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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진·태풍·호우․가뭄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다. 또한 폭발·

붕괴·가스 누출·원자력 사고 등 인적·사회적 재난도 빈발하고 있다. 

  재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 손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재해는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정부 및 각 기관들의 재난관련 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형편이다. 부족한 

인력으로 만족할 만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렵다. 

  이제 재난관리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복구 개념적인 재난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 교육의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 재난과 재해의 개요 

가. 재난의 정의 및 국민 안전 체감도 

  일반적으로 재난(災難)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뜻하는 것으로 원인을 의미하고, 재해  

(災害)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 즉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   

해보고자 2004년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7월 안전행정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국민·학생 및 학계 관련 전문가 

2,100명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해 살펴본, ‘사회 전반 및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해 경감을 위한 국가공인 자격인 기업재난관리자 제도 및 역할  

   권 회 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주)한국건설품질안전 기술사사무소 회장 

   

》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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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 중 38.1%는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되었다’, 23%가 ‘보통이다’, 10%가 ‘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강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체감도에 대해서는 국민 중 24.2%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안전행정부 보도자료>

나. 최근 재난 발생 추이  

  위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10년의 재난발생 현황을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자연재해 그림 2. 인적재난

 자료 : 안전행정부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재해는 2008년을 최저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적재난은 

2006년 이후부터 계속 소폭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다. 산업단지 내 사고발생 현황 

  여기서 최근 재난사고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사고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2012년 9월 27일 구미4공단 내 휴브글로벌에서 화학약품 불산 20톤 중 8톤이 누출되어 사상자 23명

(5명 사망, 18명 부상), 농작물 고사 91.2ha, 가축 폐사 1,313두 등의 피해를 냈다. 이 사고는 현지 

피해 장면을 TV로 시청한 전 국민에게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해 가공할 만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걸쳐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었다. 

  대림산업(주) 여수공장의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폭발 및 울산 소재 삼성정밀화학(주)의 공급펌프  

고장으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 등 연달아 발생한 사고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 및 사후 처리에 있어서 

미숙함뿐만 아니라 관련 법의 미비로 사고를 발생시킨 공단 내 업체 및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후유증을 낳았다. 급기야 정부로 하여금 2015년까지 30대 기업으로 하여금 2조 8천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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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업 재해경감 활동의 절차

 그림 3 최근 5년 산업단지 사고 현황

투자해야 할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낳게 만들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으로 국가와 국민은

위와 같은 각종 재난 즉 자연재해, 인적 재난 및   

최근의 화두가 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 대해  

일정 부분 관리 및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난 때 많은 피해를 수반하여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에 대한 배려가 지금까지는 전무하여 

이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재난 발생 

때에도 기업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코자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해경감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이 법률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했다. 

3. 기업 재해경감 활동 개요 

가. 기업 재해경감 활동의 절차 

  기업 재해경감 활동의 절차란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체계로써 [그림 4]와 같이 구성되며 개선을 위해 화살표 방향으로 지속되는 관계에 있다. 

                           

나. 기업의 재해경감을 위한 Risk 관리 방안

  이러한 절차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 활동을 위해서는 기업이 여러 분야에서 risk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중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표의 ‘기업의 Risk 관리 방안도’를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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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정목적 및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제2장 재난관리표준 재난관리표준 제정․운용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우수기업 추천 심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4장 우수기업 지원 재해경감 우수기업 지원

표 1. 법률의 구성

    

기업의 

Risk 

관리 

지배구조

전략 

거시 경제(자연재해는 이중 일부로 볼 수 있음)/ 산업환경    

운영- BCP(Business continuity Plan)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BIA(Business Impack Analysis)
RA(Risk Accessment)
전략
계획/절차
교육/모의훈련→보고→개선

표 1. 기업의 Risk 관리 방안도(Enterprise Risk management diagram) 

  즉 이 도표에 따르면 기업 재해경감을 위해서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배구조, 전략 

등은 기업의 특성상 제각기 달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항목은 ‘운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하부 단계인 BCP, BCM 위주로 기업의 Risk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자의 교육 

기관 선정 및 교육과정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정된 재해경감기업지원 법률 내용 중에 있는 재난관리자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이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기업의 재해를 경감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기한 재난관리자 교육기관 선정과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를 포함해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 국가 공인 자격인 기업재난관리자 양성 방안

① 법안의 제정 배경

  2007년 제정된 재해경감기업지원법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대규모 자연재난 

으로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유지를 위한 예방대비 능력을 보유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규모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1995년∼2004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1,200억원, 

대형 태풍 때에는 6,000억원(중소기업청 2005년 6∼7월 조사)으로 기업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 규모 또한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이러한 기업재해 경감을 위한 제도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다. 

