 시민행복의 실현을 

위해 안전관리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3)〕

민간 우수신기술 365일 받아요

  「민간 기술혁신 청책」 창구를 신설, 지난 7월 

29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하였다.

「민간 기술혁신 청책」 코너는

  급속한 기술발전추세에 발맞춰 민간이 보유

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편견 없이 폭넓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한 기술 분야 시민참여 

창구이며, 건설, 환경, 전력, 자연재해저감, 교통, 

정보통신(ICT) 등 민간이 보유한 우수 신기술을 

적극 발굴, 서울시 정책이나 각종 사업에 접목하기 

위한 온라인 상시 접수창구이다.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관, 업체에서는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 홈페이지 → 제안참여 

→ 기술혁신 청책> 코너 (http://oasis.seoul.go.kr 

/oasis/suggest/innovation.jsp)에 일정 서식과 

요건을 갖춘 신청서 전자파일을 간단히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내용은 기술보호를 위해 비공개됨)

  제출된 기술들은 관련부서와 전문가 자문 등 

2단계 검토시스템을 거치게 되며, 우수기술로 

분류될 경우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법정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검토의견 제출과 

제반 서류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기술혁신 청책을 통해 제출된 우수기술이 

법정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서울시의 각종 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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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관리할 계획이다.

  2단계 검토시스템 중 그 첫 번째 단계는 담당

부서 검토이다. 접수된 기술내용에 따라 담당부서가 

지정되는데, 기술내용과 관련된 모든 부서를 

포함해 관련 업계, 학회, 협회 등 민간 전문가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적용 가능성과 

예산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1단계 검토 후 담당부서에서는 검토 결과서를 

작성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관, 업체에 

결과를 통보해 준다.

  담당부서에서 검토된 우수기술은 두 번째 단계로 

전문적인 자문을 받게 된다.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의 자문으로 신기술 관련 전문가들

로부터 의견과 토의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기술

내용의 우수성과 시범적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하게 된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기술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법정 신기술 관련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기술심사담당관 운영)이다.

  2단계 전문가 검토에서도 우수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서울시가 반기별로 '기술혁신의 장'을 

개최해 부시장을 포함한 실 ․국․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기술을 보유한 자가 직접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계부서에서 시험

시공이나 시범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는 

공개적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새로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창구 마련과 함께 전용 상담전화

(02-2133-8700)도 개설하였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상담전화를 

통해 참여절차와 세부방법 등을 문의하거나 

상담 받을 수 있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7)〕

서울시, 수도권 최대 '암사 태양광 

발전소' 30일 가동

  축구장 10개와 맞먹는 총 7만6,800㎡ 규모, 

여기에 사용된 태양광 모듈은 1만9,700장, 공사에 

투입된 인원만 5,500명. 이는 올해 말까지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면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설치되는 ‘암사 

태양광 발전소’를 수치로 본 기록이다.

  특히, 서울시는 정수시설 상부 유휴공간을 

활용, 137억 원의 100% 순수 민간자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도 매년 1억2,500만원의 

임대 수익료로 20년간 25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게 됐다.  

  ‘암사 태양광 발전소’는 암사 아리수정수센터의 

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등 사용하지 않는 기존 

시설물의 상단부를 활용, (주)OCI와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 평화의 총 137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됐다. 현재 준공을 완료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용량은 5MW로서, 이는 수도권 

최대 규모이다.  

  이는 특히 남부지방과 비교했을 때 일조시간 

부족은 물론 높은 건설비용 및 유지비용 등으로 

설치 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로서, 서울시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추진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더해 올해 말까지 고도처리시설 등 잔여

부지에 대한 설치공사가 마무리되면, 설치용량이 

총 6.2MW로 늘어나 단일 공공부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암사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약 6천MWh의 

전력을 생산해 최대 1,8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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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는 정수사업소 인근 삼익그린1차아파트

(1,560세대)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암사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에너지를 

통해 연간 약 2,700톤의 CO2 감축이 예상되며, 

이를 화석연료로 환산하면 휘발유 약 160만 리터에 

해당 된다. 

