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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조경공사에 의해 조성되는 외부공간은 국민의 삶과 사회활동에 중요한 공공성이 높은 공간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경공사 현장마다 엄격한 시공관리를 통하여 적정한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품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의 특성상 살아있는 수목을 식재하고, 이용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하며, 외부공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후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자에 대하여 「민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

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항에 근거([별표 6]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참조)하여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 ․비틀림 ․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立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규정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기능, 미관, 안전 

등 성능품질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의 원인은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및 유지관리 등 업무영역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다가, 불가피한 노화 및 이용자에 의한 피해, 

유지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한 하자는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준공 후나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 발생한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발주자 및 사용자와 시공자간에 하자의 인정여부,   

하자의 원인 및 책임한계, 하자이행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하자분쟁은 다양한 기술적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분쟁   

발생시 판정 및 처리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하자와 관련된 분쟁 및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하자  

이행이 장기화되고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하여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

2. 조경공사 하자 관련 환경의 변화 

가. 사용자의 하자인식 변화와 분쟁 증가 

  건설사 및 시행자 등 공급자 위주의 수동적 하자 이행방식에서 고객 중심의 하자 이행방식으로 

변화되어, 과실성 하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부실 및 사용자에 의한 피해 등에 의한 하자에 대해서도 

 조경공사 하자의 이행 및 개선방안 

   이 상 석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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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와 함께 하자조사업무를 대행하는 하자조사업체나 법률 

사무소가 연계된 하자 민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하자관련 소송 및 분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설공사 하자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였다.

나. 조경 고급화에 따른 품질 수준의 향상과 하자요구 수준 높아짐

  2000년대를 기점으로 턴키프로젝트가 증가하고 공동주택의 브랜드 차별화 및 고급화 경향이 두드러

지면서 조경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기능성, 미관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 성능중심의 품질  

기준이 강화되면서 조경의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하자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수준이 높아졌으며, 하자관리도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하자에 대한 사업자 및 시공자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다. 인공지반 등 조경수목의 생육환경 변화와 친환경 패러다임의 등장

  최근 인공지반녹화, 옥상녹화, 입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의 녹화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불량한 식생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조경수목의 하자가 증가될 수 있다. 또한 하천생태복원,   

생태연못 조성, 훼손지 복원, 비탈면 녹화 등 실험적인 친환경 조경 프로젝트가 증가하여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하자 증가도 우려된다. 도시녹화 및 친환경 도시 및 국토   

건설을 위해 인공지반 녹화 및 친환경 기술의 적용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술 

발전 및 하자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라. 조경 유지관리 시대의 도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시공자가 적정한 대가없이 유지관리를 해왔던 관행은 조경건설업체의 수익을 

저해하여 재정적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경공간의 품질이 저하

되고 조경수목 및 시설물공사의 하자가 증대되었다. 대규모 개발시대에서 벗어나 도시 및 기반시설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조경수목 및 시설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므로 적정한 

유지관리비용을 계상하고 유지관리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3. 조경공사 공종별 하자의 주요내용

  조경공사는 생명체인 조경수목을 다루고 공종별로 공사규모가 작지만 공종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00~2010년 사이에 소송이 청구되어 판결이 종료된 조경공사 하자판례 분석1)에 따르면 조경

수목식재 75%, 조경포장 4.6%, 인공지반녹화 4.3%, 기반구조시설 4.0%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경수목 하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밖에 다양한 공종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에 명시된 공종을 기준으로 조경공사에서 발생가능한 하자리스트는 총 63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발생빈도가 높거나 최근 이슈가 되는 하자 항목으로는 수목의 고사,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 

피해, 사용자에 의한 피해, 포장 침하, 목재 구조재 변형 및 파손, 철재시설 구조재 변형 및 파손,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을 들을 수 있다.

1) 정명묵․이상석(2012.2), 조경공사 하자판례 분석을 통한 하자처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40권1호,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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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공종별 하자 리스트

1. 조경수목 단순 고사 14. 침수 및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 피해 및 고사 27. 하천생태복원 식생활착 불량 40. 고무칩 마감층 박리 53. 놀이터 배수불량

2. 조경수목 부분 고사 15. 영구 음지 잔디 고사 28. 하천생태복원 세굴 및 침수 41. 폴리우레탄 마감층 박리 54. 고무매트 불량

3. 부적지 식재에 따른 고사 16. 식생매트 활착 불량 29. 입면녹화 식생활착 불량 42. 포장재 파손 55. 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용자 책임)

4. 노거수 이식목 식재 고사 17. 유수세굴로 인한 잔디 피해 30. 실내조경 식생활착 불량 43. 목재시설 기초침하 56. 수경시설 누수

5. 플랜터 박스내 수목고사 18. 식재토심 부족 31. 구조물 침하 44. 목재시설 구조재 변형 57. 수경시설 백화

6. 덩굴류에 의한 수목 고사 19. 사용자에 의한 피해 및 고사 32. 조경포장 배수불량 45. 목재시설 부패 58. 수결시설 시설물 망실
    및 파손 (관리부실)

7. 제초작업 미실시로 인한
   관목 및 초화류 피해 20. 비탈면 식생활착 불량 33. 지반 및 기초침하 46. 목재시설 부재 마모 및 탈락 59. 수경시설 외부 유입수 하자

8.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양잔디 피해 21. 비탈면 세굴 및 침식 34. 마사토 포장 유수 침식 47. 목재시설 작동 불량 60. 경관조명시설 작동불량

9. 가뭄에 의한 수목 피해 및 
   고사 22. 비탈면 붕괴 35. 목재포장면 들뜸 48. 철재시설 기초 침하 61. 경관조명시설 훼손 및 망실

10. 강풍으로 인한 수목 전도
    및 고사 23. 생태연못 식생활착 불량 36. 투수콘 포장재 박리 49. 철재시설 구조재 변형 62. 시설물 사용자에 의한 피해

11. 동해로 인한 수목 패해 및 
    고사 24. 오염물질 및 녹조 발생 37. 석재타일 들뜨거나 갈라짐 50. 철재시설 녹 발생 63. 조경석 침하 및 돌틈식생   

 활착 불량 
12. 남부재배수종의 수도권 
    식재 후 고사 25. 생태연못 누수 38. 조경포장 침하 및 귀깨짐 51. 철재시설 부재 마모 및 탈락

