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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하고 매순간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야 하므로 항상 최대전력수요보다 적정

수준 여유를 가진 공급능력 즉, 발전설비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자력이나 송전선로에 고장이 발생하면 전국이 정전되는 

사태 즉, Black out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예비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전력계통 운영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만일 대규모 정전사태, 즉 Black out이 발생되면 계통복구에 최소 2~7일 이상이 

소요되며 그 피해규모는 막대하다.

1.1 주요국의 전력소비량 변화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2001년 이후 년 평균 6.0% 정도씩 증가(최대전력수요는 경제성장률 및  

기온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하고 있고, 발전설비는 단기간에 건설이 불가능한 설비로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15% 가량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중국에 비해서는 최대전력수요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나,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연평균 1～2% 증가율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그림1-1> 주요국의 전력소비량 변화, 1980년~2009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수요관리 확대방안  

   김 기 식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더한양 대표

   

》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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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주요국의 전력소비량 변화, 1980년~2009년

1.2 수요관리의 확대 필요성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공급설비를 늘이기 위해 신규 발전소 건설을 해야 하나,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력계통 운영자는 기존 발전소 정기점검일정, 운전계획 등을 최적화

하여 적정 예비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전력수요 급증시에는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고객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전력수요를 억제하는 수요관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제는 수요관리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전기소비량의 과반이 넘는   

산업체 중심으로 수요관리 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이제 일반용, 가정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전가능 부하군과 정전불가능 부하군으로  

분리하여 비상시 정전가능 부하군을 수요반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부족사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본 론

2.1 비상용발전기 수요관리 확대 방안

  전력부족 사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비상발전기를 동하절기 피크시에 이용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자가발전기의 수요관리자원 활용 확대방안 연구(201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에서는 동하절기 피크시에 자가용비상발전기로 비상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여 피크를 줄이는 것으로  

대부분의 수용가에 설치된 ATS대신에 CTTS를 설치하여 비상부하절체시에 발생하는 순간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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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개방형 (open transition)                (b) 폐쇄형 (closed transition)     

           <그림2-1> 개방형(ATS)과 폐쇄형(CTTS)의 동작특성 비교

2.2 부하분리 방안

  자가용비상발전기의 피크시 활용방안은 발전기의 전력품질이 계통보다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수용가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전력수요 변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전가능 부하군과 정전불가능 부하군으로  

분리하여 비상시 정전가능 부하군을 수요반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전력부족사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2.1  배전반 분리방안

  <그림2-2>와 같이 수전실에서 절기부하를 분리한다. 이 방법은 중앙냉난방시설을 갖춘 수용가에

서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분리된 부하는 수용가 필요시, 비상용발전기로 절기부하에 전원공급토록 

구성한다. 이 때 사용되는 차단기는 원격차단이 가능한 ACB 또는 VCB를 적용한다.

      

<그림2-2> 배전반 분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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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분전반 분리방안

     

<그림2-3>분전반 분리방안

  <그림2-3>과 같이 해당 분전반에서 절기부하를 분리한다. 이 방법은 개별냉난방시설을 갖춘 수용

가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분리된 부하는 수용가 필요시, 비상용발전기로 절기부하에 전원공급토

록 구성한다. 이 때 사용되는 차단기는 원격차단이 가능한 Trip Device 내장형 MCCB를 적용한다.  

2.2.3 전력회사에서 주차단기 직접제어방안

     

<그림2-4>전력회사에서 주차단기 직접제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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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4>와 같이 전력회사의 지령을 받아 절기부하를 분리한다. 이 방법은 변압기 구성을 

2Bank이상 갖춘 수용가에 비교적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3. 결 론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수요관리 확대방안은 수요관리정책 중 직접부하제어의 확대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전의 긴급절전 수요조정 제도는 “500kW이상 부하감축이 가능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고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로 되어있고, 약정유형에 따라 기본지원금(500~1,000원/kW) 및 실적지원금

(2,500~3,000원/kW)을 지원하며 이행률이 50% 미만시 위약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긴급절전 수요 

관리제도를 100kW~200kW까지 부하감축량을 축소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실적지원금은 연구가 

필요하다. 직접부하 제어방안은 기존의 긴급절전 수요조정 제도와 동일한 한전 직접부하 제어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경계(200~100만kW)단계에 적용한다면 효과적인 계통안정화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예비전력에 따른 위기상황 단계>

     

경보단계 순시 예비전력 경보발령기준

준 비 500만∼400만kw 순시예비력 450만kW 미만
순시예비력 500만kW 미만으로 연속 20분 
이상 지속

관 심
(Blue)

400만∼300만kw 순시예비력 350만kW 미만
순시예비력 400만kW 미만이 연속 20분 
이상 지속

주 의
(Yellow)

300만∼200만kw 순시예비력 250만kW 미만
순시예비력 300만kW 미만이 연속 10분 
이상 지속

경 계
(Orange)

200만∼100만kw 순시예비력 150만kW 미만
순시예비력 200만kW 미만이 연속 10분 
이상 지속

심 각
(Red)

100만kw이하 순시예비력 50만kW 미만
순시예비력 100만kW 미만이 연속 5분 
이상 지속

  수용가 필요시 긴급 차단된 부하에 수용가의 비상용발전기로 전력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배전설비의 

변경(ATS, CTTS) 및 기존의 소방법, 건축법 등 비상용발전기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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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수요관리 혁신 및 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녹색성장위원회, 2012.8)

3.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통상자원부)

4.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약관(선택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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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건설분야 달라지는 제도 개선업무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변경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가 일부개정(2013.08.01. 공포) 

되었으며 ’14년 2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동 조례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변경 심의 대상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

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의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더욱이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의 공사들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심의 대상에도 들지 않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설계변경 심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 계획단계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신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3)〕

2.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을 추가하여 신기술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2013.8.1. 공포)되었으며 

’14년 2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을 추가함

  ․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토록 함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5〕

3.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에서는 ’14년 1월 1일부터 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대해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공사 도급을 제한하는 

「건설공사금액 하한 고시」가 개정되어 고시하였다. 

 현재는 공공공사 발주 시 일정규모 이상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 중에 있으며,

 - (대상공사) 국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토건･
토목･건축공사

 - (대상업체) 토건 시평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

 - (하한금액)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하한금액 이하 공사를 제한)

    * 다만, 하한금액이 국가공사는 87억원(WTO GPA에 

따른 고시금액), 지자체･공기업 등 공사는 200억원 

초과 불가(하한금액의 상한을 설정)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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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 고시된 내용 발췌 

 -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 

업종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대상
업체

현행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

- - - -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

41,0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상

대상
공사

현행 O O O

개선1) O O O O O

  1) 다만, 대상공사는 WTO GPA에 따른 기재부･안행부

의 고시금액(’13년 기준, 국가공사 87억원, 지자체･
공기업 등 발주공사 262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함

 - 하한금액 : 시평액의 1/100로 현행을 유지하되,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사에 대해서는 하한 

금액의 상한선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업종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설비 조경

현행 200억원

개선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180억원 20억원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8〕 

4. '14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 기초공사, 미장공사 등 166개 항목 정비 -

 국토교통부는 '14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

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금년에는 총 183개 항목(상반기 

17, 하반기 166)이 정비 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품셈 항목수 : 2,482개항목(’13년) → 2,454개항목(’14년)

 먼저, 기초공사의 기계화 시공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하여 공법별 작업능력 및 투입 품을 현실화 

하였다.   