  민간기업에 대하여 인적재난은 물론 태풍,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때에도 기업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 민간기업에 대한 재난대비 실태를 분석하고 선진 외국의 

민간기업 지원활동 및 제도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 재난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 및 재난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② 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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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6장 보칙 기업재해경감협회 설립, 포상 등

라. 기업재난관리자 제도시행 과정 내용

① 기업의 재난관리 표준 고시

  재해경감기업지원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연속성확보계획

(Business Continuity Plan, 이하 ‘BCP’) 등 재해경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의 재난관리표준이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0-22호로 지난 2010년 4월 2일 고시되었다. 당시   

고시된 기업재난관리 표준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정의, 목적, 관계, 적용 범위, 인용 규격 등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기업재난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기업에 상존해 있는 위험 요소를 식별, 그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확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하도록 하였으며 수립된 재해경감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유지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②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기관 선정 및 교과과정 책정 

  정부는 재해경감기업지원법을 재난관리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소방방재청 

에서는 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 내용과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육성을 활성화하고자 국가 공인 자격인 기업재난관리자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 위탁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난 1월 22일 1차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재)건설

기술교육원을 비롯하여 ▲(사)한국비시피협회 ▲(특)한국방재협회 ▲(특)기업재해경감협회 ▲우석대학교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LIG엔설팅(주) ▲(주)차후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등 9곳이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는 최근에 아래의 교과과정을 가지고 재난관리자 교육을 늦어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이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고용노동부)과 협의 중에 있다.  

  기업재난관리자가 각각의 과정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경감활동 실무과정은 

     재해경감활동 프로젝트 개요 이해, 업무영향 분석(BIA), 위험영향 평가(RA) 및 분석, 업무   

연속성 전략 개발, 업무연속성 절차의 이해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 및 대행과정(실무과정 인증시험 합격자에 한함)은

     재해경감활동 정책수립, 업무영향 분석(BIA), 위험영향 평가(RA)와 위험관리(RM), 업무연속성 전략 

설계, 업무연속성 절차의 수립과 실행, 연습 및 테스트,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과정(계획 수립 및 대행과정 인증시험 합격자에 한함)은

     인증심사 기준, 심사 프로세스, 심사실습, 심사실습 활동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은 재해경감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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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인센티브 내용도 공개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세제 지원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기반시설 입주 지원 등 모두 6가지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지침’ 등 세부지침 

등을 마련,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마. 국가산업표준(KS A ISO 22301)과 국제 규범과의 관계 

  KS A ISO 22301：2012(사회 안전;Societal security, 업무연속성관리 체계;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요구사항;Requirements)의 내용은 ISO(국제표준화기구)/TC223의 재난관리 

기술위원회로부터 원안 작성 협조를 받았다. 

  그 내용은 일반 사항으로 ‘본 국제 표준은 실효성 있는 업무 연속성 관리 체계(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적용 범위 및 목적은 업무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를 위해 중단성 사고에 

대하여 보호, 발생 가능성의 감축, 대비와 발생 시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한 문서화된 관리 체계의  

기획, 수립, 실행, 운영, 감시, 검토, 유지관리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에 적용한다. 이 요구

사항은 조직의 형태, 규모 및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들 또는 조직들의 일부에 일반적으로 적용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규정 내의 기업재난관리자 관련 조항을 원용하여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참고 규범은 ISO/IEC(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가이드 73, 리스크 관리–어휘(Risk Management 

-Vocabulary), ISO 22300, 사회안전–용어(Societal security–Terminology) 등을 들 수 있다.

 

4. 기업재난관리자의 역할 

  재해경감기업지원법률 시행령 제10조에 기업재난관리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요건에 의해 합격할  

경우 주어지는 국가 인증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 기업재난관리 업무 담당자 역할

  기업 내에서 재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경우 기업 내에서 재해경감 

활동 계획서에 대한 유지관리, 사내교육, 훈련 등을 담당할 수 있다. 

나.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자 역할 

  지원법에서 고시한 기업재난 관리 표준에 의거 재해경감 우수 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작성 대행자 역할을 수행한다. 

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원 역할 

  위의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들로부터 제출 받은 재해경감계획서를 검토, 분석, 

평가하여 인증하는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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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말 

  위기의 시대에 재난도 날이 갈수록 복잡·대형화되고 있다.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빠른 의사 결정과 운영 프로세스가 중요시되고 있다. 

  정부도 최근 급증하는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  

안전분야 전담 공무원을 육성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5∼9급을 선발키로 

입법예고했다. 

  미국에서는 재난 관련 직종이 상위 50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전국 57개 대학에서 재난

관리 과정을 신설하여 모두 213개 대학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현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부서 명칭을 바꾼 데서도 보듯이 정부가 국민 안전과 재해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들도 위기관리 경영이 우선시 되고 있다. 

재난관리 분야의 국민들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 관련 자격증 취득과 전문가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사항 - ISO/TC223(Societal security, 사회안전) 총회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재난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다. 이 총회는 인도양 쓰나미(2004년) 이후 재난관리에 

관한 국제공조의 인식에 따라 UN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2006년 5월 제1차 총회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에서 개최하였으며, 6개월에 1회씩 년 2회 총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스웨덴을 의장국(회장 크리스터 쿰린)으로 각 국가의 재난 및 안전과 표준관련 공무원, 협회· 

단체, 기타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ISO/22300 표준전반에 대한 개발 및 제·개정을 하여 재난 

및 안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구다. 