 시는 기존에 운영되던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환

경교실과 더불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주요 친환경 

투어코스는 물론 학생들의 현장학습 장소로 활

용하는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랜드 

마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565)〕

7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회의공개 → 

위원회회의

   - 바로가기(http://gov20.seoul.go.kr/discuss/cmeeting)

■ 제142차 위례지구 차집관거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심의

○ 상위 및 관련계획조사에서 본사업(용역)의 

법령(하수도법)상 기준이 되는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으므로 

보완 할 것

○ 계획하수량(원단위) 산정에 있어 관거 침투 

지하수량(2020년 송파구 84ℓ/인 ․일)이 누락

되었으므로 확인후 재산정하여 관거규격 등을 

재검토 할 것

○ 관보호공을 위하여 TPSL 매몰을 계획하였으나 

매몰구간에 대하여 구간별 구체적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plate 매몰비용 등을 내역서에 

반영토록 할 것

○ 설계도면 차집관로 횡단면도 및 흙막이 가시설 

일반도에 관보호공 및 T.S.P.L 매몰 등에 

대한 설계도면을 보완하고 토공산출 등을 

보완하기 바람

○ 기존 차집관거의 문제점(역경사, 용량부족 등)을 

적시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물재생시설과)과 

협의하여 시행필요

○ 부대시설 환기구 등은 냄새 등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 지하굴착이 시행되는 지역은 줄파기를 실시

하고, 줄파기 등 직접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GTR탐사’와 ‘전자유도탐사법(Electro- 

maganetic Induction Method)' 등을 시행

하도록 지장물도에 “시공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 할 것.

■ 제64차 지하철9호선 3단계 궤도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단선터널 등 협소한 환경에서 도상 콘크리트를 

타설함에 따라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콘크리트 

상의 균열저감과 내구성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콘크리트 타설 방안계획을 수립토록 

보완 할 것(작업구, 압송관, 운반장치, 운반 

및 타설시간 등)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맞도록 과업지시내용을 조정할 것

○ 레일 장대화 해석은 검증된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한 내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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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답사 시 반드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과 파일에 정리하고 설계시 참조토록 

하되 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토록 할 것

○ 설계도서 납품시 성과품 공개 및 정보공유를 

위한 서울시 간행물 “표준가이드 라인” 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매체로 제출할 것

■ 제65차 차집관거 성능개선 정비공사(재심의) 

설계심의

○ 최소유속 미달관거, 역경사 구간 및 유속 

0.3m/s 이하인 구간은 장래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유지관리 빈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존 관거 철거 후 차집 관거를 신설하는 

구간에 대한 물돌리기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서에 수록할 것

○ 심의 검토내용을 설계도서에 모두 반영하고 

내실 있는 용역성과가 되도록 보완할 것

■ 제66차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과업의 개요에는 남부순환로~안양천길 접속

램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제4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부분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과업범위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여 과업범위

에서 삭제하거나 과업내용을 추가 보완할 것

○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하면서 인접한 시가

지와의 연계를 위해 기존 도로를 절토(단차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절토에 

따른 기존 옹벽(제방측)의 안전성 검토,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과업내용에 추가할 것

○ 발주기관의 제공자료에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의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도를 추가

하여 용역수행시 이를 반드시 활용토록 하고 

교차로 등 직접확인이 필요한 일부지역은 

줄파기 또는 ‘GPR탐사’와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시행토록 할 것

■ 제67차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심의

○ 홍수발생시 적절한 유입,유출량조절을 위한 

유지관리방안과 함께 연속적인 홍수 발생시 

하류하천의 통수능력을 감안한 연계 운영  

체계 등 통제기능을 보완하고, 향후 효율적인 

저류조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링 등을 통한 

운영방안의 개선 및 데이터화가 필요

○ 서울대 정문앞 PC저류조 PC제품 설치에 따른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한 양중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서에 수록할 것

○ 각 저류지 형식, 유입부, 유출부, 문비, 청소

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일반적인 유지 

운영방안이 아닌 시설별 개별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건설기술심의시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을 

