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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예로부터 물이 풍족하던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받고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가 

황당한 전설처럼 전해져 오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물문제의 증가로 마음 놓고 물을 마시고 쓸 수  

없기에 수돗물, 생수 등 물에 값을 지불하는 것이 거의 상식이 되어 있다. 

  물의 오염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물관리가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우 

특성에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로써 세계 평균 대비 1.3배가 더 많지만,   

강수량의 2/3 이상이 6월에서 9월에 집중되고, 산지와 경사지가 많아 사용가능한 지표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도시의 지표는 건축물과 포장면 등 불투수면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에 의한 내수 침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불투수면의 증가는 빗물의 토양침투를 저해하기 때문에 

토양생태계의 훼손을 가져오고, 지하수위 저하 등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97.7%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부족 문제를 체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가뭄 

시 환경용수의 부족으로 거리의 가로수가 말라가고, 상수도 시설에만 의지하는 물공급으로 인해   

단시간의 사고에 의해서도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규모 관거로 이송되는 물공급의  

특성상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므로 저에너지 위기 대응형 친환경 물관리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도시의 물관리는 주로 대규모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왔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하수도 시스템에 강우유출수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배제 위주의 시설로써  

강우유출수를 제대로 관리하기 보다는 “하수”의 일부로만 평가해 왔다는 점이다. 잘 관리된 도시의 

빗물과 지하수 그리고 재이용수는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을 활성화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다. 서울은 풍부한 수자원인 한강을 포함하고 있으며, 물관련 

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물산업을 적극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도시의 물관리 시스템 

2.1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는 댐이나 하천의 물을 끌어올리는 취수시설, 수질기준에 맞게 물을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물관리 방안

   이 주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롯데건설(주) 기술연구원장   

》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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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서울지역 최근 강수패턴의 변화>

<그림2. 하수도 계통도>

정화하는 정수시설 및 물을 이송하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에는 6개소의 정수센터가 있으며, 

상수도 보급율 100%로써, 매일 300백만m3 이상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림1. 상수도 계통도>

2.2 하수도

  하수도는 사용하고 버린 오수를 이송하여 

처리하는 시설로써, 오수와 우수를 동시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강우시 일정유량 이상일 

경우 우수토실을 통해 월류시키는 합류식   

하수도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우수는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분류식 하수도가 있다. 

  서울시에는 시설용량 100백만~2백만m3인 

4개의 물재생센터가 있으며, 서울의 분류식 

하수관거 보급률은 5.6 %이다. 

3. 도시의 물문제 

3.1 홍수와 물부족 

  서울시의 강우 패턴 분석 결과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기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월평균 강우와 

최근 30년간 월평균 강우 비교시 최근 자료에서 

여름철 강수량이 더 많고, 갈수기인 봄과 가을

철의 강우는 다소 감소하는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강우의 집중은 배수 시설의 설계 용량을 

초과하여 침수피해의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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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에 의한 침수는 관거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내수침수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외수

침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시에서는 주로 내수 침수에 의한 피해가 많다. 최근에도 발생한 강남

역과 사당역의 침수 등 서울시도 내수침수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미래 홍수취약도 평가 연구자료
1)
에 따르면 2030년 100년 빈도의 강우 발생시 현재에 

비해 지역 평균 5%정도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홍수에 취약한 곳으로 평가된 곳은 

중랑천과 안양천 유역 등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 많았다. 따라서 집중호우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침수뿐만 아니라 하천범람까지도 고려한 물관리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

  침수와 함께 가뭄시 물부족 문제도 발생한다. 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

지만, 서울시와 같이 상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는 생활용수는 공급되지만, 환경유지용수가 

부족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2년 5월과 6월 2개월간 서울지역 강수량은 10.6mm

로써 예년 평균 강수량 173.9mm의 6.1%에 그쳤다. 이러한 100년만의 가뭄으로 인해 타들어가는 

수목과 잔디 급수를 위해 하루 2회 살수차,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이 총동원되기도 했다.

<그림4. 서울지역 미래홍수취약도>2)

 

<그림5. 104년만의 가뭄으로 인한 비상 급수>3)

3.2 물, 생태계, 에너지

  배제 위주의 빗물관리와 불투수면의 증가는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물량을 감소시켜 지하수고갈과 

하천의 건천화를 심화시킨다. 또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우수가 증가하여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초기강우가 하천으로 유출되어 하천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도시 표면에서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증발산의 감소는 대기중의 수증기를 감소시키고 지표로부터의 

복사를 증가시킴으로써 대기의 온도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도시지역이 주변 교외지역에 비해 0.5~3℃ 

정도 온도가 높아지는 열섬현상과 열대야 등의 원인이 된다. 서울시의 경우도 도시화에 따른 열섬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그림 6>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 성장현,백희정,강현석,김영오 (2012) 서울 지역의 미래 홍수취약도 평가, 한국습지학회지, 14권 3호, pp. 341 ~ 352.

2) 연합뉴스 2012.08.22

3) 중앙일보 뉴스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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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위성으로 찍은 서울의 온도 분포>

4. 안전과 경쟁력 창출을 위한 물관리

4.1 자연을 생각하는 Low Impact Development (LID, 저영향개발) 물관리

  도시 물관리를 물순환 관점에서 접근하고, 생태적 환경적 효과를 고려한 물관리를 위해 LID4) 물

관리 기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LID 기법은 개발이전의 수문학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해 강우유출수를 최대한 발생지역에서 관리하는 토지개발 방식을 의미한다. 즉, 소규모 구획단위에서 

오염원 유출부하량의 최소화와 강우시 총유출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규모의 기술 조합 및 

토지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기법이다.