참고문헌 

1. 기업재난관리표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22호

2.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12호 

3. 2011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종합보고서 – 안전행정부 

4.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24호 

5. 재해경감활동 실무 - 유종기/추민수 지음 

6. 위기관리경영 - 기업정부, 손잡고 화학사고 예방 나선다(김용삼기자) 

7. 위기관리경영 - 제 15차 ISO/TC223 사회안전 네델란드 델프트에서 개최(이장희 수석전문위원) 

8. INTERNATIONAL STANDARD ISO 22301 – ISO.org 

9. KS A ISO 22301：2012(사회 안전;Societal security, 업무연속성관리 체계;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 요구사항;Requirements)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2012년7월1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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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서 '도로굴착공사' 금지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차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한다. 

 땅이 얼어있는 겨울에 도로굴착공사를 하면 부실

공사나 도로침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다. 특히 연말마다 관행

처럼 여겨졌던 보도블록 공사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른 '보도공사 

Closing 11'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에선 최근 3년간 평균 9,794건의 도로 

굴착공사를 시행했으며 이중 상수도 공사가 

3,530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 굴착공사 중 

36%를 차지하는데 이는 낡은 상수도를 교체  

하거나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 최근 3년간 도로굴착복구 허가 현황   

합계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9,794 1,368 1,158 962 3,530 143 2,633

 올해는 10월 기준 차도와 보도 총 9,167건의 

굴착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계획

이다. 

 이와 함께 시는 11월 초부터 진행 중인 서울시내 

보도공사장 10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특히 건축물 준공 등의 이유로 12월 동절기 공사

계획이 잡혀있던 민간 보도공사장 8곳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함께 협의하여 '14년 3월 이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을 조정했다.   

 또한, 12월부터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겨울철 도로를 파헤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 굴착

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허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는 시민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것이다"

며, "시민들도 굴착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02)2133-8140 

              도로관리과    (02)2133-8171〕

소형터널․공동구․배수펌프장 등
안전관리 강화

전국 4,500여 시설물 시특법 2종에 포함

…안전관리 범위 확대

 앞으로 공동구, 소규모 터널, 배수펌프장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의 2종 

시설물에 포함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물을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9일

부터(기간 ‘13.11.29~‘14.1.10) 입법예고했다.

 2종 시설물에 포함하게 되면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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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도(시, 군, 구도 포함) 터널의 경우 현재 

연장 500m 이상을 연장 300m 이상으로 확대

하며,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공동구를 2종  

시설물에 편입한다.

   * 현재, 1km 이상의 모든 터널은 1종으로, 고속·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1km 이하 모든 터널과 

지방도, 시·군·구도 500m 이상 터널은 2종으로 관리 중

   * 공동구(현재 24개소)는 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의 공급설비를 통합․수용하는 시설물로 국가보안

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2.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절토사면을 

현행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을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한다. 

3.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 및 지방하천의 

배수(빗물)펌프장을 1․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 

4,500여 개의 시설물이 정부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피

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확대가 필요한 시설물을 파악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며, 새롭게 포함되는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예산확보․유지관리 계획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서남권 보행광장 및 고척교 확장공사 착공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 중인 서남권 돔  

야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

교통의 접근성 향상 및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전용도로(보행광장) 설치 및 고척교 

확장공사를 지난 4월 착수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돔야구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행광장 1개소(L=150m B=28.3m), 

경사로 4개소(L=334m), 연결로 1개소(L=56m) 

등으로 오는 2014년 9월 준공예정이다. 

 2013년 11월 현재 목동방향 보행광장의 우회

도로를 위한 측도공사가 시공 중이며, 보행광장은 

11월중으로 기초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돔야구장 건립에 따른 주변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고척교 확장공사는 고척교

(L=203m) 북측(B=3.5m)과 남측(B=11.5m)을  

확장해 주변 교차로의 장래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돔야구장 관람객의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보행광장 측도 조감도

고척교의 차로는 8차로에서 왕복 10차로로 확장

되며 오는 2014년 9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는 고척교 확장공사를 위해 하천 방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가도 및 측도 설치 공사 예정

이며, 기초공사(16개)가 11월 중에 착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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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보행자전용도로(보행광장) 및 고척교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돔야구장 관람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으로 교통혼잡이 최소화

되어 서남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79〕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교육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에서 11월 19일 “기술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이론과 실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이학구 기술관리팀장이 하였으며, 본청, 본부,   

사업소, 자치구 200여명의 건설공사 기술분야  

담당자가 참여하여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기술용역 적격심사제도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   

증진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교육은 평가기준 개정내용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공사특성을 고려한 감리원 평가체계 마련

  -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감리원 배치 제도화

  - 현장 상주감리원 증원 배치로 감독업무 강화

  - 기술지원감리원 현장 중복 배치 기준 강화

  -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 평가 강화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2〕 

11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회의공개 → 

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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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4차 강서시장 청과물동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망도 손상현황표에 발생된 균열및 