해당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아 설계도서에 반영

하고, 내실있는 용역성과물이 작성되도록 

보완할 것

■ 제69차 동호대교(도로, 철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정밀안전진단심의

○ 동호대교(도로교,철도교)에 대해 향후 유사 

피로균열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여부 및 방안 검토 요망

○ 제시된 각종 보수․보강은 반드시 실시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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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 전문성을 

가진 감리자에 의해 시공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실시설계 이전에 제안된 보수․
보강방안의 타당성을 관계전문가와 자문 

협의 요망

○  맞대기 용접부 재균열 발생부 원인 규명 필요 

 - 맞대기 용접부 손상(균열)은 주요 손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보고서의 손상위치와 

손상사진이 서로 맞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바 

사진을 재편집토록 하고, 

 - 보수 후 재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손상 발생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인규명이 

필요함(구조결함 우려)

○ 동호대교의 R(진출)램프 구간 교각 P3 구체에 

발생된 수직균열(폭 2.8mm)에 대한 원인 

정밀 분석 및 대책 제시

 - 균열의 규모(길이, 폭, 깊이)를 파악하여 철근

부식과 관련이 없는 지, 구조적인 균열인지 

손상의 원인 정밀 분석

 - 향후 점검 시 진행성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유지관리방안 제시

■ 제70차 서울메트로 1~4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정밀안전진단심의

○ 안전성평가 시 세부 평가결과 추가

 - 구간별 안정성 평가 시 안전도에 대한 수치

적인 산정결과를 제시 할 것

○ 진단규모 조정 필요

 - 진단규모가 커질수록 진단이 부실해질 수 

있으므로 차후에 진단을 시행할 경우에는 

과업구간을 일정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진단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안정성 평가자료 보완 필요

 - 안정성평가 시 철판부착 등 구조물 보강부의 

인발 부착강도 시험결과가 미 표시 되어 있으니 

구조계산 시 시험결과를 반영하여 안정성 

평가 시행 필요

■ 제71차 은평3-13 미래도시주거 신모델 

조성사업 외 3건 전기 ․정보통신 설계 

용역발주심의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계획

 - 태양전지모듈은 지붕층 및 기타 장소를 이용

하여 설치하되, 발전효율성(남향이 최적)을 

고려하여 단지 계획시 부터 동 배치(방향) 

및 지붕 형태 등을 고려 할것

○ 과업의 내용 추가

 - 에너지기자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 

경제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 자재 운용규정(지식

경제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설치

○ 과업의 내용 변경

 - 지하주차장 등 24시간 조명이 필요한 장소 

및 실내조명을 위한 형광등, 메탈할라이드 

램프, 비상 유도등, 다운라이트등은 우선적으로 

고효율 인증제품인 LED조명을 설계에 반영

○ 유관기관과의 협력

 - 수전설비 수급지점 결정을 위해 전력회사와 

협의시 사전 발주기관에 현장조사 자료를 

제출 반영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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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 기능의 포트와 시공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의 에폭시 건식 보수공법(제694호)

(보호기간 :  2013. 5. 6 ～ 2018. 5. 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에어벤트, 재주입, 저압완충 기능의 주입기구와 주입압력, 주입진행상황 등의 모니터링 및 기록이 

가능한 장비를 적용하여 균열내부로 에폭시를 충전시키는 건식 균열보수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부위에 에폭시를 주입 충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본래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시공시 균열내부는 표면에서 완전히 밀봉된 

상태로 에폭시가 주입된다. 기존 주입기구인 주사기형 주입포트의 구조를 개량하여 균열부에 

주입포트를 통하여 에폭시를 주입하는 중에 주입 중이 아닌 다른 주사기는 균열내부의 에어를 

배기할 수 있도록 오픈된 구조로 되어 있어 에폭시의 주입을 원활하게 하여 높은 시공품질을 

달성한다. 또한 이액형인 에폭시를 자동으로 정밀하게 배합하고 주입압력, 주입량, 진행압력, 

작업시간 등을 모니터링하고 출력할 수 있는 균열 주입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저속저압 주입방식인 주사기공법과 기계식 주입방식인 포트좌대 공법의 장점만을 