 지질 및 현장시공 여건이 다양한 기초공사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공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토질 분류기준을 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의 5개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토질별 천공 장비인 크롤러드릴의 작업

능력을 현실화하고, 보강재의 공장가공 실태 반영, 

그라우팅 및 인장 작업의 기계경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품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기초공사의 H-beam 설치 ․철거, 토류판 

설치, 기초 뒷채우기, 암반청소 등의 품과 기준을 

개정하였다. 

 H-beam 설치 ․철거를 현장시공 절차를 고려하여 

띠장과 버팀보로 분리하여 제시하였으며, 기초 

뒷채우기의 대형장비 적용실태, 고압살수에 의한 

암반청소 수행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한 품 

개정을 수행함으로서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에서 현장제작

보다는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의 현장적용이   

증대되고 있는 시공실태를 반영하였다. 

 현행 품셈이 현장에서 원재료를 직접 가공하는 

품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

에서는 창호·유리공사, 배관보온공사에서 현재 

보편화 되어있는 기성제품의 현장적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적정한 예정가격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모르타르 기계바름을 위한 대형장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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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충진제에 의한 창문틀 주위 충전, 고무발포 

보온재에 의한 보온 등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에 

따른 신규 항목을 제정함으로서 품질확보는 물론 

예정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

(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1〕

5.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국토교통부에서는 ’14년 2월 7일부터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

하였다.

 하도급 계약시 부당 특약을 금지․처벌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 처벌시에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여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대금지급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수급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4〕

6.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국토교통부는 ’14년 5월 23일부터 건설ENG 업

역 및 건설기술자를 통합 관리한다.

 설계 ․ 감리 ․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각각 관리

해오던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건설기술자 ․ 감리원 ․ 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단일 체계로 관리한다. 

 그 동안 업역이 세밀하게 구분되어 중복 등록 

등으로 인한 업계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건설ENG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분리된 

관리체계를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건설기술인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1〕

’13년 기술심사담당관 주요 제도 개선사항 

1. 민간 우수신기술 365일 받아요 !

  「민간 기술혁신 청책」 창구를 신설, 지난 7월 

부터 접수를 시작하였다.

「민간 기술혁신 청책」 코너는

  급속한 기술발전추세에 발맞춰 민간이 보유

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편견 없이 폭넓게 접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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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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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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시, 기술용역 보고서 공개 의무화. 
   과거 5천 건도 공개

 서울시청 각 부서별 서고나 개인 캐비넷, 창고 

등에 잠자고 있던 과거 15년간 약 5천여 건의 

서울시 기술용역 보고서 원문이 디지털 문서  

형태로 시민에게 첫 개방된다. 그리고 지난 7월

부터 준공되는 기술용역 사업은 공개절차를   

이행해야 준공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가 의무화

되었다. 

 서울시는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과거 15년간 

서울시 기관․부서가 실시한 기술용역 성과품은 

물론, 7월부터 앞으로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에 

대한 단계별 행정정보 및 결과 보고서를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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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시는 기술용역 보고서 자료가 최대한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최근 15년의  

기간을 공개기간으로 설정해 행정정보 공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기술용역은 용역완료 

전 용역시행의 타당성 검토결과부터 소요예산, 

계약현황 등의 관련 행정정보 및 모든 결과   

보고서를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준공 

처리 할 수 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매년 기술용역을 발주,  

시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시민 혹은 서울시   

부서간 정보공유 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추진한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예산편성, 입찰․계약 등과 같은 단편적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클린재정시스템)를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용역의 최종 성과품에 대한  

정보공개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12년의 경우 서울시가 발주한 연간 약 

1,500여 건의 용역 중 기술용역은 29%(430건) 

차지했고 예산은 858억 원 규모였다. 나머지 

67%가 일반용역, 4%가 학술용역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용역발주 현황

구    분 계 본청 본부 사업소

합  계(100%) 1,523건 1,072건 74건 377건

기술용역(29%) 430건 163건 53건 214건

학술용역(4%) 65건 65건 - -

일반용역(67%) 1,016건 844건 21건 151건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 

//gov20.seoul.go.kr) 및 별도 구축되는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원문 DB시스템(http://lib.seoul.g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시는 과거 자료의 경우 6월까지 한 달 간 서울시 

전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종이, 

CD 등의 형태로 돼 있는 용역보고서를 디지털화해 

201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약5,000건)

▶
순차적 공개 
방안 마련

▶
성 과 품
디지털화

▶
원문DB 

시스템구축
▶
공개서비스 
시     행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또,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실시한 용역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용역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되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술용역 성과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이렇게 자료가 축적되면 유사 또는   

연관된 용역 성과에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어  

기 시행한 용역보고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2013.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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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계자는 “각 부서의 전유물이었던 기술 

분야 용역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타  부서와 

공유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기술분야 주요 

시정정보 공개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협력, 

참여의 열린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4]

3.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서울시는 ’13년도에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하여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신기술 업무 

매뉴얼 발간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 객관적인 신기술 공법 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공법 

선정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신기술 자체공법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

하여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와 주관부서가 참여하여 

요구품질기준, 시공성과 경제성 등을 중점 평가

하며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 선정 또는 신기술 

후보군(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 심의 요청시)을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발주기관별 공법

선정 및 비교검토 방법의 상이에 따른 신뢰성 

저하와 특혜시비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기술 업무 매뉴얼 마련

 그 동안 발주부서의 신기술 적용 업무절차 숙지 

미흡 및 정보 확보 어려움과 신기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정리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발주부서에 배부하였다. 

 이 매뉴얼은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

부서에서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시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

별로 구성하여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5〕

4. 소규모 교량 등 주요공사 설계심의 확대 실시

 서울시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설계심의 

대상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설계심의를 이행토록 하였다.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설계심의 대상이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에 1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임의대상으로 공사  

중요도와 관계없이 심의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향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의 

주요 공사에 대하여 ’13년 1월부터는 발주기관에서 

설계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6〕

5. 건설기술(설계)심의 운영 개선 

 서울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설기술(설계)

심의 후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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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추가공사”로 인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으나, “재심의” 등 절차없이 공사가   

준공되는 문제를 보완하여 개선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재심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6건의 재심의 실적으로 저조한 실정

이었다. 

 공사 중 추가 공사로 인한 물량증가와 계약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건설기술 심의를 받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계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계약심사는 받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다. 

《주요개선 내용》

○ 대상기관 : 서울시(사업소 포함), 산하기관, 자치구 등 

○ 건설기술(설계)심의 재심의 요청시기

         : 설계변경 시행 전

○ 대상기준

   -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 변경

   -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사업 중 계약금액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경우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서울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반영된 기술제안입찰의 심의내용 및 의결 방법을 

구체화하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44호, 2012.07.05 

개정)」을 반영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의 심의방법 등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5월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 중 “건설 

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에 대한 일부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또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소  

위원회 심의내용 등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추가함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및 기본설계 기술

제안입찰공사의 심의․의결(설계적격, 설계  

부적격) 기준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설계적격 최저가격인 경우 기준 상향 조정 : 

60점 이상 ⇒ 75점 이상

  ․ 설계평가방법 변경 : 상대평가 ⇒ 절대평가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3〕

7. 예비준공검사 실시 개선대책 마련

 서울시는 시,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2012년부터 준공 2개월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실시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예비준공검사 대상을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단기공사, 소규모 공사, 단가계약 공사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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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하는 등 기관별 예비준공검사 실시대상이 