결함 각각의 세부적인 발생원인에 대하여 

표기할 것

○ 고장력 볼트 접합부가 없어 볼트 접합부에 

대한 토크 시험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기술

되어 있으나 H형강 및 베이스플레이트 볼트 

접합부 상태조사(누락, 풀림, 이완)를 실시할 

것(강재용접부의 자분탐상시험과 침투탐상 

시험에 대해 각1개소씩 용접부 전체를 탐상)

○ 하부 구조물에서 휨 및 전단 내력이 부족한 

부분의 보수/보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MAIN TRUSS 상하현재 중 휨 및 좌굴이  

발생한 부재에 대하여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할 것

○ 기존에 실시한 점검보고서에 대한 총괄비교는 

되어 있으나 주요 결함에 대한 보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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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록할 것

○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으로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고, 관리기관의 유지관리 시 필요한 

착안사항 등 다양한 제언을 정리 수록하여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 제165차 도시철도 7호선 강북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도봉산~수락산역구간내 전단력 부족구간(3k000 

~3k080)에 대한 전단보강공법 적용시 보강

공법으로 제시된 강재보강공법은 현장에   

적합한 공법이 아니므로 삭제할 것 

○ 내구성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철근탐사, 탄산화

시험, 염화물 시험은 과년도에 시행한 시험

위치와 비교될 수 있도록 도면에 병행 표기

하고, 금번 시험결과와 연계, 내구성을 평가

토록 결과를 제시할 것

 - 특히 철근배근 탐사는 전차 용역시 실시한 

위치와 금번 조사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여 

향후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등)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 노원~중계역간 보강공법 선정시 Bakelite를 

제시하였는바 기존 Bakelite 보강부위를   

참조할 때 상당부분 구조물본체와 보강재 

사이에 주입량이 부족하여 들뜸이 발생하고 

Bakelite의 수축으로 인한 변형도 조사되므로 

Bakelite로 공법을 선정 할 경우 철저한 주입량 

및 들뜸 확인 등이 필요함 

 - 또한, 외관조사결과 라이닝 공동 4개소가 발견

되었으므로 P.808 “폴리카보네이트+케미컬 

앵커”의 적용도 검토가 필요함

■ 제166차 서울도시철도 8호선 성남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터널 라이닝 공동 결과에 대한 내용이 누락

되었으며, 자료조사 및 분석편에 보면 기  

진단시에 수행한 것으로 수록하였는바, 본 

보고서에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요약

하여 보완 요망  

 - 터널라이닝 공동발생부분은 정확히 위치표기

하여 기록하고 공동두께를 정확히 표기하기 

바람 

○ 제시된 단면보강공법은 지하철에 보수 보강

실적이 있다면 유지관리 성적을 기술하고  

공법의 적용가능여부만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석촌역 정거장 인근 상부에는 롯데월드에서 

지하 버스환승주차장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

므로 인근 본선구간에 대하여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명시하고, 특히 어스앙카 

시공시 지하철 8호선 배수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음

■ 제168차 한강나들목 4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나들목 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의 목표를 내진

2등급을 적용한 위험도 계수 및 근거를   

제시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조사된 0.3㎜이상의 균열에 대해서는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번호별 구조물 균열 

최끝 지점에 지워지지 않도록 착색 및 번호를 

표시하고, 정기점검시 점검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균열 관리번호에 따른 별도 외관조사

망도를 작성하여 균열의 진행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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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기술자 명단은 과업단계별 실제 참여 

기간을 확인하여 참여기간을 명확히 제시토록 

보완할 것

■ 제169차 서울도시철도 5호선 영등포, 

도심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취약구간에 대한 구조재해석 필요

 ⇒ 터널에서 인버트 하부까지 풍화암으로 형성된 

구간(광화문~종로구간), 터널 라이닝 공동 

발생구간, 종방향 사방향 균열 발생 구간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간은 적용조건을 

조정하여 안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할 것

○ 결함사항에 대한 근접점검 필요

 ⇒ 터널 대단면의 상부 크라운부 등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간은 작업대차를 이용한 근접점검을 

시행할 것

○ 유지관리를 감안한 보수공법 제시 필요

 ⇒ 보수공사 시행 후 결함이 재발생되는 공법

들에 대하여는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향후 

유지관리 시 배제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인버트 유지관리 시공방안 제시 필요

 ⇒ 전동차 운행진동 발생시 인버트 하부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시공방안을 제시할 것

■ 제171차 망원5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받침 장치 외관조사시 주요 손상 중 하나인 

앵카 볼트와 너트의 체결상태, 부식상태,  

상부거더 Sole Plate와의 용접연결상태 등을 

추가 조사하고 2008년 정밀안전 진단시   

검토된 내진성능 평가에서 앵카볼트 역량  

부족에 따른 ‘전단키 설치 제안’의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제시하기 바람

○ 교대 벽체보다는 흉벽이 염화물에 취약하여 

열화가 빨리 진행되는 곳이므로 내구성 증대 

등을 위해 염화물함유량 조사를 반드시 시행

하기 바람

○ 대상시설물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물 관리대장상 

2008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관리주체는 적기에 예산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람