13. 병충해로 인한 수목 피해   
 및 고사 26. 옥상녹화 수목 고사 39. 포장면 백화 52. 철재시설 작동 불량

 [표 2] 공종별 하자 사례

조경 수목 고사 노거수 이식목 고사

폭풍으로 인한 수목 전도 및 고사 조경포장 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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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하자개요 판정기준 조사방법 보수비용산정기준

조경수 고사

조경수가 식재 불량
으로 인해 고사한 
경우를 말한다. 단, 
준공 후 유지관리 
부실 및 사용자 부
주의로 인한 수목 
식재 피해로 죽은 
경우는 제외한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수관부 가지가 2/3이상 
고사 된 조경수는 고사목으로 
보아 하자이다. 단,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사된 조경수 및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

고사목 및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된 

조경수를 파악하여 이 
고사목 등이 언제 고사
되었는지를 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등에게 보수 
청구한 문서 등으로 확인
된다

식재비용은 건설공사표준
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직경, 근원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달리 적용, 재식재 비용
에는 터파기 공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굴취
비용은 제외한다

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경수가 설계도서 
및 기타 지시서에는 
식재하도록 지시되
었으나, 이 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조경수 식재 불일치에 대한  
판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용
검사도면(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하자로 판단하며, 
공사 당시의 작업지시서 등 적법 
절차에 의한 대체 식재의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산정하여 초과되는 경우 하자
에서 제외한다

줄자, 측량기 등을 이용
하여 사용검사도면(준공
도면) 기준의 조경수 규격 
및 수량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 및 수량을 
파악하여 비교 검토한다

식재 비용은 조사 당시의 
건 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높이, 흉고 직경, 
근원 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달리 산정한다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
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조경수목식재에 대한 (사)한국
조경학회, 환경부, 조경시공학 
및 연구 논문, 기타 조경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볼 때, 뿌리분 결속재의 미제거가 
조경수목의 고사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고사
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미제거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단,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분 결속재는 시공자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뿌리분 결속재료가 분해
되는 재료로 식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해
되지 않는 재료로 식재된 
조경수 중 고사에 직접적
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와 
뿌리분 결속재료가 지표
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분 결속재에 대하여 
지표에 노출된 뿌리분 
결속재 제거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건설공사 하자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08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3년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 산정기준」(공고 제2013-868호)을 제정하였다. 여기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심사 및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조사방법 및 하자  

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조경분야는 조경수 고사,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 미제거, 조경수 식재의 불일치, 식재된 조경수의 준공도면 규격 미달,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 피해 등에 대해 규정하고 하자의 판정기준, 조사방법, 보수비용산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3] 공동주택 조경의 하자판정ㆍ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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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된 수목이 
준공도면 
규격에 미달

조경수가 설계도서 
및 기타 지시서에는 
식재하도록 지시되
었으나, 조경수의 
규격이 설계도면보다 
미달하게 식재된 
경우를 말한다 

규격미달에 대한 판정은 사용
검사도면(준공도면)에 표기된 
조경수의 규격을 기준으로 수목 
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 
사이를 적용하고, 이러한 허용
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적용하되,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예외로 하여 규격 
미달 수목에서 제외한다.

 단,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 
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 수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하자이다

흉고 직경은 지표면으로
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줄자 등으로 실측
하며,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에는 
각각 흉고 직경을 합한 
값의 70%가 최대 당해 
수목의 흉고 직경보다 
클 경우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각각의 흉고 
직경 중 최대치를 기준
으로 한다.

근원 직경은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줄자 등으로 실측하고, 
측정 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평균한 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수고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전용자 등으로 실측한다

규격 미달 수목은 조사 
당시의 규격차이에 따른 
재료비의 단가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식재 비용은 조사 당시의 
건 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직경, 
근원 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달리 산정한다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
수목의 피해

조경수가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죽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시공자의 재해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사용검사도면, 하자보수내용,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하자 보수에서 면제한다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로
부터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자연재해의 정도를 조사
한다(기상청, 언론보도, 
비디오 테잎 등)

식재 비용은 조사 당시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 
직경, 근원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달리 
산정한다

5. 조경공사 하자 이행의 개선방향

가. 조경공사의 특수성 고려

  조경식재공사에 사용하는 조경용 수목과 잔디 및 초화류는 운반 및 식재과정이나 유지관리 부실로 

고사할 수 있다. 조경식재공사는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부분하자가 아니라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

하는 조경수목을 교체해야 하므로 하자발생시 경제적 손실이 크며, 더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형

수목이 고사할 경우 그 손실은 더욱 커진다. 최근 조경식재공사에서 유지관리 품셈이 개정되었으나 

앞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현실화된 공사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이 필요하다. 또한 조경시설물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노화가 빠르며,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에 따른 시설의 파손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 지침 및 비용 계상이 요구된다. 

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하자 판정 및 처리 기준의 설정

  천재지변과 같은 피해 등 특수한 여건에서 발생하는 하자 및 공종별 하자에 대한 판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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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하고, 하자 판정에 이견이 발생하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경시설물공사의 경우 

독자적인 하자 판정기준이 없어 관련분야 기준을 일부 준용할 수 있으나, 외부환경에 노출되고 이용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조경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공종별 하자 판정기준이 필요하다.

다. 원인에 따른 공평한 하자 부담 

  조경공사의 하자는 설계상의 오류, 제품 불량, 시공부실, 유지관리 부실, 이용자에 의한 피해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라 마찰이 불가피  

하였으므로 직접적인 하자 및 결함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피해보상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자처리를 위한 상세한 분담률 적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계약조건에 의하여 제품은 제품

공급자, 시공은 시공자, 유지관리는 발주자 및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하자이행의 중재 및 타협성 제고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기획소송 

변호사나 하자진단업체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법적 소송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함은 당연한  

일이나 소송의 경우 적어도 2~3년 이상이 소요되는바,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수작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택의 품질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소송결과의 판결금액도 원고측 기대에 못 

미치고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면 하자보수비용이 줄어들어 하자보수 수준이 저하되므로   

하자판정의 공정한 조정 및 중재를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하자 이행의 타협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6. 맺 음 말

  건설공사 하자분쟁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하고 있으며, 조경공사도 하자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조경식재공사의 경우 하자발생시 이행을 

위해서는 많은 하자이행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하자를 줄이기 위한 시공 및 준공 후 유지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하자발생시에는 원활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으로 하자를 이행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 이행 체계’ 및 ‘공종별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조경공사 

하자담보 책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경공사 하자이행 관련법령의 정비, 조경분야의 하자판정  

기관의 설립, 조경공간의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제정 ‧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0호,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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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 구성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활동할 제13기 서울시 

건설기술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 24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 
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

(市)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

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이며,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12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금년 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의 

선정을 마치고, 제13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구성하는 위원은 턴키

공사 심의를 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을 제외한 

당연직인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촉직 위원 247명 

등 총 249명으로 구성했다.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행정2부시장과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여기에 위촉직으로 20개 

전문분야별로 교수, 연구원, 공기업, 시공회사, 

설계용역회사 등 골고루 안배하여 각계 전문가 

247명을 선임했다.