상이하고, 형식적인 예비준공검사 운영으로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선내용은

 - 예비준공검사 대상 조정

  ․ 현행 : 모든 건설공사

  ․ 개선 : 단기공사(공사기간 1개월 미만) 및  

소규모공사(도급비 3천만원 미만) 제외

    ※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차수 준공이 상기

규모에 해당되면 제외, 그 외 현행대로 실시

 - 예비준공검사 실시 시기 지정

  ․ 현행 : 준공 2개월전

  ․ 개선 : 공사기간에 따라 실시 시기 탄력적 

운영(준공일 15일전 ~ 2개월전)

    → 1~6개월미만 : 준공15일전, 

       6~12개월미만 : 준공30일전, 

       12개월이상 : 준공2개월전

 - 예비준공검사 조서 마련 및 활용

  ․ 현행 : 자율적 시행

  ․ 개선 : 예비준공검사 조서 전자서식 마련 및 

활용(권고) 

 - 예비준공검사 자체 중점관리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14.12.31까지 한시적 운영 후, 제도 정착시 

자체관리로 전환

  ․ 발주기관별 자체관리 및 분기별 실적제출 : 

매분기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 이행실태 확인 및 현장 표본점검 실시 :  

년 2회(5월, 11월)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8.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서울시는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

(시장방침)의 일환으로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 

강화 등 근거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10월

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설계평가회의 결과 중 심의위원별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는 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속기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제5조의2 제2항)

 -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 행위자에 대한 

설계심의시 감점 기준 명시(제14조,  별표 2)

  ․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0점의 범위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함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제14조 관련)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적용 

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로
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
부터 1년

4.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
부터 4년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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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전문공연장 '돈화문 국악예술당' 
2015년 들어선다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 길 건너편에 도심 속에서 

우리 전통 국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악전문

공연장이 2015년 5월 들어선다.

 서울시는 돈화문 건너편에 있는 돈화문주유소 

부지를 매입, 지상 1층~지하3층, 연면적 1,800㎡ 

규모의 ‘돈화문 국악예술당’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과 인접한 ‘돈화문 국악예술당’이 건립되면 

창덕궁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우리 전통 소리인 국악을 알리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돈화문 국악예술당’은 지하 2~3층엔 14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악 전문 실내공연장이, 전통 

한옥으로 조성되는 지상 1층은 야외 공연을 위한 

국악마당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17일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5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술당이 들어서게 될 자리는 4대문 내에 

있고 국가지정문화재인 창덕궁 돈화문에서 100m 

이내로 인접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12월부터 문화재 시굴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앞서 ‘돈화문 국악예술당’ 건립 계획을 

밝히고 지난 2011년 8월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뽑는 설계 공모를 거쳐 ‘돈화문 앞 광장 하나되기’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용미)를 선정  

하였다.

 창덕궁 돈화문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고려해 

한옥 경관의 통일감을 살리고 한옥이 갖고 있는 채 

분할을 절묘하게 배치해 지붕의 중첩미와 높낮이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돈화문을 바라보고 북향으로 앉은 위치적 환경을 

활용해 돈화문 쪽으로 열린 조망을 확보해 예술당 

내부에서 밖을 봤을 때 돈화문의 아름다움이  

시야에 들어와 돈화문과 국악예술당이 하나된 

듯한 편안한 광장의 느낌을 주도록 건립될 예정

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우리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돈화문 

국악예술당’이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역사

문화도시 서울을 알리고 홍보하는 문화관광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외국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낯설고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국악 공연을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이 생기는 만큼 국악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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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실무요령 교육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에서 지난 12월 실시한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실무 요령” 교육에  

자치구 등 220여명의 건설공사 발주부서 담당자가 

참여하여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매년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 점검반 

운영을 통하여 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실태를 점검하여, 건설공사 예산 낭비 방지 및 

건설공무원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요령 

기본개념 및 주요 설계변경 부적정 사례,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 사용법 소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 바로가기

   (http://98.33.1.151/cnst/main.jsp)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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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와 

발주부서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설명회로 지자체 중 서울시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행사이다. 

 이번에는 건설신기술 지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초청하여 정부 

신기술 제도 소개 등 신기술사용 애로 및 건의사항 

문답을 통해 신기술 활성화 교육을 병행 실시  

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 신기술 제도 설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청권 센터장)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관련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의 역할과 지정절차 소개, 

  ․ 지정받은 신기술의 우수성 설명 및 발주  

부서의 적극적인 활용 요청

 - 건설신기술 소개 및 질의.응답(신기술 개발자)

  ․ 강재 연결블럭과 고장력 수직볼트를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파일(PHC)의 연결공법(제712호) 

등 4건

  ․ 토목, 건축 분야 신기술의 내용, 특징(진보성, 

시공성, 경제성 등) 및 시공사례 등 소개를 

통하여 발주부서 담당자들의 신기술 관심 

고취와 활성화 유도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5〕

하반기 건설공무원 설계VE교육 실시

 서울시는 건설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계VE 이해 및 

필요성과 전문시방서의 이해 및 활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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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였다. 

 설계 VE 교육은 ㈜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손명섭 

전무가, 전문시방서 교육은 박동욱 토목심사팀장이 

설명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의 관계

직원 130여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교육 내용은

 - 사례분석을 통해 본 Value Engineering

  ･ 가치공학(VE) 개론

  ･ VE 관련 법규 

  ･ VE 추진 절차 / VE 사례 등 

 - 전문시방서의 이해 및 활용

  ･ 전문시방서의 개요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공사시방서의 의의 및 작성 요령

  ･ 잘못된 공사시방서 작성 사례

  ･ 언론보도 내용(공사시방서 관련)

  ･ 전문시방서 활용 프로그램 이용 방법

   - 전문시방서 바로가기(http://infra.seoul.go.kr/spec_sheet)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72〕

하반기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종료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했던 하반기 직장교육이 지난 11월 종료하

였다. 

 이번 교육은 토목 ․ 기계 ․ 녹지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19시부터 22까지 매주 

1~2회 걸쳐 16회씩, 총 48회가 실시되었다. 

 각 분야별 세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토목은 

상하수도과정, 기계는 건축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과정, 녹지는 조경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하였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4〕

12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회의공개 → 

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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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4차 경인1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심의 

○ 각 구간별 보수․보강이력을 위치별 물량 및 

구체적인 보수공법을 조사하여 하자 여부를 

파악 명시하고 향후 유지관리시 공법선정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

○ 내구성 평가시험(코아, 비파괴시험, 탄산화시험 

: 년도별 그래프 등)관련하여 전차용역에서 

시행한 각종 시험위치를 확인하여 금번 시험

결과와 비교 ․ 검토 및 도면화하여 누적관리 

될 수 있도록 할 것

○ 유도배수공내 동절기 고드름 방지 히팅시스템을 

언급하였으나, 설치방법, 기존설치사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 여부를 제시할 것 



- 18 -

■ 제175차 1동선 미확보역사 승강편의시설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심의

○ 승강편의 시설 중 외부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설 공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

바라며, 조사 업무에서 도로 혹은 보도 등의 

지하매설물을 조사토록 되어있으므로 계획업무

에서 그 처리방안에 대해 제시하도록 과업 

내용서에 추가 할 것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맞도록 과업지시내용을 조정할 것

○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과 파일에 정리하고 설계시 참조토록 

하되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할 것

○ 설계도서 납품시 성과품 공개 및 정보공유를 

위한 “서울시 간행물 표준가이드라인” 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매체로 제출할 것

■ 제176차 신천유수지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거더 하면에 규칙적으로 횡방향 균열이 발생한 

것은 현장사진과 외관조사망도 검토결과 내하력 

부족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복개주차장에 

설계하중 이상의 중량을 가지는 중차량의 주차 

혹은 중량물 적재 여부에 대해 재조사 후   

결과를 수록할 것 

 - 또한 거더에서의 균열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내하력시험(재하시험)을 수행하여 종합적