○ 강재 내구성 조사(강재두께, 도막두께, 비파괴

시험) 측정 위치 선정사유 및 도면에 위치를 

표기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기 바람

■ 제172차 서울도시철도 5호선 거여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금회 조사된 손상물량이 새로이 발생한 신규

손상인지 기 존재한 손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차 점검(‘08년 진단 등) 수행당시 외관조사

망도와 금회 진단시 외관조사망도를 비교 ․ 
분석하여 명확히 구분할 것

○ 안전성 평가시 안전율이 0.92로 평가된 성내천 

구간에 대하여 검토된 보강공법이 안전율이 

확보되는 지에 대하여 확인 조치할 것

○ 교량구간의 라멘교량 기둥부에 제시한 탄소

섬유 부착방법은 외기의 영향과 모체의 시공

상태, 그간 학술적으로 검증된 피할 수 없는 

계면박리현상 등을 고려할 때 사용이 부적정

하므로 다른 공법을 검토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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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차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설계심의 - 재심의

○ 주차장 최대굴착이 이루어지는 123m 구간은 

굴착 후 지하철 8호선 구조물과의 토피고가 

3.1m 미만으로 지하철 구조물의 부력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는 등 굴착공사 

기간 중 우기와 연계한 공정관리계획 수립 

필요

 - 즉 지하철 상부 근접 굴착기간은 우기시를 

피하여 건기시에 시행하고, 특히 부력방지 

대책으로 주변 지하수위를 저감시키기 위한 

Deepwell을 적용하였으나 집중 게릴라성  

호우시 지표수 유입 및 지하수위 상승 등을 

고려한 수방대책과 연계하여 공정계획을 수립·

제시할 것

○ 공사중 부력에 대한 안전율이 미확보된 지하철 

8호선은 보완대책으로 Deepwell(D=300mm, 

H=27m)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

으나

 ⇒ 해당 공사구간과 인접하여 석촌호수가 있으며, 

특히 이 구간은 지층구성 상태가 사질토의 

퇴적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 Deepwell

공법 적용시 지하수 저감효과가 크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대안을 강구하여 제시

하거나 아니면 타 방법으로 부력대책을   

강구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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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공법(제675호)

(보호기간 : 2012. 11. 07 ～ 2017. 11. 0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 위 

     기존관로 내에 경질염화비닐재 프로파일 라이너로 라이닝관을 형성하고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

고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노후관로를 전면 보강하는 비굴착 하수관로 전면보강기술

      - 원형관로 : 관경조절장치가 설치된 원형관 제관장치와 신형 지보장치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φ 800mm 이상) 

      - Box형관로 : 가변관경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와 탈선방지장치가 부착된 결합유니트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800×800mm 이상) 

  (2) 내 용

     이 신기술은 관경변화가 가능한 자유단면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를 이용하여 관로형상에 맞춘 

프로파일 라이너와 결합유니트로 기존관로 내에 라이닝관을 형성한 후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관로를 갱생 보강하는 전면 비굴착 하수관로 보강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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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NO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 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

공사금액)
비고

1
정암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재해대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리플래시기술(주)

2011.2.17.

～2011.12.20

Box형

1.8x1.8

L=233m

314,879,000
발주청

확인

2
구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차) 공사 중 관거재구축공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리플래시기술(주)

2011.3.22.

～2011.12.15

Box형

2.13x2.04

L=267m

131,450,000
발주청

확인

3
신평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

수사업(2차년도) 복통재구축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리플래시기술(주)

2011.4.18.

～2011.12.30

마제형

1.01x1.01

L=61m

63,346,000
발주청

확인

4
무실지구 수리시설개 보수사업 

복통보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리플래시기술(주)

2011.7.13. 

～2011.12.20

마제형

2.4x2.4

L=67m

133,202,000
발주청

확인

5
2011년 추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 리플래시공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리플래시기술(주)

2011.10.10.

～2011.12.10

φ1200

L=78m
51,000,000

발주청

확인

6
운대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

수사업(2차) 복통보수․보강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리플래시기술(주)

2011.11.15.

～2011.11.30

φ700

L=32m
33,957,000

발주청

확인

 나. 향후 활용전망

     관로 비굴착 보수․보강공법인 RPR공법은 내하성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능이 우수하고 

관로를 사용중에도 시공이 가능한 특성을 가진 공법으로 현재(～2011년)까지 시공건수로 3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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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연장으로 23km이상을 시공하였으며 발주처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공법이다. RPR공법

에서 진화된 공법인 Super-RPR(S-RPR) 공법은 기존의 공법 및 재료 등 다각도로 개량 및 개발

하여 보다 완성도를 높인 공법으로 향후 활용 전망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비굴착 상·하수도 보수공법은 2012년 1월 현재 약 11개의 건설·환경 신기술로 지정되어 각  

현장에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 공법은 스프레이공법 또는 공기압반전 등과 같은 

공법으로 물이 흐르거나 현재 사용 중인 관에서는 시공이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법의 

활용도나 시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유사방법에 의한 시공기술, 과열된 가격 

경쟁으로 오히려 품질의 하락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하수관의 크기 및 모양에 있어서 

많은 제약 조건이 따르는데 원형관 만을 보수 할 수 있는 공법이 대부분인 현실이다. 