병행하여 기술로 정립하고 콘크리트 균열보수의 시공성 및 작업효율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본 신기술은 재주입 및 배기기능을 가진 포트(마이티 인젝터)와 이액형인 에폭시를 자동으로 

정밀하게 배합하고 주입압력, 주입량, 진행압력, 작업시간 등을 모티너링 할 수 있는 시공모니

터링 장비를 사용한 콘크리트 균열의 에폭시 건식 보수공법으로 콘크리트 균열 조사부터 좌대 

부착까지는 일반 주사기 공법과 큰 공정차이는 없으나, 에폭시 주입방법에서 일반 주사기 

공법과 차이가 있다. 

     일반 주사기 공법은 배기포트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에폭시 주입 후 재충진이 어려운 반면 

본 신기술은 아래 그림과 같이 별도의 배기포트가 필요하지 않으며 마이티 인젝터의 스프링 

압력으로 서서히 주입이 되면서 에폭시의 가사시간 이내에 쉽게 재충진이 가능하다.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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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이티인젝터 캡슐에 에폭시 충진 ②  에폭시 균열에 주입, 에어벤트

③ 에폭시 균열에 주입, 약액분출, 에어벤트 ④ 스프링 주입, 에폭시 균열에 주입, 에어벤트

⑤ 에폭시 재충진, 스프링 주입, 약액분출 ⑥ 스프링 주입, 스프링 주입, 에폭시 균열에 주입

<그림 1. 신기술의 주입순서>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1

가락동 공동구 보수공사

공사기간 2011. 03 ∼ 11 공사금액 16,500,000원 공사규모 4구역

발 주 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2

목동 공동구 보수공사

공사기간 2011. 03 ∼ 11 공사금액 16,500,000원 공사규모 6구역

발 주 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나. 향후 활용전망

     현재 콘크리트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무수히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건축물과 

토목현장에서의 쓰임이 필수불가결한 상태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용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균열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많은 보수·보강 공법이 개발

되고 유지보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배기기능의 포트와 시공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한 이 신기술은 우수한 균열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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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확보와 공사기간을 절약하고 작업인원 축소를 가능케하는 첨단공법으로 시공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 우수한 성능을 통하여 균열보수의 품질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향후 활용전망은 매우 밝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외에서 콘크리트 균열보수공법으로는 주사기 주입공법과 포트좌대 주입공법이 주로 시

공되어 왔다. 일본기술인 주사기 주입공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법으로 배기

포트 설치가 필요하고 작업이 번거롭고 미충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는 포트좌대 주입공법은 배기포트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재충진이 어렵고 

미충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 신기술은 주사기 주입공법과 포트좌대 주입 

공법의 장점만을 결합한 복합공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입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균열보수부위의 품질 및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이로써 이 신기술은 

균열보수공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기술로 진일보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본 신기술은 주사기와 균열주입 자동화 시스템의 결합으로 주입성능 및 시공성을 향상시켰

으며 약액충진의 상태파악, 불연속 주입방지, 작업량 감소, 공기단축을 실현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제성도 확보하여 향후 콘크리트 균열 보수공사에 

활발히 적용되고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현재 주로 사용되는 주사기 주입공법 및 포트좌대 주입공법은 재충진이 어렵고 이에 따른 

미충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균열보수 품질을 장담하기 어려우나 이 신기술은 현재 개발된 

균열보수 공법 중 가장 경쟁력 있고 진보적인 기술이므로 국내외의 기존 기술 대비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기  술  명 단  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배기 기능의 포트와 시공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의 에폭시 

건식 보수공법

m 당 62,691 44,244 12,149 11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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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단위 : 원/m) 

구 분 신기술공법  비교공법  비교 비 고

공급가액 135,759 140,043  96.94% 　

부가가치세 13,575 14,004 96.94% 　

합계 149,334 154,047  96.94% 　

경제성비율 　 96.94% 　

분    석   ◎ 신기술(마이티 인젝터 공법)의 경제성 ▶ 신기술 공법 : 3.06% 원가절감  

   3) 공사기간 

     기존 기술들은 균열보수를 위한 약액 혼합을 현장에서 작업자가 직접 혼합하는데 반해 

이 신기술은 시공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하여 약액을 자동혼합이 가능하다. 또한 첨단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작업인원을 줄일 수 있어 공사기간 단축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유지관리비