  물순환 회복 기술 적용의 목적은 강우 유출수의 관리를 통해 개발이전의 자연상태 수문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물순환의 회복을 통해 추가적인 용수를 확보하고, 

물관리 인프라의 안전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의 구현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LID 요소 기술

로는 생태저류지, 옥상녹화, 포장면 유출수 저류, 저습지, 빗물저류 및 이용, 투수성 포장, 침투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녹지, 건물, 포장면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될 수 있다. 녹지 공간에는 

생태수로, 빗물정원, 침투조 및 침투 트렌치, 수변완충지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건축물에는 옥상녹화, 

빗물 이용을 위한 저류조, 침투통 등이 적용되며, 도로에는 침투포장 및 보도, 식생형 침투 보도,   

트리박스 등이 적용 될 수 있다. 물순환 요소기술의 몇 가지 사례를 <그림 7>에 정리하였다. 

식생 수로 빗물 정원 연석 식생 수로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 투수성 포장 빗물저류조 관로형 저류시설

<그림7. LID 요소기술 사례5)>

4) 홍수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우수의 침투, 저류,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기법 (국토해양부, 친수구역 조성지침,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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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신월동 대심도 우수저류시설 조감도6)>

  빗물이용시설은 2001년 수도법(환경부) 개정을 통해 종합운동장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에 대해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이 제정되어 의무화 

대상이 공공청사까지 확대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009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 빗물관리시설 및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하였다. 

  2010년 기준 서울시, 수원시 등 전국적으로 49개의 지자체가 빗물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빗물 

이용시설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6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저류조 용량은 약 3백만 

㎥으로써 서울시와 경기도 및 제주도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중랑물재생센터에 노후 

보도 및 주차장 (약 600m2)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였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는 1,300m3 규모의  

빗물이용시설과 일 200m3 처리 규모의 생활오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또한, 자치구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가 자치구 청사 

및 문화시설 등 건립 시 사업당 5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4.2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은 지하에 터널 구조물을 건설하여 집중 호우시 저지대 빗물을 저류한 후  

배수하는 시설이다. 대심도는 지하 40~50m 내외의 깊은 곳에 설치되는 시설로, 기존의 하수도시설  

확장으로는 우수배제에 한계가 있거나, 하수관거 확장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기존의 시설물,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확장이 어려울 때 도입된다. 

  우수저류 배수시설에는 하천 초과유량을 분담하기 위한 ‘지하하천’, 관거 순간 최대유량 감소를  

위한 ‘대심도’, 유출량저감 및 빗물이용을 위한 ‘다목적 저류조’ 등이 있다. 

  대심도는 일본의 도쿄도, 카와사키, 오사카 등에서 이미 치수대책으로 이용되고 있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도로와 치수 겸용으로 건설되었다. 싱가포르와 미국 시카고에서는 오수처리를 

위해 만들어 사용 중이다. 

  서울시는 침수가 발생하는 여러 

지역에 대심도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현재 신월동에 대심도 설치계획을 

확정짓고, 시공사 선정을 완료  

하였다. 신월동 대심도 빗물저류

시설은 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완공예정이며, 지하 

40ｍ에 내경 7.5ｍ, 연장 3.38km 

규모의 터널을 만들어 홍수기 빗물을 저장하고 목동빗물펌프장으로 이송 후 안양천으로 내보내는  

5) City of Los Angeles(2009). Green Infrastructure for Los Angeles: Addressing Urban Runoff and Water Supply Through Low Impact Development.

6) 서울시



- 7 -

기능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대심도 건설을 통해 여의도 공원 7배 규모인 164ha의 상습침수지역이 1시간에 100㎜의 

폭우에도 침수걱정을 덜게 되며, 지하주택 4,700가구, 상가 공장 1,300개소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침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기존 시설의 점검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책의 도입과 유지관리 측면 및 시설의 효용성 등을 반영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은 꼭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자연의   

물순환과 수문학적 특성을 회복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산업으로써의 물산업

  최근 물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물산업은 용수를 생산, 공급, 처리 및   

관리하는 직접적인 영역들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태계 조성 및 에너지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도시의 녹지공간을 유지하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정기적 도로 살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기존의 상수만으로 이러한 용수를 공급하기에는 경제적, 자원적 한계가 있다. LID 물관리를 

통한 수자원 확보기술과 생태환경 조성기술은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시 친환경 생태계 조성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물관리와 IT를 접목시킨 스마트 워터그리드 기술은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물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스마트 워터그리드란 상수원을 포함한 다양한 수원

으로부터 용수를 생산, 공급하는 네트워크에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접목

하여 물공급과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물환경 인프라 구축 기술이다. LID 기법은 다양한 

수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원 기술로써 스마트 워터그리드 기술의 한 요소로 포함 된다. 

  물산업은 기존 제조업 기반의 산업과 달리 서비스업과 결합된 다양한 방향의 신사업으로 발전이 

가능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블루오션의 시장이다. 특히 서울은 EPC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중심의 많은 서비스 업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이미 

검증된 물사업 관련된 연계 사업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성공적인 물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먼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EPC역량을 강화한 후 운영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한 다음 제조, EPC, 운영관리 및 금융을 포함한 토탈 워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9>. 