     S-RPR공법은 기존의 신기술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물이 흐르거나 사용 중인 관에서도 시공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공성 및 공기에 많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어 재료, 공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통하여 시공기간을 단축하고 자동화, 소형화를 통하여 시공의 효율을 높이는 

비굴착 보수․보강공법의 핵심으로 그 시장성과 활용성이 점차 커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존의 비굴착 보수․보강 기술들은 원형 관거를 대상으로 한 반전 및 형성공법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공법들은 공법의 특성상 관로내에 물이 흐르고 있을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였다. 현대의 

도시는 교통의 흐름이 복잡하고, 관로매설 상부에는 주택지나 상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로의 보수를 위한 물돌리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중차량의 통행이 많아지면서 관로의 

내하력이 부족하여 관로내에 균열 및 처짐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비굴착 보수․보강공법들은 내하력 보강에 제한이 있어 구조적 결함을 가진 관로를 

보강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조내하력 보강을 위한 비굴착 보강공법인 S-RPR

공법이 혼잡한 도심에서의 관로 보수․보강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되리라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물이 흐르거나 사용 중인 관에서도 시공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형태의  

관로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기타 공법들이 내하력 보강성능에서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확실한 내하력 보강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법으로서 기타 비굴착 관로 보수․보강공법에 비해 시공성 

및 공기에 많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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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공종명 규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과거재구축
(Super-RPR)공법

□2.0×1.5,
 L=100m m2당 285,348 61,861 5,266 352,475

φ1000mm,
L=100m m2당 202,021 77,192 4,195 283,408

* 제경비 및 부가 가치세 별도.(단위: 원) 
 

  (2) 공사비 

     

구     분
Box형 관로 원형 관로

신기술171 S-RPR공법 신기술171 S-RPR공법

공정별

시공비

(원/㎡)

고압수세정공 2,987 2,987 2,987 2,987

제관공 241,996 219,125 183,508 160,281

관구씰링 및 입구마무리 7,002 7,035 8,519 8,519

지보재 및 지보공 설치 40,918 40,917 63,233 56,199

충전재 주입 77,373 77,374 50,022 50,083

제관가대설치 및 해체 641 526 1,357 1,114

추진링 작성공 3,392 3,392 2,054 2,054

제관기반입⋅조립공 675 618 1,428 1,307

제관기 분해⋅반출 465 408 985 864

프레임 제작 12,032 - - -

시공비(원/㎡) 387,481 352,475 314,093 283,408

신기술의 경제성 100% 90.1% 100% 88.6%

  

  (3) 공사기간

     S-RPR공법과 기존공법인 RPR공법의 공사기간을 분석하면, 개발된 제관장치의 제관효율이 기존

기술의 약 2배 이고 지보장치 설치 및 해체, 제관장치 반입․조립이 간소화 되므로 총 시공시간은 

Box형 관로에서 약 8%, 원형관로에서 약 28%정도의 시공기간이 단축 된다. 

  (4) 유지관리비 

     기존의 모르타르를 이용한 보수공법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내구성능(내구연한 30년 이상)을 발휘

하므로 유지관리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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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착 개량과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4배, 폐기물 발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저탄소 친환경 공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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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형 외벽 단열갱폼을 이용한 한중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 
(SCSFM공법)(제676호)

(보호기간 : 2012. 11. 14 ～ 2017. 11. 1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  위

     BOX형 콘크리트건축물 외벽 구조체에 적용하는 철제거푸집을 단열재(경질우레아 폼)와 일체화  

시켜 제작한 단열거푸집(단열갱폼) 및 이를 활용한  외벽체 한중콘크리트 보온 양생공법

  (2) 내  용

     이 신기술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BOX형 콘크리트건축물의 외벽 구조체 공사시 적용하는    

철제거푸집(일명 갱폼)을 단열재와 일체화시킨 단열거푸집(단열갱폼)을 활용하여 콘크리트의 수화

열을 보존함으로써 동절기에 외벽체 콘크리트를 보온양생하는 공법이다.

     (SCSFM : Self Curing System Form Method)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개념

     공장제작 단열갱폼
(신기술범위)

단열갱폼 현장적용
동절기 SCSFM 개념도

(신기술범위: 보온양생공법)

   (2) 단열갱폼 공장제작(신기술범위) 

     

제작순서
•제작도 입수 

•재료반입
판넬가공 접합 및 부착 단열재부착

•마감

•제품검수

제작사진

세부내용
•발주자 의뢰   
  도면 접수,검토

•철판가공(절단,가공)
•수평재 및 수직재 가공

•철판접합
•수평재 부착

•단열보드부착 •수직재부착, 검수
•도장,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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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장시공절차 

     