     

구분 신기술공법(A) 비교공법(B) 대비(%) 비고

공법 마이티인젝터공법 균열보수주입공법 1-(B/A)

기준 m m 　

수명(사용기간) 15 (년) 15 (년) 　

공사원가 149,334 154,047 　

사용원가 48,190 65,521 　

폐기원가　 - - 　

합계 197,524 219,568 -11.16%

평가 경 제 성　 신기술공법(A)은 (B)공법대비  22,044원 (-11.16%) 저렴하여, 경제성이 있음.

      ※ (  )숏크리트 타설두께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균열보수에 사용되는 기존 주사기는 주사기를 모두 폐기시켰으나 신기술의 다기능 주입기구인 

마이티 인젝터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주입기구의 재활용은 폐기물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환경

적으로도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기술은 재활용이 가능한 공법으로써 저탄소 녹색 첨단기술에 부분적으로 접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동화 장비를 통한 균열보수를 통해서 정밀하고 안정적인 보

수가 가능하여 재시공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수제의 사용을 줄여 자연에 피해를 저

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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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한 강교량의 도장 제거 공법(제697호)

(보호기간 :  2013. 6. 12 ～ 2018. 6. 1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고주파 유도전류에 의한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하여 강교량의 도장을 제거하는 친환경 바탕처리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고주파 유도전류에 의한 전자유도가열의 원리에 의하여 인덕터 헤드에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처리할 표면상에 유도코일을 통하여 교류전류를 방출하고, 이때 발생된 자기장이 

금속과 같은 전도성 물질에 전류를 유도하여 강재표면에 도막 및 부식물 등과의 계면 결합파괴를 

유도하여 열화된 도막, 녹 등을 게거하며, 고주파유도가열시스템의 유도선 연장으로 20～100m의 

작업유효거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대용량 냉각장치를 개선하여, 작업의 편의성 및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장비의 운용 효율성을 크게 증대하였고, 고주파유도가열 공법 특성상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제거된다.

고주파 유도전류에 의한 강재의 열화된 도막이나 강재의 표면에 발생한 부식물 등을 바탕처리

시에 무소음, 무비산 등 친환경 바탕처리공법 전환을 통하여 기존 공법과 달리 구도막의 회수가 

가능하며, 환경성 및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에서 기존 재래식 공법을 크게 개선한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의 시공순서는 아래와 같이 작업준비(장비셋팅), 바탕처리 작업, 스크래퍼 작업, 제거된 

도막수거 및 정리작업의 4단계로 크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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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본 신기술은 현재 11건의 공사의 시공 실적을 가지고 있다.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 사
시 기

공 사
규 모

공사금액

1
국도23호선 장흥3교등 3개교 

보수공사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대양건설(주) 2010.03 988㎡ 326,774,000

2 강교재도장 보수공사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길우건설(주) 2010.06 5,224㎡ 199,500,000

3
국도4호선 과선교등 3개교 

보수공사
예산국토

관리사무소
거북건설산업(주) 2010.06 4,591㎡ 367,550,000

4
군포지사 관내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계약공사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주)원학건설 2011.07 740㎡ 35,200,000

5 천대고가교 재도장공사 인천광역시 (주)서일정밀화학 2011.08 800㎡ 22,000,000

6
당동교 보수공사 중 

강재도장공사
통영시 유림건설(주) 2011.11 801㎡ 128,131,000

7
국도17호선 원대교외 7개소 

보수공사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예단계발(주) 2012.02 1,367㎡ 268,500,000

8 국도21호선 화정교 보수공사
예산국토

관리사무소
광진건설(주) 2012.06 348㎡ 207,570,000

9 남이1육교 강박스 도장보수공사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성우건설(주) 2012.09 2,335㎡ 217,590,000

10 국도 15호선 죽산교 보수공사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주)고산건설 2012.11 761㎡ 118,960,000