으로 구조안전성 검토를 추가 시행할 것

○ 향후 주차장 인수 등에 필요한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용역  

시행전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선 징구후 주관부서(주차계획과)에서 발주 

감독토록 하여 객관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용역성과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변경 검토

하고 주관부서의 의견제시 및 향후계획을 

명시할 것

 - 아울러 추가 재하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별도 시설물 유지

관리 주체에서 부담하는 방안 강구

■ 제177차 면목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구조해석 시 도로면 활하중을 DB-18로 적용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차량통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소평가된 것으로 판단

되며 DB-24하중을 적용하여 단면검토를   

수행할 것

○ 상태평가 “c"등급으로 판정한 Type은 그  

사유를 명시하고 "B"등급으로 상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외관조사망도 작성방법과 같이 콘크리트 강도/ 

염화물/ 철근탐사 등에 대한 조사망도 작성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이력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복개구조물 측벽부 누수보강공법은 지하수위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부위 천공에 의한 

시멘트밀크계열의 그라우팅공법 적용성 검토

할 것

○ 기존 보수부분의 재손상 부위의 공법명 및 

결함 발생 원인 등을 제시하고 결함부에  

적정한 재보수 방안을 제시할 것

○ 내구성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전차 점검 또는 

진단시 시행한 시험위치와 비교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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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표시하고, 금회 시행한 시험 위치  

선정사유를 제시할 것

○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수·보강에 

입각한 공사비를 산정할 것

■ 제178차 구룡터널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청담2교 A2 흉벽부 상단 전 구간에 철근  

노출로 되어 있어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신축

이음부의 차량충격에 의한 흉벽콘크리트 파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단면복구 방안을 

검토할 것

○ 보수․보강 현황에 대한 평가자료 제시

 - 기존에 보수공사가 시행된 구간에 대한 구간

별 ․위치별 구체적인 보수공법(공법명 제시) 

현황과 보수부위의 재균열 등 하자발생 유무

(원인파악 명시)를 직접 파악하여 제시하고 

향후 보수공법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

치할 것

■ 제179차 용비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교각(P4, P7) 및 교대(A1, RA1) 등의 신축 

이음부에서 발생된 누수가 강상형 내부로  

유입되어 볼트 현장이음부가 부식되는 등  

심각한 상태인 바, 이에 보수방안으로 제시된 

신축이음 유도배수로 재설치도(P68)에서 알미늄 

연결판이 종리브에 접착되어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 수립 필요

○ 재하시험시 최대 경간장 75m 구간에서 수행

하지 않고 30m 및 55m 구간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이유를 보고서에 수록할 것

○ 본교 확장공사에 따른 중앙분리대 이동 설치

됨에 따라 기존 배수구 폐쇄에 대한 추가  

배수구 설치 여부 검토 필요(추가 배수구  

미설치 시 노면 배수량 증가에 따른 도로  

주행 안전성 저하 우려)

○ 강교 연결부(splice) 등에 대해 고장력볼트 

토크측정을 실시하여 볼트체결 상태를 확인

하고 점검결과를 제시할 것 

■ 제180차 서호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격벽부 균열원인을 수화열이 아닌 PS (Precast 

Segment) Force에 의한 응력집중에 따른 휨

균열로 표기할 것

○ RC라멘교 바닥판 하면균열의 원인을 건조 

수축이 아닌 휨균열로 표기할 것  

○ Precast Segment교의 Deviation 블록, Pier 

-Seg 양측 격벽에서의 벽면 균열상태 및 텐던 

정착구 주변상태 등은 PC Seg 교량 특성상 

붕괴유발 부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외관 

조사내용 보고서에서 각각의 별도 소항목으로 

분류 표기할 것

○ 신축이음장치, 교량받침에 대한 하절기 및 

동절기 이동량 측정 필요

○ 방호벽의 대부분이 C등급으로 다른 시설물에 

비해 상태가 좋지 않은데, 현상별(균열, 열화, 

박리 등) 원인분석 필요

○ 강교 연결부(splice) 등에 대해 고장력볼트 

토크측정을 실시하여 볼트체결 상태를 확인

하고 점검결과를 제시할 것

  ■ 제181차 반포천1,2복개정밀안전진단심의 

○ 이수고가교 교각 접합부 슬래브에서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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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어 상부 포장 접합부에 대해 도막식 

방수를 제안하였으니, 이에 대한 상세 보수

방안(개요도 등)을 제시할 것

○ 시설물 보수상태, 재손상 및 손상 진행여부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해 구조물 완공 후 현재

까지의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에 의한 손상현황 및 보수 ․ 보강 이력을 

확인하여 외관조사망도에 표기토록 보완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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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균열의 진행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할 것

○ 차회 진단시 수회 증축된 복개구조물의 내구성 

조사에 추가로 필요한 시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하대상 위치 및 필요성 등을 확인

하여 보고서에 명기하기 바람

■ 제183차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실시설계심의 

○ 주차장 운영계획 관련 자료 제시

 ⇒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주차장 

확보율 산출자료

○ 경제적 철근배근 검토

 ⇒ 슬래브와 벽체의 전단철근은 가능한 배근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이므로 철근콘크리트 설계

기준의 규정상 필요한 부분만 배근 필요

○ 가시설 시공순서도 작성

 ⇒ 가시설 해체시와 연계한 구조물 시공순서도 

작성 필요

○ 상재하중을 고려한 철근배근도 작성

 ⇒ 주차장 상부 흙 높이를 세분화햐여 구조설계 

반영 후 철근배근 필요

■ 제184차 영등포 영남주차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주차장 외벽이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블록으로 

차량충돌 여부 검토와 충돌시 대책이나 지지

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 별도 보강이 필요한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보강방법 및 사업비(공사비)

내용을 수록하시기 바람 

○ 표면 손상부는 대부분 5㎡이하로 보수대책을 

제시하면서 손상부만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일정

구간 전체를 보수(표면처리공법 등)하는 방안 

강구

○ 각 손상구간별 최적의 보수·보강공법(공법명 

포함)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제185차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실시설계심의 

○ 발주기관에서 제출한 조치내용서상 영구배수 

집수정에 대한 설명 문구를 도면에 표기한다고 

하였으나 문구 표기와 아울러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실제 현장에서 시공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도 등을 추가 보완할 것

○ 주차램프구조도에 철근간격을 표시하고 방사형

배근에 의한 내측 철근간격을 확인하여 시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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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구조 검토시에도 안전측검토가 되도록 실제 

배근된 철근간격을 반영할 것

○ 가시설에 의해 철근이 절단되는 부분에 대한 

철근배근상세를 추가하고, 단면을 관통하는 

가시설 강재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람

■ 제186차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결과에서 손상들을 조사하여 수량으로 

비교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보수이력에서 손상

부위가 전회차 결과와 진행성인지를 판단하고 

기보수 부위에 대해서는 보수이력(시기, 재료, 

방법,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차기의 

진단자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

○ 비파괴 조사결과를 전회차와 동일 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비교하기 곤란한 사항은 차기 

진단자를 위해 금회에는 그 위치를 명기하여 

차기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 취수장 펌프장에서 다수 발생된 0.3mm   

이상의 수직균열 원인을 온도변화에 따른 

반복적 신축으로 판단하였으나, 균열의 발생이 

2013년 외관조사에서 급작스럽게 122.1m가 

조사되고, 벽체의 높이가 20m 이상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온도의 신축변화 외에   