작업순서
단열갱폼 현장 
반입 및 설치

콘크리트타설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신기술범위)
인 양

공사사진

세부내용 외부거푸집설치 벽,스래브 타설
외벽단열갱폼

보온양생
온도이력 및 
적산온도관리

단열갱폼 인양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NO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위치
신기술 

공사규모

01
청주용정 한라 

비발디APT 
신축공사

한라건설
아시아신탁

한라건설(주)
2010.10.   ~ 

2013.06
청주시 상당구 1,577㎡

02
모현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모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삼호건설

2010. 09. ˜ 
2013.02

익산시
모현동

387㎡

 나. 향후 활용전망

     사계절 전천후공사가 가능하며, 특히 동절기 및 한중콘크리트 양생에 적용하는 기술로서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건축 등 box형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외 기술을 열거하면 천막시트보양공법, 단열거푸집공법, 열선을 이용한 가열공법, 마이크

로파를 이용한 공법 등이 있으나, 이 신기술은 현장 실무를 통하여 시공의 단순화 및 품질의  

안정성, 경제성, 무공해성의 각 부분에서 월등한 진보성이 확인된 공법이다. 



- 21 -

천막시트보양과 비교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전천후공사가 가능하여 건설경쟁력의 확보는 물론 건설문화 전반을 선도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외벽용 갱폼을 단열거푸집화하여 외벽일면 단열을 통한 사계절, 전천후 콘크리트 양생기술이

며, 이 신기술은 세계 유일무이의 기술로서 시공의 단순화, 표준화, 시스템화를 달성함과 에너지, 

환경성 및 공사경쟁력을 갖춘 기술로서 기존의 어느 기술보다도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기술이다. 

아울러, 국내기후와 비슷한 기후대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유력한 기술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2012년 3월  (사)한국통계조사연구소, 단위: 원) 

   

구 분 규 격
20층 20회 공사 기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소계

신

기 

술

(1) 거푸집제작

(20회 적용기준)
6.985m×3.1m 8,640 17,318 439 26,397 

(2)콘크리트보양

(6회 적용기준)
6.985m×3.1m 6,931 1,952 887 9,770

소계 15,571  19,270 1,326 36,167

  (2) 공사비

  

신기술의 비용분석(천막시트보양대비, 동절기 6개층 공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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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 1cycle 1-1.5일 공기단축 및 전천후 공사 적용성 확보 

    

  (4) 유지관리비

     공사중 유지비(노무비, 에너지 투입량 절감) 및 콘크리트 동해 등 품질저하에 따른 균열 누수  

하자보수비의 저감, 공사현장 및 건설사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 비용의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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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저감, 사계절 전천후 공사에 따른 고용창출, 품질관리인원 배양, 단열재산업 활성화

    
양생 범위 축소 사계절 전천후 공사 적용성 에너지 저감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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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안전진단의 도입

자전거도로 안전진단의 필요성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은 비약

적으로 증가하여 자전거 600만대와 자전거 이용

인구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2009년부터 

전국을 순환할 수 있는 전국자전거도로와 4대강 

자전거도로 등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서울 근교의 

남한강․북한강 자전거도로는 수많은 라이더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4대강 자전거도로 중 가장 

먼저 개통된 남한강 자전거길은 개통한지 1년만에 

이용자가 4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용자의 증가는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라 자전거 교통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2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2970건이고, 

사상자는 850명을 기록해 2005년의 236명에 비해 

7년 동안 360%가 증가하였다. 특히 자전거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도로의 약 80%가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로 

이루어져 있어 자전거와 보행자의 상충이 잦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가장 꺼리는 

자전거도로 형태는 겸용도로로, 이는 보행자와 

가로수 및 적치물 등에 의해 정상적인 자전거 

통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상이한 자전거도로 폭, 불량한 포장상태, 부적정한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 등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

적인 안전점검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안전진단(Bicycle Road Safety 

Audit)의 국외 사례를 검토하고 도입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도로안전진단(Road Safety Audit)

 도로건설 단계별로 도로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도로안전진단(Road Safety Audit)은 영국에서 

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영국 이외에도 호주와 뉴질랜드의 도로

관리청에서 관련 지침을 만들고 시행하면서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2008년부터 교통안전법에 의거하여 도로 교통안전

진단을 설계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적용하고 있다. 

도로 교통안전진단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에 의해 건설된 일정 

연장 이상의 도로가 해당되며,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을 받은 도로도 교통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전거도로는 현재까지 교통안전진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진단을 받은 사례는 없다. 이는 자전거

도로가 도로의 횡단면으로 인지되어 독자적인 

‘도로’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201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392명 중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295명으로 

5.5%에 이르며 자전거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을 

고려할 때, 자전거도로 안전진단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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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안전진단 가이드라인
(FHWA, Austroads)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도로안전진단에 자전거

도로를 점검항목으로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도로청(FHWA)은 자전거 통행증가와 

그에 따른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차도와 

보도에 적용되던 안전진단 외에 별도의 자전거

도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도로청은 2012년 5월 자전거도로의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과 자전거 