 위촉직 247명은 연임과 신규 위원의 조화와  

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제12기 위원 중 

90명을 다시 위촉하고 나머지 157명의 위원을 

새롭게 선임했다. 

 새롭게 위촉하는 신규위원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집함으로써 관계 전문가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집한 결과 총 760명이 응모

했으며, 3차례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57명의 신규위원을 선임했다.  

 특히, 이번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재부문의 「안전

관리 분야」를 신설하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기술수준을 크게 향상

시켜 왔다며, 이번에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수준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하는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는 2014년3월1일 ~ 2016년2월29일까지이다. 

 위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홈페이지 : http://infra.seoul.go.kr→건설→

뉴스&이벤트 참조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세부운영기준 마련

 서울시는 공사 중 설계 변경 최소화를 위해 

‘13. 12월에 신설한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

하여 심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가 ․ 부 결정, 적절한 추진

방법 제시,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 시행

방안 결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정위원회는 

본청 및 사업소, 투자 ․ 출연기관(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자치구(시비 재배정사업, 국 ․ 시비 보조사업) 사업 

중 계획변경으로 인한 증액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심의 대상이 된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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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총공사비 20~50억원

증액

금액

1회 증액부분이 

5억원 이상

1회 증액부분이 

2억원 이상

계획

변경

공사 중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허가(인가)조

건의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의 예시

- 지상도로 구간이 터널(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계획변경

- 구조물의 기본형식의 변경(예, 거더교→아치교)

- 주요 설비용량 증가 및 방식 변경

- 시설물(건축물)의 위치 이동 및 규모(층수,면적 

등) 변경

- 기타 이와 유사하게 변경되는 경우

※ 물량(수량)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단순 변경사항은 제외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준하는 

경우에는 본 심의 생략 가능

[심의 절차도]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사업계획 변경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수 

및 분야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심의는 신청 후 2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된다.

[단계별 세부업무 내용]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74〕

건설공사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매뉴얼」 발간

 서울시는 책 한 권만 보면 보다 쉽게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단계

까지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및 관련 기준 등을 모은 

「건설공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간했다.

 그 동안 사업계획 부서, 설계부서, 공사시행부서, 

유지관리부서 등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필요에 

따라 해당업무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는 등 사업계획

에서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추진 

전 과정을 담아 둔 통합매뉴얼이 없어 공사 실무자

들이 행정절차를 누락하거나 잦은 설계변경,  

사업추진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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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및 검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참고하는 수많은 건설

공사 관련 법령과 법규, 조례, 기준, 지침 등이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 실무자들이 업무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매뉴얼 및 지침서 등을 통합하여 건설

공사 추진절차 및 단계별 추진내용을 알기 쉽게 

구성하고, 서울시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

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법령개정 내용 

등 최신정보를 건설공사 실무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매뉴얼」의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는 자치구, 시 산하기관(SH공사, 서울시설

관리공단 등)에 매뉴얼을 배포하여 직무교육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 

및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설계

도서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건설공사 업무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 매뉴얼」은 아래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서울시 홈페이지 : http://infra.seoul.go.kr  → 

  건설기술 → 자료실 → 지침/방침

▴서울시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 http://pmis.eseoul.

  go.kr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 전국 최초 실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를 

실시, 올해부터는 서울시내 도로포장 공사에 참여

하기 위해선 이와 관련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란 서울시 도로포장에 

참여하는 품질관리 기술자는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도로포장 전문 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장도로의 시공품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서울 도로의 현실에 맞게 도로포장 

수준을 높이고 유지관리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도로파손)을 줄여나가기 위해 

시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아스팔트 10계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공사 입찰 공고시 현장설명서, 시방서에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도록 명기해 발주하고, 

공사 착공 단계에선 착공서류에 교육수료증 및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포함하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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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어기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서울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강

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발주

되는 서울시내 포장도로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감리원, 포장장비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를 실시하고, 7월말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장시공 기술자 교육은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2주)과 포장기능원 과정(2일)  2가지로 진행

된다. 교육내용은 ▴서울시 도로포장 정책 ▴아

스팔트 포장 유지관리 ▴포장시공 아스팔트 포장 

장비 이해 등이다.

 교육을 이수한 포장시공 기술자에겐 수료증 및 

이수증이 발급되며, 교육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 포장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포장시공기술자는 

건설기술교육원(http://www.kicte.or.kr)으로 신청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 도로사업소, 자치구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한다. 

 관리자 교육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3일 과정으로 연간 총 5회 이뤄지며, 이론교육과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도로관리과 (02)2133-8183〕

공사 ․ 용역 ․ 물품 발주계획 공개

 서울시가 올 한해 2조 5,837억 원 규모의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5억 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3억 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로, 총 1,532건이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모든 주요 발주계획을 

한꺼번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입찰참여 업체들

에게 충분한 참여와 준비기회를 보장하고 공사와 

용역 품질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공개된 발주계획을 보면▴토목공사 227건 

3,913억 원 ▴건축공사 59건 1조 4,570억 원 

▴조경공사 9건 49억 원 ▴설비공사 153건 

2,991억원 ▴용역 320건 2,502억원 ▴물품 764건 

1,812억 원이다.

  공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분야별 정보→세금․재정․계약→계약→조회서비스

→발주계획 순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항목은 분야, 사업명, 사업비, 발주시기, 

발주기관, 전화번호 등 6개로, 엑셀파일로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발주계획이 변경되거나 신규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월별로 

업데이트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약심사과 (02)2133-3306〕 

서울시, 전국 최저 연 1.75%로 태양광 발전 지원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태양광 설비용량 

15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

자에게 올 한해 동안 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설치비의 60% 이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4년부터는 시민경제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 이율을 전국 최저수준인 

연 1.75%로 대폭 인하해 지원한다.