11
국도 17호선 동산1육교등 4개소 

보수공사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유)명유 2013.03 2,929㎡ 260,000,000

  나. 향후 활용전망

     강교 보수도장의 재도장 시기는 통상적으로 10∼14년 주기로 재도장을 실시하며 2005년 

발표된 교량 현황조서를 근거한 10년간 준공된 교량중 신기술 적용가능한 스틸박스 거더교는 

약 1,770개소로 연장은 약 395km이다. 이는 신기술 1년간 신청가능 연장은 약 39.5Km로 추정

된다. 비산먼지 및 소음이 없어 환경성을 높인 이 신기술은 재도장시 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국내 전 강교량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 바탕처리의 활용 전망은 매우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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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 강교 바탕처리 공법은 크게 Power Tool 및 Blasting 공법이 주를 이룬다. 작업자의 작업

환경 열악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재래식 공법에 비해 작업자의 안전성이 향상 되었으며, 강

재의 품질 확보 및 환경 문제를 개선하였다. 이로써 이 신기술은 강교 바탕처리 기술로는 진

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구 분
기존 기술 신기술

(친환경 바탕처리)Power Tool Blasting

공법

개념도

개  요 전동공구이용 도막제거 철구, 모래를 고압분사 도막제거 유도가열을 이용한 도막제거

시공성
비산먼지 발생으로 작업환경

불량

집진시설, 분진막 추가 설치

장비가 무거워 다루기 어려움

기계화시공으로 작업환경 개선

분진막 최소화

환경성
도막 수거곤란

(환경오염, 민원발생)

소음 및 분진과다, 수거곤란

(환경오염, 민원발생)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경

개선(민원해소)

안정성 강재 손상 발생
하도제거로 산화작용, 강재 녹 

발생

하도(무기질도료)가 유지되므로 

부식방지

기  타
소규모 공사 유리

공사기간 과다 소요
대규모 공사 유리

소ㆍ대규모 공사 유리

기계화 시공으로 공기단축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기계화 시공으로 인하여 강재 교량의 품질을 확보하였고, 환경적인 문제점을 개선

하였다. 국내 최초로 바탕처리 기술을 개량 시공함으로써 향후 강재교량의 재도장시 바탕처리 

부분에 연구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은 국내 및 외국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행하여, 주로 고온의 열이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이 신기술은 한정된 공간이 아닌 준공된 시설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량 발전시킨 공법으로 국내 뿐만 아닌 국외로 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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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강재교량 외부 바탕처리의 단가는 기존공법 ㎡당 31,242원이며, 제경비 포함한 단가는 ㎡당 

55,329원이다. 반면 신기술은 ㎡당 31,719원이며, 제경비 포함한 단가는 ㎡당 47,923원이다

   2) 공사비

     이 신기술은 강재교량 중 Steel Box Girder교를 기 시공한 교량에 대하여 기존공법(표준품셈 

17-3-1 바탕처리 B급)과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약 10.5% 정도 총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다.

구  분 Power Tool 친환경 바탕처리 보수물량

총공사비 242,869천원(100%) 217,590천원(89.5%)

2,335㎡
가시설  81,822천원(100%)  69,635천원(85.1%)

바탕처리 104,246천원(100%)  91,154천원(87.4%)

도장  56,801천원(100%)  56,801천원(100%)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인력 시공하는 기존공법(품셈기준)에 비해 약 50% 이상의 공사기간 단축효과가 있다.

구  분 Power Tool 친환경 바탕처리

공사기간 13.2㎡
(1일 4인기준)

36.0㎡
(1일 4인기준)

적용근거 표준품셈 17-3-1 바탕처리 B급
(3.3㎡/1일) 시공사례에 대한 근거

   4) 유지관리비

     강교 재도장 공정 중 가장 많은 공기와 도장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내포한 바탕처리 공정을 

시공함에 있어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하여 기계화 시공으로 작업효율 증대되어 공기단축을 

가능하게 하고 도막이 제거된 강재표면이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므로 도장의 성능이 향상되어 

기존 Power Tool, Blasting 공법에 비해 유지관리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기존 Power Tool, Blasting 공법은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민원 발생 및 