통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안전진단의 

단계별 수행방법 등을 포함한 “Bicycle Road 

Safety Audit Guidelines and Prompt Lists”를 

발간하였다. ‘Prompt Lists’에는 12개 분야의 주요 

점검항목과 5가지의 형태별(본선구간, 구조물, 

교차로, 전이구간, 대중교통) 점검내용이 체크 

리스트 형태로 제시되어 일관성 있는 점검결과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진단내용과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본선구간에서 자동차 

등 타 교통수단과의 상충을 피할 수 있는 적정

공간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 실제 사진과 점검해야 

하는 내용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안전진단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및 뉴질랜드 등 도로안전진단이 활성화된 많은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호주 도로

교통국(Austroads)은 ‘Guide to Road Safety 

Part 6 : Road Safety Audit’에서 자전거도로 

안전진단의 정의와 법적 이슈, 진단과정 등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안전진단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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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스 등 호주의 각 

주(州)에서는 Austroads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주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자전거도로 안전

진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자전거도로 안전진단에 적용하고 있다. FHWA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안전진단 역시 진단결과   

보고서에서 각 자전거도로 도면 및 현장조사에서 

진단된 안전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시 사 점

 미국의 환경전문가 John Ryan이 지구를 살리는 

일곱가지 불가사의한 물건 중에 첫 번째로 자전거를 

꼽을 만큼 자전거는 환경과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통수단이다.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국내의 

자전거도로는 2009년 1만1387km에서 2012년에는 

1만7153km로 50.6%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도 

정부와 지자체별로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구축

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인 인프라 확대 노력과 자전거

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전환으로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1.2%에서 2.16%까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

하면서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전거도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작은 

규모의 포트홀(Pot Hole)에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등 도로기하구조 및 부대시설, 안전 

시설에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설계 및 개통・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인 안전점검 제도의 도입이 필요

하다. 따라서 국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안전진단은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 여겨진다. 현재의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의 범위를 확대

하여 일정 구간(예, 5km 이상)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진단이 의무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안전진단을 위한   

별도의 체크리스트와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토연구원, 도로정책 Br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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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1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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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  고

설 계

심 의
173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 지하1층 연면적 19,797㎡

․ 버스환승정류장 및 버스주차장

107,900

(1,908)
재심의 토목

정 밀

안 전

진 단

164
강서시장 청과물동 

정밀안전진단

․ 지하 2층, 지상 3층

․ 연면적 67,588.48㎡
(1141)

조건부

채택
건축

165
도시철도7호선 강북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연장 21.905㎞ (1,061)

조건부

채택
토목

166
도시철도8호선 성남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몽촌토성 ~ 모란기지

․ 연장 17.195㎞
(921)

조건부

채택
토목

168
2013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 한강공원 나들목 4개소

․ 고덕, 강남, 노유, 자양나들목
(153)

조건부

채택
토목

169

도시철도5호선 영동포, 

도심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연장 30.487㎞ (1,569)
조건부

채택
토목

171 망원5교 정밀안전진단
․ L = 18m

․ L = 120m
(717)

조건부

채택
토목

172
도시철도 5호선 거여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연장 8.514㎞

․ 터널 8,080㎞, 고가 434㎞
(516)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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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3.11.

건     축 
신정4 보금자리 주택지구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등 12건

8,686 8,314

교 통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변경신고용역 
등 2건

31 23

기 계 설 비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확충과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 2건

720 601

기 타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과제 개발용역 등 16건

1,261 1,197

도 로
약수고가차도 철거 및 교통구조개선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4건 

686 667

도 시 계 획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8건 

3,294 2,986

상 하 수 도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3건

2,873 2,461

소 방
김포공항 외 19개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설계용역

165 147

전 기 통 신
강일2지구 소규모 임대주택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 등 2건

48 44

정 밀 진 단
서울대공원 조절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5건

463 407

조 경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문성지구 실시설계용역 
등 5건

91 90

 계 60건 18,318 16,937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1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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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정보

< 2013년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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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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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Bitcoin)

 비트코인이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란 신원

불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일종의 ‘사이버 머니

(cyber money)’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비트코인은 일반 컴퓨터로 계산했을 때 약 5년이 

걸리는 수준의 난해한 수학문제를 풀면 발행된다.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 따로 없고, 광산에서 금을 

캐듯 ‘채굴자’(miner)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공개된 

소프트웨어로 ‘비트코인’을 ‘채굴(mining)’하는 것이 

특징이다.

 거래 또한 중앙기구 없이 ‘지갑’이라는 P2P(다자간 

파일공유)’를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들끼리 직접 이뤄진다. 또한 비트코인은 일반 

화폐와 달리 인플레이션 방지차원에서 2120년 

2100만 단위가 생성되면  채굴이 중지된다. 2013

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사용 범위는 점차 확대

되고 있다.

 2013년 8월 독일정부가 비트코인을 세금 납부에 

사용 할 수 있는 공식 화폐로 인정했으며 10월 

중국의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바이두(www.baidu.

com)’도 비트코인을 거래수단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은 2013년 4월 거래소 ‘코빗(KORBIT)’이 출범

했지만 사용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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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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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