  * ‘12년 2.5% → ’13년 2.0% → ‘14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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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건물의 옥상 등을 활용한 

150kW 이하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자

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민간 분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서울시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이 ‘12년 

29개소에서 ’13년 100개소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시는 ‘12년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발전사업자

에게 저리융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31개 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으로 총 12억

2천7백만 원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였다.

 융자 기간은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1.75%이며, 융자지원 추천

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다.

 구체적인 융자지원 규모와 세부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 → 고시 

․  공고에 게시되어 있다.

〔녹색에너지과 (02)2133-3566〕

지하철 7호선연장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승소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

공사 4개 공구(온수역~부천시 상동)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

사와 그 밖의 컨소시엄업체 등 12개 대형건설사

들을 상대로 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

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09.2.12 대법원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입찰담합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10.7.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법정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입찰담합 공동행위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한 결과 손해추정액인 27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전부 인용하여 서울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하여 법원이 발주

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서울시는 대형건설사 및 대형로펌을 상대로 오랜 

노력 끝에 입찰담합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02)772-7131〕

불량 아스팔트 납품업체에 재시공비 징수 

 도로포장 공사에 아스팔트 등 불량 재료를 납품

하면 해당 업체가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전액을 

부담해야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지난 ‘12년 2월 도로포장

공사에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한 A업체에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조치를 

내린 후 해당 업체가 시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13년 6월)에서 서울시 

공사 시방서는 계약상 서류이고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상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후 항소심(’13년 2월)에서도 

A업체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A업체는 서울시가 지난 ‘11년 10월~11월 시공한 

사가정로, 독서당길, 광나루길 등 도로포장공사에 

조달청 및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한 것으로 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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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드러났다. A업체가 납품한 아스팔트는 서울

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한 두 번의 품질 시험 

모두 불합격 받았다.

 불합격된 아스콘은 총 2,039톤, 시공된 면적은 

12,737㎡, 총 공사비는 2억6,3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을 규정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 전 ․후 품질검사를 실시, 포장도로의 

조기 파손을 예장하고 있고, 불합격 자재를 납품

한 경우 업체에서 재시공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아스팔트 10계명’에 따라 

자재 납품업체와 시공사에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 

요구와 관리감독을 실시해 서울 시내 도로포장 

공사에 더 이상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며 A업체와 같이 

불량 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선 철거비 ․ 재

시공비 전액 부담은 물론 앞으로 시에서 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원스트

라이크 아웃제’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02)2133-8170〕

정부, 합동 턴키 담합 ․ 비리 근절대책 추진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 ․ 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

기술력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 최근 5년(‘08~’12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7%(2,236/2,924억불)가 턴키공사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턴키 담합․
비리로 인해 이러한 성과보다는 턴키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10.1),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도입(’12.5) 등 그간 턴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담합,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 턴키담합 ․ 비리 사건이 최근에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정 ․ 투명한 턴키 

입찰제도 구축’을 정책목표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제도의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담합 방지

 ①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조정

 ② 부실설계업체 감점부과

 ③ 가격담합 방지 위해 가격평가방식 개선

 ④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 운영

▴ 비리 방지

 ①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강제차등 확대

 ② 심의위원 임명시점 탄력운영

 ③ 경험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심의 위탁 활성화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

는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턴키 담합 ․ 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

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

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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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 ․ 고시한다고 밝혔다.

 * (법률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추가 지정 인증기관]

연번 명  칭 대표자

1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이호진

2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희

3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손학식

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식회사 김익수

5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권진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

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등급화

(10개 등급)하는 제도

 ※ ‘01년부터 운영하여 ‘13년까지 총 2,121건 인증

    (예비인증 1,513건, 본인증 608건)

 현재는 4개 인증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

시설안전공단,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담당

하고 있으나,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9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 

및 향후 에너지 소비 증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증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

기관은 부족하여 인증지연이 우려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인증처리 지연 등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와 인증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및 신규 인증 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한 후 이르면 

2월말부터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8]

세계 최대 3차원 비정형 건축물 DDP 공개

 서울시는 연면적 86,575㎡에 달하는 세계 최

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인 동대문디자

인플라자(DDP) 건설공사를 지난 11월 30일  

완료하고 내부 콘텐츠 구축 후 2014년 3월 

21일 개관할 예정으로 내․외부를 공개하였다. 

  

 DDP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2004년 건축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이라크 출신인 

영국 건축가 자하하디드가 국제현상설계 공모

에서 1등으로 수상한 작품으로 설계되었다.

 자하하디드가 제안한 DDP설계안인 ‘환유의 

풍경’은 동대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 
문화적 ․ 사회적 ․ 경제적 토대 위에 새로운 미래적 

가치와 비전을 더한 동대문의 새 풍경을 담고 

있으며 동대문의 역동성에 주목해 곡선과 곡면, 

비대칭과 비정형으로 이뤄진 특유의 건축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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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과 인공물이 이음새없이 이어지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DDP는 메가트러스(Mega-Truss, 초대형 지붕

트러스), 스페이스프레임(Space frame, 3차원배열) 

구조가 적용되어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최소한의 

기둥만을 적용하여 공간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특별한 조형미도 갖추었다.

 DDP의 외부는 3차원 비정형으로 동일한 모양이 

하나도 없는 45,133장의 각기 다른 알루미늄 패널로 

전체를 감쌌으며, 내부는 내화성능이 우수한 자재와 

친환경 제품으로 마감되었다.

 내부는 파격적인 곡선의 3차원 비정형 형태의 

외관과 같이 3차원 비정형 모양으로 설계되어 

각각의 공간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직선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비정형 곡선으로 마치 물 흐르

듯이 연결되었으며, 마감은 친환경 마감자재인 

천연 석고보드, GRG(Glassfiber Reinforced 

Gypsumboard, 천연석고에 유리섬유 보강), 

코튼흡음재 등으로 시공되었다.

 DDP의 외부 연결브릿지, 외부 계단 및 램프, 

지하편의시설, 전시프라자, 디자인정보센터 

도서관 중층 브릿지 등은 내외장 표면을 콘크

리트 자체만으로 마감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인 

노출콘크리트로 건물 표면을 마감해 3차원 이중 

곡면의 세련된 느낌을 더했다.