<그림9. 물사업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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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처리 기술이 분리막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고성능, 적정가의 분리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특화된 분리막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물산업의 핵심소재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물시장을 주도하며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핵심기술과 역량을 기초로 하여 물사업에 진출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토탈 워터 서비스는 기존의 상하수도 뿐만아니라 물순환 과정에 대한 통합 관리 역량을   

요구하며 제조, 설계, 시공,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운영은 물론 자금조달 및 관리와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4. 결언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우특성과 많은 산지와 경사지 그리고 도시 불투수면의 증가 등으로  

인해 물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폭우에 의한 내수침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빗물의 

토양침투를 저해하여 생태계의 훼손 및 지하수위 저하의 문제를 동반한다. 그동안 대규모 상하수도 시스템

에서는 배제 위주의 우수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빗물, 지하수, 그리고 재이용수의 

관리를 통해 도시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며 물산업을 활성화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물산업은 EPC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상생의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건설과 제조를 연계한 융합 사업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물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먼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EPC역량을 강화한 후 운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한 다음 제조, EPC, 운영관리 및 금융을 포함한 토탈 

워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한강이라는 거대한 수자원을 잘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이며, 또한 신사업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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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3년도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식 개최 

 서울시는 2004년부터 해마다 서울시 기반시설

건설과 토목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토목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토목상」은 2004년 제1회 시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총 56명의  

기술인과 2개 단체를 선정하여 토목상을 수여한 

바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토목 관련 기술자

들이나 건설관련 단체들이 받고 싶어하는 영예

로운 상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5명 등 총 9

명을 “2013년 서울특별시 토목상” 수상자로 선정

하였다. 

<2013년도 제9회 서울특별시 토목상 수상자 명단> 

수상등급 성 명 소속 및 직위 

대   상
(1명) 홍 원 표 중앙대학교 교수

최우수상
(3명)  

유 제 남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하 진 철 대림산업 부장

남해종합
건설(주)

남해종합건설(주) 
대표 김형석

우 수 상
(5명)  

우 재 경 제일엔지니어링 전무

홍 주 표 동일기술공사 부사장

김 영 윤 보강기술 대표

이 섬 범 신동아건설 상무

최 규 봉  GS건설 부장

 대상을 받은 홍원표(64세) 중앙대 교수는 1981

년부터 32년 동안 중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하고 있으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서울시 국제산사태 

자문단 의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토목기술 

발전과 안전관리 분야에 기여하였다.

 시상식은 9.10(화) 오전 10시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수상자 

가족, 공적심사위원, 수상 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

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공적을 

기리는 상패가 수여되었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건설기술심의 및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주요 지적사항 전파 
 서울시에서는 건설기술발전 및 기술능력향상을 

위해 그 간의 위원회 운영결과에 따른 건설기술

심의 및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주요 지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전파, 각 사업시행부서에서  

심의요청시 사전 검토, 설계시공시 관련사항 검토 

등 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토록 하고 있다.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건설분야 → 건설기술 

→ 자료실 → 지침/방침

 - 바로가기(http://infra.seoul.go.kr/techinfo/58)

   ․ 건설기술심의(신기술활용심의 포함) 주요  

지적사항 활용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7〕 

건설공사장 가을철 안전점검 실시

 서울시는 서울시 각 본부에서 발주하는 48개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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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30일 부터 10월 11일 까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와 외부 전문가 32명 합동으로 

22개팀 49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가을철 안전점검부터는 해당분야 전문가와

안전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분야 점검을 강화하였다.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분야 등으로 점검 

내용을 세분화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지난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우수 수범사례는 

사업부서에 전파할 예정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8)〕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착공 

 서울을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 ‘신촌’의 교통 및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대중교통 전용

지구」 조성이 9월부터 본격화되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

소통대책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말일까지 3개월 

간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세로 신촌오거리 

~창천교회 550m 구간의 차량 진입이 전면통제

된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버스

만 다닐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 일반 차량은  

연세로를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지난해 6월, 박원순   

시장이 브라질 쿠리치바 방문 당시 자동차보다 

보행자가 우선하는 「보행친화도시」 구상을 밝히며 

이를 대표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신촌에 서울시 

최초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 

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서울시는 1년 6개월 간 신촌 지역 주민과 

상인, 구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주변 대학 학생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연세로를  

지나다니던 버스 우회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승용차 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우회경로 확보 및 도로 소통 

개선을 위한 주변 교차로 개선과 함께 ‘연세로 

신촌오거리~창천교회’까지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들어설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

간다. 

 서울시는 원활한 차량 이동을 위해 10월 중으로 

신촌역 굴다리 앞에 교차로를 신설하고, 연대 

정문․신촌오거리 ․이대부중 앞․신촌기차역 입구 등에 

대한 소통 개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까지 신촌오거리~창천교회 구간의 

보도를 3~4m에서 7~8m까지 넓히고, 분전함․ 
전신주 등 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지장물  

이전도 병행한다. 

 연세로 주변 교차로 개선 및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 대한 공사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각종 

공연과 이벤트가 열릴 명물거리 보행광장․쉼터 

조성이 진행되고, 12월 말 주변 이면도로 정비를 

끝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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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통제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먼 곳에서부터 우회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신촌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서북부 → 도심 ․ 여의도 방면 이동차량은  

성산로 ▴연희IC나 ▴신촌기차역 입구를 이용해 

우회하고, 반대로 도심 ․ 여의도 → 서북부 이동  

차량은 ▴동교동삼거리를 이용하면 된다.  

 연세로를 지났던 시내버스의 경우, 서북부를 

향하는 노선은 ▴동교동삼거리에서, 도심을 향하는 

노선은 ▴신촌기차역 앞으로 임시 우회한다. 