작업자의 작업환경 열악한데 반해 친환경 바탕처리공법은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하여 

도막을 제거하므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 작업자의 환경개선 및 환경오염방지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되며 기존 공법과 달리 도막수거가 용이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 24 -

영국의 고속도로 관리 매뉴얼

  얼마 전 미국 워싱턴주 마운트 버논의 5번 고속

도로 교량이 붕괴됐다(2013.5.23). 원인은 유지

보수 미비로 인한 구조적 기능 상실이었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도로 건설이 1950년대

부터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관리대상 도로연장의 

증가 및 시설의 노후화로 보수공사 수요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세수 부족 및 재정적자로 유지관리 예산 

확보는 어려워지는 추세이며, 도로시설의 붕괴 

및 파손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예산제약 하에서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도로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각 국에서는 도로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로 노후화가 

먼저 진행되었던 영국의 고속도로 관리 매뉴얼의 

구조 및 관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배경 및 목적

  영국은 1949년 남웨일스~브리스톨~버밍엄을 

잇는 34km 자동차도로 계획안을 시작으로 1960년

대에는 간선도로망의 정비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영국의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선도로청, 철도청, 환경부 등 여러 주체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국에서는 각 기관에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고속도로 유지․관리 매뉴얼은 1995년에 처음 제작

되었으며, 매년 2회씩 개정된다. 각 기관의 운영․
관리에 따른 피드백에 의해 더 좋은 방법론으로 

수정된다. 매뉴얼을 통해 영국 전 도로관리기관은 

효율적인 도로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기관별 도로

관리의 좋은 사례를 공유한다. 

  매뉴얼은 도로 유지․관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즉 도로, 교량, 터널 등의 운영․
관리에 대한 전체 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여 기존의 방식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

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고속도로 관리 매뉴얼 구조

 고속도로 관리 매뉴얼은 ‘자산관리 및 예산’, 

‘유지 ․관리 및 운영’, ‘건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량관리시스템 

내에 전 도로시설물의 수집 및 가공 정보를 

저장한다.

 고속도로 관리팀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각 

기관별로 규정되며, 기관 및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규모나 역할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고속도로 유지․관리 항목에서는 시설물의 노후화, 

파괴, 서비스 수준 하락 등에 의한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공한다. 정부 정책, 

법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 건강과 안전, 

환경 및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한 수행사항, 협조

기관과 상호협력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자산관리 및 예산은 현재 및 미래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속도로 시설물들의 

운영․관리, 보존, 강화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예산관리계획은 도로에서부터 도로조명

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기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각 연도별 

예산분배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영국 교통국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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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고속도로 자산가치평가 지침을 별도로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자산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유지 ․관리 및 운영은 도로의 손상에 대한 유지 ․
관리 운영계획이다. 유지 ․관리 및 운영의 목적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유지방안, 

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 유지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함이다. 장기적인 목표 및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고속도로 유지 ․관리 과정

 고속도로 유지 ․관리는 먼저 자료 수집을 통해 

도로의 현 상태를 확인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며, 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한 

비상상황 및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

토록 한다.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물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생애주기 계획 수립 및 이를 통해 긴급 

보수항목과 연차별 보수항목을 구분한다. 예산 

배분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자산가치는 감가대체

원가로 정의되며, 다음 식과 같다. 

< 감가대체원가 = 총 대체원가 - 누적소비액>

 총 대체원가는 당해자산을 재조달하는데 소요

되는 원가이며, 누적소비액은 노후화,공용,서비스 

수준하락 등에 의한 손실분을 의미한다. 생애 

주기비용분석을 통해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시행한다.