 

 상상의 건축물을 현실로 구현한 DDP는 세계 

최고의 복합기술이 결합된 서울을 상징하는 대

표적인 건축물로,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디자인(Design with People)’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새로운 생각, 다양한 인재,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며 세계 디자인의 트렌드와 디자인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장이자 대한민국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나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423)〕

법령정보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사회복지시설, 전

통시장, 건축물, 옹벽,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1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시행: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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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

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 현재 내진성능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리주체가  

   필요시 선택과업으로 실시

  -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300만원)

2.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

(안 제33조의 4)

 ○ 1 ․ 2종 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

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은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서민

생활 밀접시설 무상 안전점검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21조의2(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신설

  ① 법 20조의3제1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 사회경제적 지표 

등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2. 교통량,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및 현황 자료

   3. 수요분석 및 예측의 방법, 수요예측 결과 

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자료

   4. 대안의 제시 및 검토 등을 수행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령 제62호, 2014.1.17.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0]

1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회의록 → 

     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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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0차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내구성조사를 토대로 구조물 잔존수명 평가와 

그에 대한 대비책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제시할 것 

○ 교량받침은 가동여유량이 부족한 교량받침이 

조사되었으나, 검토결과에서는 누락되었으며, 

일부구간 연단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

었는바, 발생시기 및 발생원인 등을 제시할 것

○ 콘크리트 균열깊이 측정의 전차 진단(2009년)과 

금회 진단(2013년)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전차 진단 시 조사 및 시험위치를 도면에 

표기하고 부위별 균열깊이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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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및 시험위치를 비교·분석하여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제192차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기본 

설계용역 설계심의(재심의)

○ 가시설 설계에서 허용응력 산정은 가시설 구조물

(1.5)과 부재반복 사용 및 장기사용을 고려한 

허용응력 저감계수(0.9)를 적용하였으나, 도심지 

공사의 특성상 공사지연이 우려되므로 도로

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10) 7-7 흙막이 가시설 

설계 기준에 의거하여 재사용 강재 및 신강재 

가시설 사용기간 2년 이상의 경우 도로교 

설계기준 값을 적용하여 설계할 것

○ 지하철 8호선 내부 불연 FRP보강은 보강의 

효율성보다는 보강과정에서 설치되는 앵커

볼트 등에 의한 구조부재의 손상과 장기적

으로 콘크리트 구조면을 직접 점검할 수 없게 

되므로 적용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 본 사업은 지하철 8호선 본선구간 상부를 

근접굴착 시공으로 공사중 또는 공사완료 

후 부력발생 등 지하철 구조물의 구조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용공법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기본설계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할 것

■ 제193차 노원교 연결램프 설치 및 수락고가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상부구조의 구조안전성 관련 확폭 설계시 

검토토록 다음내용을 과업내용서에 보완

   - 현재 교량구조물의 구조성능 평가(내하력 

평가)가 선행

   - 확폭구간과 접합되는 서울방향 교폭 끝단

(연석부)과 새로 확폭되는 구간 접합부에서 교축

직각방향으로의 주철근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구조성능 및 사용성 평가 만족 여부 확인

   - 확장시에는 거더 4개의 바닥판 구간에서 

3차선 활하중을 부담하게 되는데 활하중 

추가 부담에 따른 구조검토

○ 기존 교량에 대한 확장 차선을 바로 맞붙여 

시공해야 하는 현장특성상 기존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제원을 측량에 의하여 조사

내용을 과업내용서 전반에 보완

   - 조사업무 부분 “기존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와 

제원에 대한 측량 시행”

   - 설계업무 부분 “기존 구조물에 대한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추진”

   - 성과품 작성 부분 “기존구조물의 위치와 

제원 측량결과 명시”

○ 인력투입현황[참여기술자(명단포함)]에 참여

기술자 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일 

작업일지를 작성토록 과업내용서 보완

○ 하도급 관련 사항 및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의 지하시설물도 

제공, 성과품의 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 과업

내용을 보완할 것

■ 제194차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보완) 설계심의

○ 본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 설계여건에 

맞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울

특별시 전문시방서 관련조항을 공사시방서에 

그대로 이기 작성하는 등 공사시방서가 미

흡하니, 공사시방서를 전면 재작성할 것

○ 시점부 인접 주택가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소음, 

진동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및 민원발생예방 

관련 설계를 보완할 것

   - 방배동측 터널 진출입부 저소음포장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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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검토와 대책 강구 필요

   - 근접된 병설터널 구조물의 진동기준치, 소음치 

등에 대한 설정 근거와 내용 보완 필요

○ 공사중 터널굴착시 발생암 매각 계획 등이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

○ 명달교차로 신호현시설계에 대해 최적화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 터널해석과 관련하여 수치해석 및 내진해석 

등 설계를 보완할 것

   - 표준지보타입별 수치해석을 철저히 시행하여 

공사 시 현장여건 변동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방규정 등 보완 필요

   - 터널해석과 관련하여 지반물성산정 근거 제시와 

내진해석 관련 근거 등 설계보완 필요

■ 제1차 불광천 1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102,103보강방안으로 단면을 확대하여 보강

하는 것은 단부 강성확보 등에 적정하나, 시공 시 

신축장치의 규격 및 설계유간이 필요하므로 보강

개요도에 추가하여 명시하고, 단부 구조검토를 

추가하여 보강철근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

○ 불광천1복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에서 수리

검토 과업이 제외되었으나 시설물 특성상 

하천의 홍수위 및 통수능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암거내에 단면변화, 오수

암거, 오․우수 분리벽 설치 등 통수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들로 인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시점

부의 0.16m, 암거 일부 구간의 0.3m 이하의 

여유고를 나타낸 것은 암거내 통수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월류의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으므로 수리검토를 보완할 것

○ 조사된 0.3㎜이상의 균열에 대해서는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번호별 구조물 균열 

최끝지점에 지워지지 않도록 착색 및 번호를 

표시하고, 정기점검시 점검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균열 관리번호에 따른 별도 외관조사

망도를 작성하여 균열의 진행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할 것

○ Type1-11구간 주철근간격이 복원도면 100 

배근간격조사에서 125이므로 전차용역의 주

철근간격을 재확인하여 탐사결과가 125로 

추정되면 복원도면 수정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 제2차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기본설계심의