< 서북부 → 도심, 여의도 접근>

<도심, 용산, 여의도 → 서북부 접근>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의 교통․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

라도 우회 운행하는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우회대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계획대로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02)2133-2248〕

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 

 서울시는 신기술 개발자와 발주부서 직원간  

공식적인 설명회를 통해 최근 새롭게 지정되는 

건설신기술을 개발자가 직접 발주기관에 전파 ․ 
소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 
토론 등을 통해 우수한 신기술의 적용을 활성화

하고자 "신기술 소개의 장"을 개최하였다.

 신기술 소개의 장은 2010년 12월 처음 개최된 

후로 매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

자와 발주부서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식

적인 설명회로 지자체 중 서울시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행사이다. 

<건설신기술 소개>

신기술 세부내용 발표

684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

이엑스티㈜

698
유공강판 보강요소를 활용한 프리
플렉스 합성형 일체식 단경간교량
건설공법(PIA공법)

(주)이산

704 BIM기반 배근시공도 자동화 및  
철근공사 관리시스템 ㈜창소프트I&I

707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공장 
생산된 고분자수지계 AQUWEL  
패널을 이용한 부착계 방수ㆍ방식
공법

(주)세진
에스엠씨

708 무량판 구조의 뚫림전단 성능향상을 
위한 나선형 전단보강체 설치 공법

㈜옥타곤
엔지니어링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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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하반기 직장교육 시작 

▶ 3개 과정 100명 대상 

 서울시는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역량을  

배양하고 우수한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직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의 건설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직무전문성 제고 및 현업학습(WLP : 

Workplace Learning & Performance) 활성화를 

위한 기술능력 배양을 위함이다. 

 교육과정은 건설분야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녹지 등 6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

별로 수요자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강의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다수 희망 과목 

또는 범용성 있는 과목으로 선정하였다.  

 하반기는 토목과정의 상․하수도 분야, 기계과정의 

공조냉동기계, 소방설비 분야, 조경분야의 3개 과정

으로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과시간 이후 

19시~22시까지 10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6〕

산지방재 공무원 전문가 교육 실시 

 서울시는 산지방재분야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사태, 사방, 지반,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산지방재 전문요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1회차 동안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9월에는 제7차 외부전문가 교육이 있었으며, 

비탈면 관리요령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현박사가 설명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사업소 

등 관계직원 40여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9월 교육 내용은 

 - 지구환경의 변화

 - 국내․외 비탈면 붕괴 사례

  ･ 배수시설물의 관리의 중요성

  ･ 수목은 산사태를 방지 및 유발

 - 비탈면 관리요령

  ･ 국도 비탈면의 관리 흐름

  ･ 배수시설 불량 발생의 원인

 - 도심지 비탈면 관리사례(홍콩)

   <배수시설 부적정 관리 : 지반중량보다 가벼운소재>

   <배수시설 : 콘크리트 현장타설, 연결부 물유입 원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02)2133-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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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회의공개 → 

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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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9차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심의 - 재심의

○ 가시설을 비롯한 구조물의 설계기준 미제시 

및 구조계산서의 부실, 적용공법에 대한 대안

검토,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등 기본설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함에 따라 전면 보완을 하여 

재작성 후 심의요청 할 것

 - 도면과 구조계산서 불일치 및 주요내용 누락 

등 설계도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어 전면 재작성할 것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2011.12. 

29)에 의한 기본설계시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관련기준에 맞추어 보완할 것

○ 공원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양로 상의 차로 및 신호계획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진출입부 횡단신호설치  및 신호설치시 횡단

보도 이동을 통한 좌회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독서근린공원앞 교차로 신호개선 후 경찰청과 

협의하기 바람 

■ 제150차 상수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유출부 흄관 1.2m 침하부분은 굴착 조사하여 

침하원인 파악 및 유출부 흄관의 배수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긴급 보수계획을 수립할 것

○ 국가하천 수문으로써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결론부에 수문 이중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장래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 제151차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설계심의

○ 산지재해 예방 및 배수구조물 재검토 

 - 우배수로, 배수관 암거, 집수정 

○ 건축계획에 있어서 남쪽이 벽면으로 처리되고 

일부 창문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외부경관을 

실내로 끌어들이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시야 확보방안 등,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것

○ 공원내 전기를 일부라도 공원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면 일부에 태양

전지발전소 설치를 검토하고 미 설치시는 조성 

이후에라도 반영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동절기 경관을 포함한 임연부 사계절 산림 

수목, 산림 과실수종 도입 및 텃밭 중심부 

식재계획은 작물 피압 등을 고려하여 식재 

계획을 재검토 할 것

○ 저류 연못의 호안 경사를 제시하고 야자섬유

매트 도입할 경사인지 검토할 것

○ 도시농업체험원의 이용자가 주로 차량 이용이 

예상되므로 주차대수 이용률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파킹 도입을 검토할 것

○ 폭우 시 우수가 중앙데크 및 교육센타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관리동 북측으로의   

출입을 위해 제로레벨의 보행통로 확보를 

검토할 것

■ 제152차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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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과 서쪽에 설치된 창으로 인한 체육관 

내부에 자연광이 균등이 유입되도록 검토하여 

루버를 조절할 것

○ 건물의 왼쪽 코너와 운동장 외부트랙이 너무 

근접하여 간섭 우려되니 조치 요함

○ Track에 접해있는 기둥은 1층에서 2층으로 

경사기둥을 사용하여 없앨 수 있을 방안을 

제시할 것

○ VE 대안 제안서에서 대안비교가 작의적이며, 

VE 대안 제시가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및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 될 필요가 있음 