구조적 요인 등 추가적 원인은 없는 것인지 

확인 할 것

○ 각 구조물 별손상 물량표항목을 작성하여 

2010년 정밀점검 자료와 금회 정밀 안전진단

자료를 비교, 평가한 것은 좋으나 시간경과에 

따른 기 손상 변화나 신규발생 여부에 대한 

전차와 금차 용역의 이력 비교, 표현을 보완

할 것(특히 0.3㎜ 균열과 보수 후 재 손상)

○ 참여기술자의 성명, 업무, 실제 참여기간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수록할 것

■ 제187차 광명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심의 

○ 본교에 대한 준공도면 및 자료 등을 확보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것

 - 교대(A1)와 후면 옹벽 기초 확인 요망

 - 교대(A1)의 기초조사 자료를 입수하여 측방

유동 검토 필요

 - 교대(A1)와 후면의 옹벽기초 상이시에는   

상대적 변위(연약지반)도 검토 필요

○ 취약개소 부위의 중점 유지관리 항목 선정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

○ 교대(A1) 흉벽과 거더와의 접촉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계측 관리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 

등을 강구할 것

■ 제188차 영동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본교와 접속하고 있는 E,F-Ramp 받침 앵커

볼트 파단 손상원인이 본교와의 구조적 간섭

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A-Ramp의 교면포장이 소성변형이 발생되었다고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등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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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차 음악관 신축공사 기본설계심의 

○ 지상4층 VOID가 공간대비 너무 배치되어 공간 

효율성이 낮으니 검토할 것

○ 구조계산서는 시공 중, 시공 후의 유지보수, 

증․개축 또는 안전검토시에 중요한 자료이나,  

현재의 구조계산서는 전혀 읽을 수가 없으니 

보완할 것  

○ 좁은 공간에 비해 기둥을 너무 많이 배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의 기둥 삭제 여부를 

검토할 것

 - X4열/Y1열+2,400m 4~3층 기둥,  X4열/Y2열 

기둥 C2,  X2열/Y2열 기둥 C4 등

○ 지붕 슬래브의 경우 철근 배근을 슬래브일람표의 

C Type으로 하여 대기온도의 차이에 의한 

온도응력을 제어함으로 균열방지 및 방수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 조치할 것

○ 지상1층 학생회실 측 외부 출입통로 폭이 협소

하므로 재조정 할 것

○ 대형악기 반입에 대한 동선 검토할 것

○ 정화조 통기관의 적정위치 선정할 것

○ 22.9kV 인입 계통 및 경로를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

○ 지하층 Slab바닥 Elevation이 35.75m, 터파기 

일부구간에서 암반층터파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소음,진동영향을 고려하여 발파공법

(또는 기계굴착공법)계획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제191차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재심의

○ 외관조사망도의 표기는 조사대상 면적에 대해 

분할한 망도로 표기하고 적용한 보수재료에 

대하여 명기하여 사용한 재료의 유효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시할 것 

○ 응집, 침전지의 부력에 대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2010년 이후 지하수위계 2개소를 

설치하여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한 사항은 

지하수위계의 설치 위치 및 기기의 상세사항과 

관리계측의 운용현황 등에 대하여 수록하여 

부력에 대한 안정성과 유관하여 관리되고 있는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보고서에 수록 할 것

○ 약품투입동의 기존 손상위치에 대한 보수구간 

누수와 백태 등 재손상 발생은 부적절한 보수 

보강공법의 적용에 원인이 있으므로 기존 보수 

보강 공법을 조사하고 정수시설에 적합한  

공법을 제시 할 것(재손상 구간이므로 기존 

보수·보강 공법을 조사하여 재적용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바람.)

○ 송수펌프외의 주요 설비에 대한 보수보강  

이력사항을 제시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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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부분보수공법(UDRS공법)(제714호)

(보호기간 :  2013. 11. 29 ~ 2018. 11. 2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  위 

     지중에 매설된 하수관거 직경(D) 150~800mm 폴리에틸렌관, 철근콘크리트관, PVC관, 주철관, 

파형강관의 부분 파손과 직선부, 분기부, 이음부, 단차부에 대한 비굴착 부분 보수기술로써, 지수재인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하여 주입, 충진, 경화(Gel, 

Sand-Gel, Soil-Gel)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수 충진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UDRS공법)

  (2) 내  용

     이 신기술은 파손된 하수관거의 부분보수시공이 요구되는 소형, 중ㆍ대형의 모든 하수관거에 

파손, 균열, 부식, 어긋남, 이완, 이음부, 분기부, 단차부 등에 발생된 불량 및 결함부위에 지수재인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 : 변성아크릴계수지)와 카메라 로봇과 다기능성 무보강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량과 결함부위에 지수재를 주입 및 충진하여 관경 내벽ㆍ외벽부

(토양)를 동시에 수지 겔(Gel) 및 모래 겔(Sand-Gel), 토양 겔(Soil-Gel) 층을 만들어 보수 및  

보강시공이 동시에 가능하게 한 기술로, 보수 후 침출수 및 침입수의 누수차단으로 외부 토양  

유실과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수밀성과 기밀성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성을 증대시키며 하수관거의 

관경 축소 없이 통수능력을 향상시킨 신기술로, 2차적 환경오염방지와 불명수의 유입으로 발생되는 

수처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수충진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UDRS공법)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 시공절차

   1) 준비단계

     ① 저점도 UDRS수지 및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 등을 보수차량에 탑재하여 현장 운반 한다.

     ② 현장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의 안전을 확보한다.

   2) 관로조사(CCTV 조사)

     - 보수구간 맨홀 뚜껑 OPEN시킨다.

     - 관로의 손상부위 조사분석 및 보수대상 결정(CCTV조사)한다.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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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공준비 단계(팩커, 카메라 로봇 조립설치)

     ① 팩커, 공기압축기, 영상 모니터, CCTV카메라 로봇 등 보수지점으로 이동한다.

   4) 시공준비 단계(수지 혼합(저장))

     ① 수지 저장용기(주제, 경화제)에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를 적정한 량을 담아 수지가 

균질한 상태가 되도록 혼합시켜 저장한다.

     ② 저장용기에 설치된 압력계의 압력을 확인한다.

   5) 시공 단계(팩커 투입 및 위치고정 팽창)

     ① 보수위치 확인 및 위치 표시 된 이동용 줄로 팩커를 보수지점에 정위치 시킨다.

     ② CCTV카메라 로봇으로 보수부위를 재조사하여 영상 모니터를 전송하고 보수위치를 재확인 한다.

     ③ 보수부위에 위치한 팩커에 압축공기를 1.2～1.5kg/㎠주입하여 위치고정 및 팽창시킨다.

   6) 시공 단계(경화 충진시공)

     ① 보수차량에 설치된 저장용기(주제, 경화제)에서 max 2.0kg/㎠ 이내로 수지를 주입한다.

     ② 주입되는 수지가 팩커를 통해 보수부위에 적절하게 충진이 되도록 압력을 조절하여 충진시킨다.

     ③ 충진된 수지가 정상적으로 경화가 이루어지도록 약 20분 이내 동안 팩커와 압력을 유지한다.

     ④ 충진, 경화양생이 완료되면, CCTV 카메라 로봇으로 보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7) 시공 단계(결함 보수 및 마감)

     ① 보수 마감 후 품질검사시 미흡부분은 부분적인 보수를 실시한다.

     ② 품질검사에 합격하면 팩커, CCTV 카메라 로봇을 이동시킨다.

     ③ 보수구간 맨홀 뚜껑 조립 및 안전시설을 철수하여 시공완료 한다. 