○ 경부선 철도 통과구간에 대한 비굴착공법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통해 공법 선정이 필요하며, 공법 선정후 실시

설계를 추진할 것

○ 비굴착공법은 강관의 변위 및 구조물의 부등

침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밀시공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기본설계 단계에서 비굴착 

공법에 대한 시방기준을 제시할 것

○ 또한 철도 횡단구간(비굴착 구간)에 대하여 

정밀한 계측계획을 수립하고, 계측위치 등을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여 향후 시공과정에서 

안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제3차 구룡터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재심의)

○ 청담2교 교대 A2 흉벽부 철근 노출 구간에 

대하여는 철근노출의 원인이 부적절한 신축

이음장치 선정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곤란하

였던 것인지 확인하고 향후 신축장치 교체시 

보수한다면 적합한 신축이음장치는 무엇인지 

제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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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터널의 하행선 덕트슬래브는 다웰바를 

시공하여 라이닝벽체와 구조적으로 구속된 

여건이 아님에도 안전성 검토시 모델링을 

살펴보면 라이닝과 일체로 거동하는 해석을 

실시한 바 현장 조건과 구조해석 조건을 일치

시켜 변경해석을 수행할 것

○ 향후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

보강공법 등에 대한 이력관리 내역(기간, 규모, 

공법, 시공자 등)을 보고서에 명확히 제시할 것

■ 제4차 여의교 확장 기본설계심의

○ 교대2 부분은 지하철 샛강역사와 간섭되는 

부분으로 샛강역사의 안정성 검토는 물론 교대2 

구조물 안정성을 검토할 것

○ 여의오거리의 개선안으로 현재 3차로 일방통행

으로 운영되는 여의동로(윤중중학교앞 교차로

∼지적공사앞 교차로∼수정아파트앞 교차로)

구간이 교통량이 적고 용량에 여유가 있으므로 

이 구간을 양방으로 변경하여 교통량을 분산

시키는 대안이 더 실효성이 있으므로 재검토 

할 것

○ 기존교량에 대해 실시한 측량성과와 신설

교량의 측량성과를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하되, 신설교량의 종평면도는 지형 현황 측량

성과표를 토대로 작성하고, 설계도면에 평면

좌표를 제시할 것

■ 제7차 서울시립대 음악관 신축공사 기본설계심의 

○ 지상3층의 홀1과 홀2 간의 라운드 경계벽은 

실내외의 외벽인 유리벽이므로 사용재료를 

명기하고 내외부의 단열성능 확보여부와 결로 

방지 검토할 것

○ 콘크리트 강도 재검토 할 것

   - 해석근거에는 Fck= 24MPa이나 구조개요와 

도면에는 27MPa로 표기되어 있음. 건물

규모를 감안하면 Fck= 24MPa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구조계산서에 기초해석 내용과 결과를 제시

할 것(지내력 포함)

○ 기계 설비 계획 관련 콘서트홀 기본계획 누락 

되었으니 보완할 것

○ 레슨실의 환기유닛의 시스템은 사용시간, 덕트

루트길이, 사용자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 암반굴착 공법으로 무진동 굴착공법(전력충격 

파암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도면 작성됨 

굴착공법 적용시에는 소음․진동 영향검토를 

수행하고, 다른 발파공법,기계굴착 등과 비교 

검토하여 시공성,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최적공법을 선정할 것

○ 전력, 정보통신등 기존망과의 연결점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연결점부터 건물 인입점까지의 

경로와 공사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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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강관 및 FC플레이트 압입 후 본구조물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하는 비개착 지하구조물 시공방법(제716호)

(보호기간 :  2013. 12. 09 ~ 2018. 12. 0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  위 

     지하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전량 회수가 가능한 각형강관들에 의해 지반보강 후 유압잭으로 추진 

또는 견인되는 지하구조물에 의해 FC플레이트로 절연된 각형강관 지지 구조체와 지지 구조체 내부의 

지반을 굴착작업 없이 치환할 수 있는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

  (2) 내  용 

      이 신기술은 추진 또는 견인 하려는 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지반에 압입된 각형강관들에 의해 사각

형의 지지 구조체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 구조체를 추진 또는 견인하여 지반 굴착작업 없이 사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의 지반을 콘크리트 구조체로 치환하는 경제적인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이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형강관의 압입시에 지반과 

강관을 절연시키는 FC플레이트(Friction-Cut plate)를 동시시공하며, 사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를 흙막이 

시공하여 유압잭에 의해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으로 흙막이 시공된 내부 토사를 굴착작업 

없이 구조체로 치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지 구조체를 구성하였던 

각형강관을 전량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지하구조물의 외형에 부합되도록 파이프루프용 각관을 지중

으로 압입 및 추진하여 지반을 선 보강하고, 발진부에서 

제작·양생된 구조물을 유압잭 시스템에 의해 추진 또는 견인

하여 각관, 각관루프 내부의 토사 및 토류부재를 밀어내면서 

제작된 구조물로 대체하는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

(SFT공법, Simple and Face-less method of 
construction of Tunnel)

[그림1] SFT공법 개념도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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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SFT공법 시공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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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기술 신기술(SFT공법)

안정성

. 협소구간 작업으로 작업자 안정성 미흡

. 내부굴착 시 슬라이딩에 의한 븡괴 위험

. 기계시공으로 인한 안정성 양호

. 내부굴착 작업이 없어 슬라이딩 발생 없음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처 및 시공사 공사기간 공사규모 및 특징 비고

1
낙동강 살리기 4공구

사업 중 화명지구 접근시설 
설치공사(화명지하보도)

부산광역시
낙동강 사업본부 /

중앙건설㈜ /
㈜특수건설

2012.02 
~

2012.12

 6.0m(폭)x4.1m(높이)x27.5m(연장)
 KTX를포함한 열차운행 최대 400회/일
 최소토피 F.L -0.84m

시공
완료

2
낙동강 살리기 4공구

사업 중 화명지구 접근시설 
설치공사(금곡지하보도)