○ 다목적체육관의 난방용 천장온수패널 방식 

적용시 누수 대처 방안 및 동파방지 방안 

검토 후 보완 요함

○ 접지공사의 시공상 오류예방과 안전한 접지

계통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접지계통도를 

제시할 것 

○ 공개공지 진출입 부분은 통로폭이 좁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구간 

삭제 또는 중앙 회양목이 식재된 화단 제거 

고려바람

■ 제153차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사업 설계심의

○ 수리계산서를 통수능 검토부분과 배수위   

검토부분으로 구분하여 보완할 것

○ 가시설 설계도면은 구간별 가시설 평면도, 

전개도, 상세도 등을 추가 작성하여 보완할 것

○ 주요 교차로 구간의 단계별 상세 교통처리 

계획도를 추가 작성하여 보완할 것

○ 최종 보고서에 기본설계 과업내용을 추가  

수록하여 보완할 것

○ 건설기술심의시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을, 

해당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아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내실 있는 용역성과물이 작성되도록 

보완할 것

■ 제154차 영등포 영남주차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재심의

○ 구조물별(기둥, 벽체, 슬라브, 경사로 등) 세부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고 보고서상  

평면도에 결함사항을 표기하는 등 실제 유지

관리 활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함의 규모, 

진행 상태, 위치 등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 외관 조사망도에 구조물별 단면도를 작성하여 

균열 폭에 따라 칼라별로 구분하는 등 우리시 

인수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정확히 작성 

표시하고 각 조사망도내에 물량 집계표를 표기 

할 것

 - 3㎜이상의 균열에 대하여는 실제 현장의 균열

부위(단부)에 일자, 균열 폭 등을 표시하여 

균열 진행상태 및 점검시 확인가능하도록  

보완할 것

○ 지상 3층과 지상 5층 일부 슬래브에서 L/  

150이하의 처짐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된  

처짐에 대해 재하시험 등을 통해 처짐의  

진행상태를 명확히 제시하고

 -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수·보강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할 것

○ 처짐 관련하여 유사 구조시스템의 건물사례를 

조사하여 해석적 결과가 합리적임을 입증  

바람

■ 제155차 지하철2~4호선 지하박스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1차) 설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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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건설규칙(국토해양부 제1290호)에 

의하면 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진공법 결정시 내구성 확보는 

물론 불연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것

○ 일반공사에서 신기술공법을 부분적으로 적용

시에는 적용 가능한 모든 공법을 Grouping 

하여 설계에 반영할 경우 공사 낙찰자가 그 

기준에 맞는 공법중에서 자유로이 선정함에 

따라 신기술 부분의 저가 낙찰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 설계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협약서를  

작성후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 임 

○ 보강공법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상세비용을 

산정 할 것 

■ 제156차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심의

○ 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의 저감목표 및 

방류수 수질기준 제시

○ 탄천물재생센터 등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점 및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토록 명시 

○ 운영중 총인처리시설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발생하여 인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토록 명시 

○ 분뇨 및 음식물폐수 반입처리에 따른 하수 

처리에 미치는 수처리 영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제시토록 명시 

○ 기존설비와 연계하여 수전, 변전, 배전, 동력, 

옥내․외 조명 설비, 비상용 전원 설비 등을  

검토토록 명기 

■ 제158차 구로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실시에 대한 검토

 - 설계 VE는 발주기관에서 용역 또는 자체  

시행하는 업무로써 설계자와 발주기관의  

업무내용을 명확히 구분 할 것

 - 설계 VE비용을 설계용역비에 포함하여 준공

시 정산은 적절하지 않으니 수정할 것

○ 조명설비 공사의 다음 내용 추가

 - 백열전구, 할로겐램프, 비상 유도등, 다운  

라이트 등은 우선적으로 고효율 인증 제품인  

LED 조명을 설치할 것 

○ 교육실은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으로 제시

 - 교육실은 소규모 공연(콘서트, 연극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제시할 것

○ 과업내용서 외부 주차장 활하중 변경필요

 - 최소규정은 12kN/㎡로 제시하고, 이용차량을 

고려하여 활하중을 적용하도록 변경할 것

○ 지반조사에 대한 다음 내용 추가 

 - 조사심도 기준 제시와 현장시험(전단파속도) 

및 토질시험 수량을 명기할 것 

 - 기존 NX-3개소를 4개소로 변경하여 효과적인 

지층분석과 토공계획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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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중력식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제700호)

(보호기간 : 2013. 06. 19 ～ 2018. 06. 1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  위 

     프리캐스트로 제작된 L형 콘크리트 블록의 저면과 부벽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쌓기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블록을 일체구조 형태로 시공하기 위하여 옹벽 상하부와 좌우측면에 전단키를 

설치하여 서로 맞물리게 쌓고 옹벽 전면판 상면에서 저면으로 뚫려있는 연결홀에 철근을 삽입한 

후 주변부를 몰탈그라우팅으로 채워 옹벽 전체를 일체화 시킨 6m이하 모듈러 옹벽 시공방법

  (2) 내  용

     이 신기술은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PMR 옹벽) 공법으로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L형 콘크리트 블록 및 뒷채움 사석의 자중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저판 및 측면의 전단키와 상·하부 옹벽을 일체화시키는 연결철근으로 구성된 

중력식 옹벽공법이다. 이 기술은 현장타설식 콘크리트 옹벽의 거푸집 설치, 철근망 조립,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에 의한 공기지연을 단축하여 붕괴 절토사면 및 도심지 성토사면에 앵커 등의 

보강없이 자립식으로 급속보강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며, 추가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앵커, 네일 

등 다양한 공법을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제원

     이 신기술은 전면판과 저판, 흉벽으로 이루어진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PMR 옹벽)로서, 