   8) (원 위치) 

     ① 팩커와 CCTV카메라 로봇 등을 원위치 또는 타 보수지점으로 이동시켜 연속시공 준비 한다.

＜그림 1＞ UDRS 공법의 시공공정 개념도

 

＜그림 2＞ UDRS 공법의 시공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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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 2010년도(실적 20건)

     

공사명

풍남, 동강, 봉래마을 하수도 비굴착보수공사

공사기간 10.10～10.12 총공사비 - 신기술공사비 51,568천원

내용 새들 분기관, 이음부 외

발주처

기관명 고흥군 상ㆍ하수도 사업소 담당부서 공사 관리팀

주소 전남 고흥군 고흥읍 우주로 121번지(호형리 661)

연락처 TEL) 061-830-5521 

신기술

시공업체

기관명 웅진고분자(주) 담당부서 관리팀

주소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88 

연락처 TEL) 031-234-8923 

   □ 2011년도(실적 11건)

     

공사명

월성 사택 하수관로 보수정비공사

공사기간 11.04～11.05 총공사비 257,556천원 신기술공사비 144,938천원

내용 관파손, 분기관, 이음부, 맨홀 보수

발주처

기관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본부 담당부서 시설팀

주소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260

연락처 TEL) 054-779-2822 

신기술

시공업체

기관명 웅진고분자(주) 담당부서 관리팀

주소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88

연락처 TEL) 031-234-8923 

   □ 2012년도(실적 15건)

     

공사명

남해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굴착 보수)

공사기간 12.11～12.12 총공사비 197,670 신기술공사비 197,670천원

내용 분기관, 곡관, 이음부, 맨홀 보수, 관파손

발주처

기관명 남해군 담당부서 공사 관리팀

주소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55-8

연락처 TEL) 055-860-3332

신기술

시공업체

기관명 웅진고분자(주) 담당부서 관리팀

주소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88

연락처 TEL) 031-234-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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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국가에서 추진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방향은 신설관 및 기존관(구관)의 개ㆍ보수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소요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하수관거 개ㆍ보수에 다양한 자재 및 공법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 하수관거분야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010년 현재 

하수관거 계획연장 약 145,473km에 대한 시설연장이 약 113,494km로 보급률이 78% 달성되었지만,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대한 개보수는 약 1,579km로 전체시설연장의 1.4% 로 미미한 편으로 나타나, 

향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직선부, 

분기부, 이음부, 단차부, 굴절부 비굴착부분보수공사에서 시공이 부적절하여 2차적인 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비의 증대가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었다. 신기술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장비를 적용해 하수관거의 직선부(본관부), 분기부, 이음부, 단차부 등 

다양한 부위의 파손, 균열 및 손상부위의 함몰된 지반의 공극에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를 

주입시켜 수지겔 및 토양겔이 형성되도록 충진보강함으로써 완벽한 지수를 유지시키는 공법이며, 

공사비 절감 효과와 현장 주변의 환경개선 효과, 하수처리시설에 관련한 민원 발생 저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 할 수 있어, 국내외의 비굴착부분 보수공사에 활용 전망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 하수관거 비굴착부분 보수공법은 수지가 함침된 보강시트를 보수기에 장착시켜 견인방법

으로 기존 관거 내부로 삽입 한 후 보수지점에서 공기의 주입으로 보수기를 팽창시켜 함침된  

시트가 관 내부에 압부착되어 경화시켜는 보강 라이닝층 생성의 보강기술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공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공법들은 보수범위가 직선 관거에 제한되어 

있어, 분기부, 이음부, 단차부 등에는 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신기술은 기존의 비굴착부분 보수공법에서 노출된 보수범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와 저점도 변성아크릴계수지를 이용한 UDRS공법을 현장에 적용하여 본관과 

연결되는 분기부, 이음부, 단차부 등의 지수충진 비굴착 보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공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나 유해가스가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인 기술로서, 하수관거 비굴착부분 보수 

공사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국가기반시설 중 하나인 하수관거는 지중에 매설되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하수 그리고 산업폐수 등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하폐수종말정수처리장까지 이송 처리하는데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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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는 장기적인 사용에서 야기되는 파손, 균열, 부식 등에 의한 노후화는 하천과 토양, 지

하수 등을 오염시켜 각종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현재 사용 중인 하수관거에 

대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보수 및 보강으로 사용수명 연장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 신기술은 현재 사용 중인 노후된 하수관거를 굴착하지 않고, 관경 축소없이 외부에 수지 겔 

및 토양 겔을 형성시켜 노후된 하수관거에서 유입되는 침입수나 내부에서 빠지는 침출수를 차단함

으로써 하천, 토양, 식생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켜 사회

간접비용을 절감시키고 공익성과 환경성 향상으로 건설시장 중 상하수도 분야에 크게 기대가  

되는 기술이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국내 하수관거에 적용되고 있는 모든 관종에 시공이 가능한 기술로, 특히 대도시 

등의 밀집한 주택도로나 농어촌의 간선도로 및 소로(2.5m이상) 등에 하수관거 비굴착부분 보수 

공법 적용이 요구되고, 특히 좁은 지역에 많은 지관 연결로 분기부, 이음부, 단차부와 같은 누수

부위에 보수가 어려워 하수 유출에 따른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적용시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보수 및 보강 효과와 환경개선 효과를 동시에 기대 할 수 있는 공법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 원/개소)

    

공종명 규격 단위
신기술 UDRS공법 설계단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굴착부분

보수공법

D150 개소 78,502 79,738 84,503 242,743

D200 개소 100,786 93,770 95,772 290,328

D300 개소 107,886 133,012 123,035 363,933

D400 개소 124,577 206,110 208,459 539,146

D500 개소 149,130 206,113 218,622 573,865

D600 개소 193,157 261,299 227,594 682,050

D700 개소 240,157 261,299 249,194 750,650

D800 개소 295,203 273,019 258,409 826,631

 

  (2) 공사비

     이 신기술은 하수관거 비굴착부분 보수공법으로서 기존기술인 보강라이닝공법보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고려시 효과적인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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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RS공법과 ALPS공법 및 MPL공법간의 상호 공사비  

비교는 시공시설 및 장비, 자재, 공정, 시공작업 등의 차별화로 

공사비 절감 대비율이 평균(2공법) 약 81.0%로, 신기술이 

약20±2%정도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공사비 

비교 대상 규격 : D200～D800mm기준) 

  (3) 공사기간

구분 단위 신기술 기존기술

시공시간 개소 60분 180분

  (4) 유지관리비

     하수관거 비굴착부분 보수공법(UDRS공법)으로 보수된 경화물(수지 겔, 토양 겔)은 하수관거의 

내부 침출수와 외부 침입수의 유출 및 유입을 방지하고 관 외부 보강으로 통수능력을 향상시켜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향후 관경 내부의 준설 이외에는 별도의 유지관리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며, UDRS공법 설계기준에 따른 물성 및 기밀성 및 수밀성 시험결과에 따르면 20년 이상  

생애주기를 예상 할 때 안전성과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을 확보하였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이 신기술은 시공장비의 간소화로 국내 하수관거에 적용되고 있는 모든 관종에 시공이 가능한 

기술로, 특히 대도시 등의 밀집한 주택도로나 농어촌의 간선도로 및 소로(2.5m이상) 등의 하수관거 

비굴착부분 보수공법 적용이 가능하여 시공성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으며, 무독성수지 사용으로 

환경적으로 수질, 토양, 동식물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방지에 기여 할 수 있다. 특히 보급 확대로 

인한 고용 창출과 상수도 보수와 지반개량공사 진출 등 타 산업분야의 사업 확대로 신규 인력 

고용이 기대된다. 이처럼 이 신기술은 환경성, 시장성, 타산업과 연계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인 

간접효과가 기대 된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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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 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도장공법(세라수 침투공법)(제715호)

(보호기간 :  2013. 12. 04 ~ 2018. 12. 0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  위

     강구조물의 표면을 보호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존도막 및 피착재와 부착이  

가능하도록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SiO2, TiO2, Al2O3)과 복합실란(Combined Silane 

Monomer)을 반응시켜 제조한 세라믹 코팅제를 사용하는 강구조물 보수도장 공법(세라수 침투공법)

  (2) 내  용

     이 신기술은 강구조물 등의 표면을 보호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장공법으로 부착력 

저하 및 다양한 구도막 종류에 따르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나노사이즈의 금속

산화물졸의 합성기술을 응용하여 우수한 표면침투력을 바탕으로 부착력을 강화하였고, 둘째 복합

실란 합성기술로 다양한 금속기재와 기존도막과의 호환성을 확보한 세라믹코팅제(세라수)이다. 