부산광역시
낙동강 사업본부 /
㈜뉴월드건설산업 /

㈜특수건설

2012.03
 ~

2013.10

 6.0m(폭)x4.1m(높이)x18.0m(연장)
 KTX를포함한 열차운행 최대 400회/일
 최소토피 F.L -1.26m

시공
中

3
국도 2-25호선 대체우회

도로건설공사 중
진해선 통로박스

창원시청 /
롯데건설㈜ /
㈜특수건설

2012.06
 ~

2013.12

 10.7m(폭)x5.87m(높이)x10.8m(연장)
 무궁화를포함한 열차운행 최대 30회/일
 최소토피 F.L -0.64m

시공
中

4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 1공구노반실시설계 중
호저 및 만종 지하차도공사

한국철도
시설공단 /

KRTC

호저지하차도 : 최소토피 F.L -0.87m 
12.2m(폭)x7.35m(높이)x12.5m(연장)
만종지하차도 :최소토피 F.L -1.48m 
13.9m(폭)x4.9m(높이)x26.5m(연장)

실시
설계
완료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기존 기술대비 37.5%이상의 공사기간 단축효과가 있으며 12.3%~18.2%(설계가 직접

공사비)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시장성과 활용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SFT공법)추진된 각관을 회수하여 수리나 보수 후에 다시 재활용하게 되므로 경제성

이 뛰어나고 지중에 매몰되는 부재를 최소화하므로 친환경적이며, 내부굴착작업이 없으므로 안전

성이 향상되고 CO2 발생량을 최소화한 친환경·저탄소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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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기술 신기술(SFT공법)

작업성

. 강관내 용접 및 철근배근으로 작업성 결여

. 품질관리 불량

. 외부 작업장 작업으로 작업성 양호

. 품질관리 용이 

경제성 . 신기술 대비 112.3% ~ 118.2% . 100%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SFT공법) ① 저토피 시공, ② 경제적 시공, ③ 친환경·저탄소 시공, ④ 고안전 시공, 

⑤ 공기단축 시공으로 기존기술에 비하여 비개착 공사구간 시공이 매우 효과적이므로 공사영역 

확대가 전망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SFT공법)은 기존기술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외기술 대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표 1] 기존기술 대비 이 신기술(SFT)의 설계가 직접공사비 비교

       

구분 기존기술 A 기존기술 B 기존기술 C 기존기술 D 신기술
(SFT 공법) 비 고

직접공사비 17.3억 17.8억 18.2억 17,5억 15.4억
12.3~18.2%

절감효과
공사비 비율 112.3% 115.6% 118.2% 113.6% 100%

       * 지하보도 폭 6.0m, 높이 4.1m, 연장 27.5m를 기준으로 비교                                   

               

    (2) 공사비

       이 신기술(SFT)은 공정의 단순화, 기계화 시공 및 동시작업으로 인하여 37.5%이상의 단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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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기존기술 대비 신기술(SFT)의 공사기간 비교

구분 기존기술 A 기존기술 B 기존기술 C 기존기술 D 신기술
(SFT 공법) 비 고

공사기간 12개월 12개월 11개월 12개월 8개월
37.5~50.0%

절감효과
공사기간 비율 150.0% 150.0% 137.5% 150.0% 100%

    (3) 유지관리비

       [표 3] 기존기술 대비 신기술(SFT)의 수명주기(LCC) 비교- 제품수명 20년기준

구분 기존기술 A 기존기술 B 기존기술 C 기존기술 D 신기술
(SFT 공법) 비 고

원가

항목

취득원가 26.9억 26.7억 27.8억 26.8억 23.7억

사용원가  1.2억  1.3억  1.5억  1.5억  1.1억

폐기 및 매각  0.6억  0.5억  0.5억  0.5억  0.4억

합 계 28.7억 28.6억 29.8억 28.8억 2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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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SFT공법)기존기술과 달리 추진된 각관을 회수하여 수리나 보수 후에 다시 재활용

하게 되므로 지중에 매몰되는 부재를 최소화하므로 친환경적이며, 내부굴착작업이 없으므로 안전성이 

향상되고 CO2 발생량을 최소화한 친환경·저탄소공법이다.

       또한, 공정의 단순화, 기계화 시공 및 동시작업으로 인하여 37.5%이상 단축으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저토피 시공으로 인한 선형완화로 연결구간 시공 시 경제성이 우수하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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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E.D.C.S)(제717호)

(보호기간 :  2013. 12. 19 ~ 2018. 12. 18)

1. 신기술의 내용 

신기술 개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절단은 개발된 고효율 입체비드 와이어쏘를 이용해서 절단하고 절단 시 

발생되는 분진은 친환경 자주식 집진장치에서 처리되는 건식 절단해체공법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  위

     S자형 입체비드, 밀착형 스프링구조 및 변단면 비드를 갖는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와 자주식 분진 

집진장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S자형 입체비드, 밀착형 스프링구조 및 변단면 비드를 갖는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와 

자주식 분진집진장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절단공법이다. (E.D.C.S,

   Eco Diamond Cut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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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구동장치 설치 ② 절단풀리 시스템 설치 ③ 와이어쏘 거치

와이어쏘 구동장치 설치
절단풀리시스템 및 

포집시스템 설치

건식절단용 와이어쏘 

구동장치 및 부재에 거치

④ 집진커버 부착 ⑤ 집진장치 연결 ⑥ 절단시스템 가동

분진의 비산방지 및 원활한 

이송을 위한 집진커버 설치

절단분진의 수거를 위한 

집진장치 설치

절단을 위한 구동장치 및 

집진장치의 가동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금액)
특징

1
분절형 거더 교량 구조체 
건식절단공사

인터컨스텍(주)
09.01.21 - 

09.1.23
12,650,000원

명지대학교 하이브리드 구조 실
험센터 개관실험 적용

2

고속국도 1호선 기흥∼판
교확장공사(제2공구) 중 기
존교량 철거공사

한국도로공사
07.11.05 - 
09.12.31

429,000,000원
설계 변경 사례
(습식공법 →  E.D.C.S공법)

3
수원천복개복원사업 
구조물철거

수원시
09.09.03 - 
10.12.31

2,467,300,000원
도심지 하천 복원 사업
복개구조물 절단 해체공사

4
시흥대교확장공사 중
기존교량 철거공사

광명시
10.10.06 - 
13.05.15

1,103,300,000원
하부 하천 통과로 수질보호
차원에서 건식절단 

5
굴포교 가설공사 중 
구굴포교 철거공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11.05.24 - 
11.12.30