원지반과의 정착을 위해 옹벽 설치 후 사석 및 토사를 뒷채움하여 자립식으로 비탈면의 활동  

방지 및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옹벽으로서 제원은 1.5m(가로)×1.5m(세로)×1.2m(뒷길이)이고   

중량은 2.5tonf/㎠이며 개념도(대표도면)는 다음과 같다.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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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순서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  사  명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1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사면안정공사
㈜대우건설 

2012.03.20

∼2012.03.30

연장:12m, 높이:5m

단수:4단, 수량:20개

2
서운∼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건설본부

2012.05.15

∼2012.06.25

연장:180m, 높이:5.5m

단수:4단, 수량:386개

3
서운∼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건설본부

2013.05.29

∼2013.06.21 

연장:50m, 높이:5.5m

단수:3단, 수량: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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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기술명 대표단면 기술내용 신기술과의 차별성

PEM 옹벽

((주)팸택, 2003)

․ Earth Bolt와 전면판 → 
 원지반에 수평 압축력을 도입
․ 보강재 인장력 → 벽체와 뒤채움 

토사의 안정을 유지하는 공법

․ 이 신기술은 옹벽과 뒤채움 
토사에 의해 자립식 안정을 
확보하는 공법

RC 옹벽

(공개기술)

․ 터파기 거푸집, 철근망 조립,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등의 
시공과정

․ 벽체 및 뒷채움 토사의 자중 
→ 토압에 저항하는 공법

․ 이 신기술은 소규모 터파기, 
옹벽거치, 토사 뒷채움의 
단순시공으로 벽체를 형성
하는 공법

계단식옹벽

(공개기술)

․ 절취사면이나 붕괴사면에 시공
․ 1m씩 단계시공 → 공기가 길다
․ 벽체 및 영구 Anchor → 토압에 

저항하는 공법 

․ 이 신기술은 옹벽거치, 토사 
뒷채움의 단순시공으로 급속
하게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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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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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기간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증기 양생에 의해 제작되어 일축압축강도가 300kgf/cm2 이상의 고강도 

제품이고, 각 프리캐스트 블록당 1개의 배수공과 블록간 이격된 틈새를 따라 배수되도록 고안되어 

옹벽 배면의 수압발생이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PMR 옹벽 공법은 우수한 품질과 모듈화 시공으로 

구조물의 손상발생 가능성을 낮춤으로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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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탕정리 2. 시트깔기 및 재단 3. 탈기반 설치

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 시스템)(제677호)
(보호기간 : 2012. 11. 22. ～ 2017. 11. 2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  위

     PVC방수시트, PVC발포폼, PE발포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단열방수시트와 T자형 반턱  

접합부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여 접합부 안정성 및 구조물 거동 대응성을 향상시킨 

단열 보완형 복합방수공법

  (2) 내  용

     이 신기술은 PVC방수시트에 PVC발포폼과 PE발포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단열방수시트를 

사용하여 단열성능을 보완하고, T자형 반턱 접합부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고 최상부에는 

폴리우레탄 도막방수재와 Top-coat를 도포하여 접합부위의 방수안정성과 구조물 거동 대응성을 

향상시킨 단열 보완형 복합방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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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착제 도포 및 시트시공 5. 모서리 및 접합부 보강 6. 우레탄 및 탑코트 도포
<사진 1-1. KD-E 시스템의 시공순서>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 규모
공사금액

(신기술공사비)

안양공업고등학교 
전자기계과동 3층 

옥상방수공사

안양공업
고등학교

대명도장(주)
2010.08.05.～
2011.09.25

1101㎡
95,197,950원

(95,197,950원)

○○지역 누수건물 옥상 
방수공사

육군종합
군수학교

주식회사 
한국건설

2010.12.24.～
2011.05.27

2,651㎡
220,688,100원

(220,688,100원)

신성중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신성중학교
(주)견준
크랙실

2011.09.15.～
2011.11.03

870㎡
71,657,000원

(71,657,000원)

장안여자중학교 
옥상방수공사

장안여자
중학교

(주)두성
산업개발

2011.07.20.～
2011.09.05

200㎡
47,033,000원

(47,033,000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옥 옥상 방수공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주)두성
산업개발

2010.06.14.～
2010.07.20

765㎡
29,700,000원

(29,700,000원)

명풍횡성한우가
옥상방수공사

명풍횡성한우가 대성방수
2009.06.03.～
2009.06.30

85㎡
3,000,000원

(3,000,000원)

<표 2-1. 활용실적 현황> 

    

 나. 향후 활용전망

     KD-E 시스템은 기존 방수공법과는 달리 방수성능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을 부여하여 최근   

패시브 하우스 및 제로에너지 하우스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에너지 효율의 

건설구조물에 가장 적합”한 공법이다. 

      KD-E 시스템은 방수성능은 물론 단열성능과 함께 건축물의 결로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 건설

구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등의 방수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을 

보완하여 기존 건설구조물이 확보하고 있던 단열성능의 향상과 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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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KD-E 시스템은 건축 분야의 주거 건축물(단독 주택, 공동주택 등), 오피스 건축물  

(상가, 오피스 등), 병원, 학교, 공장 등의 옥상뿐만 아니라 결로 방지가 요구되는 지하구조물 

(군사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외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현재까지 재생 PVC 시트를 적용하는 공법은 있었지만, 재생 PVC발포폼을 적용하는 공법은  

아직 없었으며, 더불어 KD-E시스템은 PE발포폼과 PVC코팅 처리된 알루미늄 박판을 적용하여  

방수성능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을 부여하였다. 

     기존 방수공법들은 방수성능에만 국한되어 단열성능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나, KD-E 시스템의 

경우, 단열성 보완 효과로 인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공법이다.  