     신기술 주성분이 세라믹(SiO2, TiO2, Al2O3)으로 구성되어 친환경적이며 불연성 및 내약품성이 

뛰어나고 나노기술을 응용하여 우수한 표면 침투력으로 부착력이 뛰어나 강구조물을 비롯 어떤 

소재에도 적용 가능하고 내구연한을 크게 증진시킨 도장공법(세라수 침투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개념도 및 상세도

   ➀ 신기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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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표면 침투 상세도

신기술 기존기술

( 

표
 면
 침
 투
 )

   ➂ 전자현미경(SEM) 사진 비교 

신기술 기존기술

( 

기
 재
 표
 면
 )

( 

절
 단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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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➃ 다양한 기재 및 구도막과의 호환성

  

             ⇒ 다양한 기재와 기존도막과의 호환성 및 부착력 확보

  (2) 시공방법

➀ 표면처리(그라인딩 및 이물질제거) ➁ 하도: 세라믹코팅

➂ 상도: 세라믹코팅 ➃ 시공완료 및 검사
 (도막두께 및 부착력측정)



- 32 -

구  분 대 상 물

도로 구조물
교량, 육교 등 
교통시설물(표지판, 가로등, 신호등, 가드레일 등) 등
터널, 지하차도 등

상․하수도구조물
정수시설(정수지, 침전지, 배수지, 배수관 등)
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침사지, 반응조, 하수관거 등)
저류시설(우수저류조, 펌프장 등)

활 용 분 야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 사 명 발 주 자 시 공 자 공사기간 시공규모 특  징 위  치

국도 26호선 신설교등 
5개소  육교 도장공사

익산청 전주국토
관리사무소 티오켐(주) 2008.10～

2009.01 육교 5개소 계단 및 난간 
심하게 부식 익산시

부안정수장 수처리 
설비 방식도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안권리단

티오켐(주) 2009.10～
2009.10

수처리설비 
5개소

염소등에 의한 
수처리설비의 

노후화
부안군

새만금 33센터 
출입문 보수도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티오켐(주) 2010.04～

2011.05
중문, 현관, 
후문 3개소

염해에 의한 
부식환경 노출 군산시

교통신호제어기 
표면도색 시행 부안군 건설과 티오켐(주) 2009.12～

2010.01
교통신호

제어기 60식
도심의 가스에 

의한 부식 부안군

압해가란상수도 및 
해상관로 설치공사 

신안군상하수도
사업소 티오켐(주) 2010.11～

2010.11 3,005㎡ 염해에 의한 
부식 신안군

군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중 도장공사

국토해양부 
군산항만청 티오켐(주) 2011.04～

2011.06 3,534㎡ 염해에 의한 
부식환경 노출 군산시

 나. 향후 활용전망

     - 열화된 구조물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내구연한을 증진시킬 구조물에 활용 할 수 있다.

     - 구조물의 유지관리가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조물에 활용 할 수 있다.

     - 다양한 기존도막의 호환성 문제와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등 다양한 기재와의 부착력 호환성을 

필요로 하는 구조물에 활용할 수 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기재표면에 접착력이 우수하며, 친환경소재로 강교뿐만 아니라 콘크리트구조물, 

비철금속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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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및 수처리 
구조물

선박, 연육교, 배수갑문, 수문 등
항만시설(계류시설 등) 및 담수화시설
해양 및 하천 레져시설

일반건축 구조물 옥상, 바닥, 내⋅외벽(중성화방지 및 방수방식) 등 

산업용 및
기타구조물

산업용 기능성 코팅(지문인식 등) 및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타일, 유리 등의 구조물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 보수도장의 경우 현장 여건상 완벽한 표면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완벽한 도막을 형성하고 피착재와 부착이 가능한 도장재료 개발

     - 다양한 반응기를 가지는 복합실란을 적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종류의 도막과 호환성을 확보

     - 강구조물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도장재료와 호환성을 높여 장기적인 부착력 확보

     - 재료 및 시공방법에 의해 시공의 편리성을 확보하여 시공 품질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원/㎡)

구  분 항  목

신기술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도장 세라믹 코팅 18,229 26,770 1,337 46,336  

  (2) 공사비 

구  분 신기술 기존 기술

시공비(원/m2) 46,336 59,633

 경제성 비교 (%) 100% 129%

자료출처 원가계산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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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항 목 신기술 기존 기술

전처리 ×인× 인 ×인× 인

하  도 ×인× 인 ×인× 인

상  도 ×인× 인 ×인× 인  

      ⇒ 공사기간 기존기술대비 20% 절감

  (4)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 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 환경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 신기술의 내오염성, 위생 안전기준 적합 여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규정 준수 여부들을 검증하였음

     - 신기술은 표면처리를 간소화함으로써 분진 발생율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발생을 줄여 경제적인 보수도장이 가능

     - 세라믹 코팅제 원천기술 확보로 기존 도료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 휴대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화 실현 가능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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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OT 차로 운영 현황 
및 평가결과 

 미국은 교통수요 분산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HOT 차로(High 

Occupancy & Toll Lanes; 유료 다인승전용  

차로제)이다.

 과거 미국의 여러 대도시에서 HVO 차로(High 

Occupancy Vehicle Lanes; 다인승전용차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나, 낮은 이용률과 불법운행 

가능성 상존 등 다양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HOT 차로로의 전환이 확대되었다. HOT 차로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반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여 HOV 차로의 이용률을 높이고 혼잡  

정도에 따른 탄력적인 통행료 부과로 적정 서비스 

수준의 유지가 가능하다. 

HOT 차로 운영 현황 

 1995년 캘리포니아州 오렌지 카운티에서 최초의 

HOT 차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현재 고속도로, 

다리, 터널을 대상으로 총 30개의 혼잡통행료 

징수 시설이 운영 중이며 그 중 HOT 차로는 

12개 사업이다. 

 12개 HOT 차로의 운영 연장은 최소 7마일에서 

최대 40마일로 다양하며, 이용요금은 또한 최소 

0.25달러에서 최대 13.9달러로 매우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다. 요금부과 체계는 Peak-period 

pricing1), Variable pricing2), Dynamic pricing3)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부분 Dynamic pricing 

방법으로 부과되고 있다.