 사업이 종료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의 개선

사항을 분석하며, 이를 반영하여 다음 계획이 

수립된다. 영국 고속도로 유지 ․관리 과정은 시설

물의 일차적인 보수로 사업의 종결이 아닌 효과

분석 및 이를 반영한 지속적인 관리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사점

 10여년 후 한국은 도로 고령화 시대에 진입  

하며, 이로 인한 위험노출 및 불안감 증가가 예상

된다. 유지․보수 투자의 지연은 SOC시설 노후화와 

서비스 수준 저하를 유발하여 성능보완, 수명 

연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증가를 초래한다.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사회의 전제 조건은 

국민의 안전 확보이다. 교통 인프라의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 확보는 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라 할 수 있다. 인프라의 

운영 및 지속적인 관리는 현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의 안전 ․편의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 : 국토연구원, 도로정책 Brief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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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7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  고

용 역 
발 주

64
지하철9호선 3단계 궤도

실시설계 용역

․ 연 장 : 9.2km(복선)

․ 분기기 : 23틀

752

(24)
조건부 토목

66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일반도로화, 친환경공간 조성 등

․ 연장 8.1km , 폭 15.5~22.0m

148,506

(550)
조건부 토목

71

은평3-13 미래도시주거 

신모델 조성사업 외 3건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

․ 아파트 26개동 1,008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100세대 등

7,000

(252)
조건부 전기

정 밀
안 전
진 단  

69
동호대교(도로, 철도) 

정밀안전진단용역

․ 자료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안전성 평가, 보강방안 제시 등
726 조건부 토목

70

서울메트로 1~4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지하철 1~4호선 지하구조물

․ L=30,062m
2,505 조건부 토목

설 계
심 의 142

위례지구 차집관거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차집관거 설치

 D=900mm, L=100m

 D=1000mm, L=4211m

14,440

(606)
조건부 토목

설 계
심 의 65

차집관거 성능개선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재심의)

․ 차집관거 통수능 확보

  L=25.6Km

․ 우수토실 시설개선 N=70개소

99,306

(995)
조건부 토목

설 계
심 의 67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 서울대 정문앞 저류조 등 3개소

․ 용량 : 각각 40,000㎥, 20,170㎥

5,081㎥

24,000

(771)
조건부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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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건 축 
세곡리엔파크1단지 외 2개소 SH작은도서관 
인테리어 설계용역 등 24건

7,363 6,201

교 통 청라∼강서간 BRT 시범사업(1단계) 모니터링 96 80

기 계 설 비
조류온실 및 야행관 노후배관 및 기타 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2건

47,811 41,597

기 타
관악산 돈화문계곡 사방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4건

1,734 1,726

도  로 봉천천복개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14건 2,617 2,186

도 시 계 획 
도봉소방서 쌍문119안전센터 신설 도시계획 
변경용역 등 2건 

41 34

상 하 수 도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책임감리용역 
등 3건 

1,442 1,355

전 기 통 신 만리동 임대주택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 등 9건 1,369 737

정 밀 진 단 목1호 수문(이중)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127 85

조 경
청계산 소규모 생물서식공간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4건 

529 488

하 천 한강공원 자양나들목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31 28

 계 75건 63,160 54,517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7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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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정보

< 2013년 제100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 기
(면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4.19 ~ 4.25 5. 5 6. 21 7.27 ～ 8.8 8. 23

< 2013년 제101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 기
(면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7.19 ~ 7.25 8. 4 9. 27 10.19～10.31 11.15

< 2013년 제2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 기
(면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4.26 ～ 5.2 6. 2 6. 14 7.13 ～ 7.26 8. 16

< 2013년 제3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 기
(면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7.26 ～ 8.1 8. 18 8. 30 10.5～10.18 11. 1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q-net.or.kr]

 < 경 제 용 어 >

스파게티볼효과

많은 나라 사이에 동시다발로 FTA가 체결되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

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다량 투입돼 협정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으로 

자그디시 바그와티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주주의 자익권(自益權)으로서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다수결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보유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이다.

이 같은 권리는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에만 해당

되는데 영업의 양도·양수, 경영위임, 합병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회사가 자금력의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

  [매일경제 http://dic.mk.co.kr] 

 

》 푸른세상

☞ 원고를 받습니다 !

서울기술이야기에 게재할 각종 건설관련 신기술, 신정보, 
법령 및 제도의 제ㆍ개정 및 공사 관련 체험담, 기타 
여러 가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기술심사담당관실(담당자 
: 김용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0-744)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2133-8587 /  fax : 2133-0745
E-mail : gsdragon@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