     또한 기존 방수공법의 접합부위는 맞댐, 오버랩(Overlap) 등의 접합부를 주로 적용하였으나, 

KD-E 시스템의 경우, 반턱 접합부 공법 적용으로 탄성보강 접합 테잎과 반턱 접합부가 일체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구조물 거동 대응성에 대한 안정성을 보다 높인 공법이라 

할 수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완벽한 방수성능 및 단열보완 성능의 효과로 인해 단열 보완성능이 요구되는 방수 보수공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지리적, 구조적, 현장 요건 등의 이유로 단열시공이 

제외된 지하구조물(벙커와 같은 군사시설 및 지하주차장 등)의 외방수 공사에 활용되어, 단열 및 

결로 문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 공사 시에도 최근 에너지 설계 기준 강화로 인해 완벽한 단열설계가 되어 시공되는 현장

에서도 KD-E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단열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수층 

하부의 단열층의 보호 역할을 함에 따라 장기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선행기술조사 결과 현재 단열성을 확보한 방수공법은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전무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건축물 옥상에 방수보수 현장은 대부분이 습기가 가득 차 있고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장은 단열성능이 매우 떨어져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단열보완 시공을 하려면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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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지하시설물(지하, 반지하구조물)은 대부분 단열시공을 하지 않고 방수공사로 마감을 한다. 

따라서 내부안쪽은 습기와 결로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결로방지를 위해 공기 순환구조와 외단열 

시공을 해야 하지만 고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방수공사만하고 있다. 하지만 KD-E시스템공법이 

적용된 이 신기술은 방수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면서 추가적으로 단열보완기능과 습기와 결로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즉 시중 방수시공단가와 같은 가격으로 추가공정, 추가 비용없이 단열  

보완효과를 줄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방수공법이다.

  (1) 공사기간

  (2) 유지관리비

     KD-E 시스템은 하자부위에 대한 간단하고, 손쉬운 부분보수로 인해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용이하다. 보수 발생부위에 일정의 KD-E시트와 탄성보강 접합테잎 및 커터칼, 실란트 만으로  

손쉽게 보수가 가능한 공법이다.      

     또한 KD-E 시스템의 경우, 추가적인 단열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부 PVC코팅 

처리된 알루미늄 박판으로 습기를 제어하고, 방수층 하부의 단열층을 보호함에 따라 구조물의  

장기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KD-E 시스템의 재생 PVC 방수시트는 폐 PVC 약 70%를 재활용하여 제조ㆍ생산한 것으로,  

재생 PVC 1㎡ 당 약 945g (945g/㎡)의 폐 PVC를 재활용하게 된다. 

     PVC시트 생산에 소비되는 원유량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배출량(tCO2)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일반 PVC 시트 KD-E 시트

이산화탄소 배출량 1.7748 0.5508

     [표 3-3] 1,000㎡ PVC 시트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 tCO2)     

     즉, 일반 PVC시트 대신 신청기술인 KD-E 시트를 적용할 경우, 약 2/3 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 및 에너지절약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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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동향

자율주행 시스템 분류 

 도로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를 자동주행(Auto 

matic driving)으로 본다면, 이를 크게 5개의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현 시스템 : 현재 운영 중인 도로시스템을 

말한다.

 (2) 협력적 주행체계(Driver Assistance) : 도로

이탈 등 사고요인을 도로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극복하는 도로-자동차 협력 주행 

체계이다. 현재 도로부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Cooperative ITS(C-ITS)가 이에 해당

한다. 

 (3) 자동화 주행(Automated driving) : 지능화

된 차량을 통해 인간의 운전행위 없이 주행이 

가능한 형태이나, 다만 운전자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으며 항상 모니터링과 개입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운전자가 필요한 

선행차량이 후행차량을 자동으로 이끌어주는 

군집주행(Platoon Driving) 형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4) 자율주행(Self Driving, Autonomous Driving) 

: 운전자의 운전행위 없이 단독주행을 시행

하거나 다른 차량과 군집주행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집주행 시행 전후,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의 최소한의 개입은 필요하다.

 (5) 자동주행(Automatic Driving)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전자는 어떠한 운전행위도 하지 

않으며, 무사고 무정체의 도로환경이 구현된다. 

도로시스템의 궁극적인 비젼과 목표라 할 

수 있다. 

자율주행 차량 개발 동향

 자율주행 차량은 스스로 위치와 상황을 감지해 

속도와 조향을 시행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계, 

전자, 전산 등 다양한 전문기술의 융복합이 필요

하다. 현재 자율주행 차량 개발은 주로 자동차 

회사와 IT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잇다. 다만  

도로지원 시스템과의 연계개발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즉 3단계인 

자동화 주행(Automated Driving) 단계의 기술

개발로 볼 수 있다. 

 자율주행 차량을 선보인 대표적인 회사는 구글

이다. 구글은 무인 자동차(일명 구글카)를 이용

하여 일반도로 22만 4천km의 실험 주행에 성공

하였으며, 미국 네바다 주는 2012년 5월 이   

무인 자동차에 운전면허를 발급하였다. 이 차량

에는 오차 범위가 cm 단위인 위성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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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GPS)과 초당 10회 회전하는 레이저스캐너, 

비디오카메라 및 레이더 등이 장착되었다. 

 유럽연합(EU)은 볼보, 리카르도 등 범 유럽  

자동차 7개 기업과 공동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샤르트르(SAR-TRE:Safe Road Trains for the 

Environment)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2012

년 9월 스웨덴 예테보리시에 위치한 드라이빙 

볼보센터에서 선두차량(운전자 주행) 1대가 후속

차량(자동 추종주행) 3대를 리드하여 최고 90km/h의 

속도, 4m 차량간격의 군집주행을 실현하였다. 