1) Peak-Period Pricing이란 혼잡시간대에 고정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

2) Variable Pricing이란 혼잡수준, 통행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간대·요일 등에 따른 요금수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요금수준은 주기적으로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변경

3) Dynamic Pricing이란 실시간 교통량의 변화에 따른 교통  

밀도 및 서비스수준(LOS)의 변화 등에 따라 차등화된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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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사 중인 HOT 차로 사업은 총 11개로 

여러 주 정부에서 HOT 차로의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HOT 차로의 네트

워크 구축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HOT 차로 운영평가 결과

 이처럼 HOT 차로 도입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

에서 최근 GAO(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미 회계감사원)는 개별

적으로 수행된 5개 HOT 차로 운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5개 평가항목(통행시간과 속도, 통행량, 

통행시간대 이동, 대중교통 이용객수 변화, 형평성)에 

따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4)

▪통행시간과 속도(Travel Time and Speed)

 5개 HOT 차로 사업 모두 일반차로 대비 통행

시간은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15의 경우 첨두시에 HOT 차로의 

통행시간은 일반차로 대비 20분 이상 감소하였

으며, SR 167은 HOT 차로 설치 이후 일반차로의 

통행속도가 19%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부 차량이 

HOT 차로로 이동함에 따른 효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I-95와 SR 91은 HOT 차로가 신규로 

추가 설치된 점을 고려하여 통행시간 감소와  

통행속도 증가의 효과가 모두 HOT 차로의 설치

4) 해당보고서는 5개 HOT 차로를 포함한 총 14개의 혼잡통행료 

징수 사업을 평가하였으나, 본고에서는 HOT 차로 운영평가 

결과만을  발췌하여 정리함

   5개 HOT 차로는 SR 91(오렌지 카운티), I-15(샌디에고), 

I-394(미네아폴리스), SR 167(시애틀), I-95(마이애미)임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통행량(Throughput)

 5개 사업 모두 HOT 차로의 차량 통행량은 증가

하였다. I-394의 HOT 차로 차량 통행량은 

9~13% 증가, 일반차로는 5%증가하였으며, SR 

91은 전체 차로의 차량 통행량이 21% 증가하였다.

 그러나, 4개 사업에서 평균재차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OT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무료 이용을 위해 카풀을 하기 보다는 

나홀로차량으로 이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통행시간대 이동(Off-peak Travel)

 I-15와 SR 91을 대상으로 HOT 차로 시행에 

따라 운전자들이 통행시간을 변경하였는지를 조사

하였다. I-15의 경우, 첨두시간대에 이동하던  

운전자의 일부가 통행시간을 첨두시간 바로   

이전이나 이후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SR 

91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통행료 징수에 따른 

부담보다는 교통혼잡의 수준이 통행시간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객수 변화(Transit Ridership)

 4개 사업에 대하여 대중교통 승객수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I-95만이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

하였다. I-95의 HOT 차로를 이용하는 버스

(Express Bus)의 평일 평균 승객수는 2008년 

1,800명이였으나 2010년 2,800명으로 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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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증가된 승객의 약 38%는 기존에   

나홀로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을 하던 사람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3개 사업의 경우, HOT 차로를 

이용하는 버스 이용객수의 변화는 없었다.  

▪형평성(Equity)

 소득 형평성 측면에서 4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다양한 소득계층의 운전자가 HOT 차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고소득 운전자의 경우   

저소득 운전자에 비해 HOT 차로의 이용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개 사업 모두 운전자들은 HOT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 것에 만족하며 HOT 

차로의 시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형평성 관련 평가방법론은 

매우 미흡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

우며, HOT 차로가 소득 형평성, 지리적 형평성, 

환경(대기질, 소음 등)에 미치는 형향 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방법론의 개발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시 사 점 

 GAO는 운영평가 결과의 한계로 평가대상 사업의 

수가 적고 사업별 평가방법이 상이한 점, 운전자 

행태변화 및 형평성 측면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 

미흡 등을 제시하였으나, HOT 차로 시행을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화하게 결론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고속도로를 확충하여 

왔으나 일부 대도시권에서는 첨두시 특정구간에 

심각한 수준의 교통혼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 시간대, 특정 구간에서 발생

하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HOT 차로를 포함한 

다양한 차등요금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HOT 차로 도입에 따른 여러 효과를  

고려할 때, 첨두시 대도시권 고속도로의 혼잡 

완화를 위하여 HOT 차로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

으로 검토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토연구원, 도로정책 Br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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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2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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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  고

용역
발주
심의

175
1동선 미확보역사 승강편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 엘리베이터 20역

․ 에스컬레이터 11역
(370)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83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지하2층(철근콘크리트조)

․ 주차면수 199면

11,876

(370)

조건부

채택
건축

185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지하3층(철근콘크리트조)

․ 주차면수 250면

14,572

(330)

조건부

채택
건축

189
음악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지하1 / 지상4층

․ 연면적 4,539399㎡

11,643

(490)
재심의 토목

정 밀

안 전

진 단

심 의

174
경인1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용역

․ 경인1지하차도

․ 연장 500m
(141)

조건부

채택
토목

176
신천유수지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

․ 복개면적 9,918.70㎡

․ 철근콘크리트 라멘
(98) 재심의 토목

177
면목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면목천복개구조물 (185)

조건부

채택
토목

178
구룡터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구룡터널

․ 청담2교
(236) 재심의 토목

179 용비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용비교 (118)
조건부

채택
토목

180 서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본선 B=18.4~25.9m

      L=4,850m
(462)

조건부

채택
토목

181
반포천 1,2복개  

정밀안전진단용역

․ 1복개 연장 1,550m

․ 2복개 연장 620m
(234)

조건부

채택
토목

184
영등포 영남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

․ 건축면적 3,096.44㎡

․ 지하3 / 지상5층
(52)

조건부

채택
토목

186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

․ 정수센터 Q=1,000,000㎡/일

․ 취수장 Q=1,050,000㎡/일
(195) 재심의 토목

187
광명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용역

․ 서울시 구간  

․ 폭 25m, 연장 276m
(89)

조건부

채택
토목

188
영동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본교 폭 25m, 연장 850m

․ 접속교 폭 25m, 연장 167m 
(347)

조건부

채택
토목

19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 - 재심의

․ 정수센터 Q=1,000,000㎡/일

․ 취수장 Q=1,050,000㎡/일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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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

건     축 
강일지구 1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등  8건

4,308 3,944

교 통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단계 교통영향 
분석 및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등 2건

150 118

기 계 설 비
5호선 마곡역 출입시설 설치 기계공사 
설계용역

24 20

기 타
관악산 돈화문계곡 사방댐 설치공사 
시공감리용역

17 17

도 로
노원교 연결램프 설치 및 수락고가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건

377 350

도 시 계 획
휘경동 주건환경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4건

434 348

상 하 수 도 
한남동 726번지 주변 외 4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78 46

소 방
아동복지센터 소방설비 성능개선공사 
감리용역 등 2건

31 27

전 기 통 신
시립여성보호센터 수전용량 증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등 2건

58 52

정 밀 진 단
2014년 예방사방사업 정밀안전진단용역 
(연희동 산 118-5번지 외 1개소) 등 4건

173 103

지 하 철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1건

5,472 4,870

하 천
안양천 물놀이장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7 58

 계 31건 11,189 9,953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2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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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정보

< 2014년 제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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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9 2.9 3.21 4.19～4.30 5.23

< 2014년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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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13 3.2 3.14 4.19～5.2 5.30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q-net.or.kr]

< 경 제 용 어 > 

통상임금(A ordinarily wage)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해서 통상임금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

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

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임금은 포함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서도 통상임금을 정기적, 일률적  

급여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이나 교통사고, 산업재해보상시에는 

그 기준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과 

같은 비정기적 급여를 합한 실질적 임금총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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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