 일본 JARI(Japan Automobile Research Institute)는 

2008~2012년 트럭을 대상으로 4대의 차량이 

4m의 간격을 유지한 채, 선두차량은 차선을 인식

하면서 자동으로 주행하고, 후행차량들은 이를 

추종하는 방식의 군집주행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화물차 중심의 실험은 도로에서도 철도의 화물 

열차와 같은 대량 수송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수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향후 

도로 지원시스템과의 협력적(Cooperative) 연계를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에서 구현될 

것이다.  

도로시스템 개발 동향

 이제 이러한 똑똑해진 차량을 도로가 어떻게 

수용하고 협력하여 무사고, 무정체 도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가가 화두일 것이다. 도로는   

다양한 지능을 가진 여러 군의 차량을 수용해야 

하고, 자율주행 차량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이들이 가져야하는 기능을 일부 분담해야 하며,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수용성 높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만 한다.

 현재 첨단 도로시스템 개발에 있어 가장 큰  

화두는 C-ITS의 구축이다.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차량 지능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도로

상에서 자율주행의 실현은 도로시스템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도로는 늘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차량간 인터페이스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유럽이다. 협력 

시스템(Cooperative Systems)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분야의 표준기구로, V21 - V2V 통신   

표준은 ETSI, 산업분야의 DATEXⅡ 표준은 CEN, 

전기분야는 CENEL-EC을 지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EU 주관 산학연관 합동 연구 프로젝트(eSafety포럼, 

PReVENT, C2C-CC, COOPERS, CarTALK2000, CVIS 

등)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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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교통부(US DOT) 산하 연구혁신기술청

(RITA:Research &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의 

주도하에, ITS Joint Program Office(JPO)를  

운영하고 있으며, JPO에서 교통부의 ITS 프로그램 

및 계획 등에 대하여 교통부 산하기관들과 조율

하는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ITS 프로그램은 ITS 전략연구 계획(2010 

~2014, 5년)에 의거하여 Connected vehicl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구성 ․운영 

중에 있다. 또한, C-ITS 기술의 개발 이후 상용

화를 위한 표준화, 법 ․제도정비, 국제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C-ITS는 자율주행 발전 단계 중 (2)단계에 해당

하며, 언제든 (3)단계와의 결합을 통해 (4), (5)

단계의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 중이다. 

 현재로서는 도로중심의 2단계 사업과 자동차 

회사 중심의 3단계 사업이 큰 교류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연계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시사점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도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첨단기술의  도입이 반드시 추진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사고의 

80%가 운전자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만큼,   

운전자의 실수와 욕심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도입인 것

이다. 

 또한 향후에는 분야별 요소 기술들이 융․복합된 

새로운 패키지 형태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즉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자체 

성능만이 아닌 도로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혜택을 더 줄 수 있는가를 보고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국토연구원, 도로정책 Br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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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  고

정 밀
안 전
진 단  

150
상수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대상 : 상수수문

․ 0.9×1.0×1련, 1문
(22)

조건부

채택
토목

154
영등포 영남주차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건축면적 3,096.44㎡

․ 지하3/지상5층, 철근콘크리트조
(52) 재심의 토목

용 역

발 주

156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 중랑, 난지,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 

․ 2012.1.1 기준 준수

37,270

(1,543)

조건부

채택
기계

158
구로구 인생이모작지원

센터 건립공사 용역

․ 지하1 / 지상 4층  

․ 연면적 5,000㎡

11,635

(558)
원안통과 건축

설 계

심 의

149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심의

․ 연면적 8,411.96㎡

․ 주차 250대

14,805

(330)
재심의 토목

151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설계심의

․ 도시농업체험원 조성 

․ 텃밭, 습지원, 저류연못

1,500

(60)

조건부

채택
조경

152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지상 4층

․ 연면적 7,280.68㎡

16,300

(582)

조건부

채택
건축

153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사업 

설계심의

․ 3.0×3.0 ~ 4.0×4.0

․ L=1.3㎞

13,954

(396)

조건부

채택
토목

155

지하철 2~4호선 지하박스 

구조물 내진성능보강공사 

설계심의

· 2~4호선 옹벽포함 7.5㎞
36,458

(944)

조건부

채택
토목

사 후

평 가

7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신축공사

․ 지하5 / 지상7층

․ 연면적 13,714㎡

40,600

(1,500)
․ 건축

8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 지하2 / 지상3층

․ 연면적 11,429㎡

10,400

(500)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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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3. 9.

건     축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등 9건

5,072 4,379

교 통
마포공영주차장 구조체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6 15

도  로 가양대교 정밀점검용역 등 8건 602 539

상 하 수 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2014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2건

190 162

전 기 통 신 ITS성능평가 데이터 수집용역 등 3건 57 56

조 경 
경의선숲길,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등 23건

2,803 2,476

지 하 철
2013년도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1 109

하 천 양화 제3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보완용역 22 21

기 타
허브천문공원 사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19 19

 계 50건 8,932 7,776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9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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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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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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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제4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  기
(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8.30 ～ 9.5 9. 28 10. 11 11.9~11.22 12. 13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q-net.or.kr]

< 경 제 용 어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 간에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1988년 1월 미국과 캐나다가 결성한 자유무역 

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유무역지대는 각국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거래 및 국제간 분업이 확대돼 서로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자유무역권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한다는 반대론도 제기되고 있다. 

 [매일경제 http://dic.mk.co.kr] 

》 푸른세상

☞ 원고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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