534,000,000원
경인운하에 위치한 교량으로 수
질보호차원에서 건식 절단

6

담양댐 둑 높이기 사업 토
목공사현장 취수탑 및 연결
교량 철거공사

농어촌공사
12.04.12 - 
13.06.15

261,800,000
담양댐 내의 취수탑 철거공사로
써 수질보호차원에서 건식 절단

7
대전유성천변교 난간
절단공사

대전시청
12.10.30 - 
13.01.31

202,000,000원
대전 유성천변교에 있는 교량으
로써 수질보호차원에서 건식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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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1세대 방식인 습식공법과 2세대방식인 강제공랭식공법(일본)의 문제점을 모두 개선한 어떠한 냉각

수단도 필요 없는 3세대 절단해체공법인 E.D.C.S 공법(無냉각식 절단 공법) 개발로 세계 건설해체

시장을 선도하고 아울러 선진외국 기술의 성능을 뛰어넘는 친환경 해체기술 개발로 해양, 토목, 철도, 

건축, 원전 분야 등 국내 구조물해체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건설 해체시장에서도 그 적용이 점점 확대

되리라 전망됨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E.D.C.S

공법
강제공랭식

공법

환경성(tCO2/year) 1.24 4.63

경제성(원) 553,694 636,838

내구수명() 1.33 0.75

시공속도(min/) 14.4 16.8

에너지효율
(KWh/year)

2,592 9,251
  

    국내 도입된 일본의 강제공랭식공법과 비교하면 환경, 경제성, 수명, 시공속도, 에너지 효율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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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 국내 도입된 선진기술 비교 성능 향상으로 공사비 및 공기 절감으로 국가예산 절감

     ▢ 환경오염 최소화로 해체산업의 이미지 제고 및 공사민원 발생 저감

     ▢ 에너지 절감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합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   분 신기술(원/m2)

재료비 330,037

노무비 101,699

경  비 87,355

합  계 519,091

* 사단법인 동양경제 정보연구소 분석

     

       

   (2) 공사비

   

   (3) 공사기간

구    분 공기단축 비   고

절단속도향상 12%
강제공랭식공법 비교

장비설치시간단축 3%

최소 15% 공기단축
절단면 이동 및 와이어쏘 끼임 현상을 

고려하면 최대 46% 공기단축가능

   (4) 유지관리비

      해체산업의 특성상 유지관리는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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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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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에 불고 있는 BIM 움직임

BIM 이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형상정보를 표현하는 기술로서 시각적 만족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형상정보에 형상을 이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속성정보들을 포함시킬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BIM 

기술이 이제는 토목분야(도로, 교량, 터널, 철도 등)

에서도 활용되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토목시설물

(교량, 철도, 하천, 댐 등) 발주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철도, 발전소 등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해외 BIM 적용 현황

￭ 싱가폴

 싱가폴은 BIM 기술을 국가가 주도하여 체계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BCA(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에서 BIM 추진 로드맵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BIM 펀드를 조성하여 BIM 기술을 적용

하는 업체에 지원하여 실질적인 적용을 유도하고 

있다. 2012년  168개 업체에  각 5만 달 러

를 지 원 한 바 있으며, BIM 교육비용, 하드웨

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

다. 또한 업체당 최대 3회까지 프로젝트 협업시

에는 최대 35,0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싱가폴 건설업체인 Swee Hong은 LAT(Land 

Transport Authority)에서 발주한 지하철 발주

공사에 BIM을 적용하여 정확한 물량산출을 통해 

입찰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공법검토, 교통 시뮬

레이션, 각종 지장물(전기, 가스, 상하수도 관거) 

등에 대한 간섭검토를 수행한 바 있다. 모델링 

수준은 시공 상세도 수준의 철근 모델링, 완성된 

모델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가시설물 모델링, 

콘크리트와 철근은 100% 물량 산출을 위한 수준

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여 입찰에 활용하였다.

￭ 네팔

 네팔의 카트만두 서쪽에 위치한 Middle Marsyangdi 

발전소 프로젝트는 댐, 지하통로, 6km 길이의 

도수로, 여러 서비스 건물 등 다양한 구조물들

이 지상과 지하에 놓이는 형태로 시공 단계별로 

각 구조물의 정확한 접속이 요구되는 공사이다. 

이를 위해 DYWDAG International에서는 프로

젝트 계획단계에서 BIM을 적용하여 복잡한 구조물

들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간섭 체크 및 시설물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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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등 시공성 검토와 토공, 콘크리트, 철근의 

수량 등을 산출한 바 있다.

￭ 독일

 독일에서는 A98 및 A861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 

설치된, 상부 구조물이 57.15도 사각을 가진 

복잡한 형상의 아치교 설계 및 시공에 BIM을 

적용하여 기존의 설계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구조형상과 철근에 대한 정보를 BIM 모델로 

시각화하고 시공에 활용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표면의 모델링 및 지형분석을 통해 말뚝의 공법 

등을 결정하고 2D도면의 오류검증 및 콘크리트 

물량 산출과 교량 말뚝, 지형과 하부의 말뚝

기초도 같이 모델링하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간섭 등의 문제를 미리 검토하였다.

 

bSI(buildingSMART International)의 토목분야 논의

 bSI는 설계사, 시공사, CAD 개발사,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표준화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bSI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와 같은 비영리 단체로서 조직의 

공통운영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표준의 

개발비용은 각 참여자가 각각 조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데이터 모델 표준인 

STEP 표준을 중심으로 3차원 CAD 형상정보 

가시화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표준화의 방향은 

BIM의 확대 개발에 따라 프로세스 표준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bSI에서도 토목분야에 BIM을 적용하기 위한 

표준 개발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토목

분야의 BIM 표준 개발을 위해 북유럽(Nordic) 

building SMART 지부에서는 “OpenINFRA : 

buildingSAMRT MVD for LandXML v1.2”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이다.

연구원의 연구내용

2012년 토목엔지니어링업체 25개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기술수준조사에서 보면 BIM의 인식도 및 

향후 활용성에 대해 조사 대상자 80% 이상이 

BIM 기술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많이 활용될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BIM 활성화를 저해

하는 요인으로는 BIM 추진 정책 부재, 가이드 및 

표준 미비 등을 예로 든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도로, 교량, 터널시설물을 대상으로 BIM 정보

모델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BIM 성과물의 검증 및 활용 체계 연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목

분야 정보모델 개발과 함께 bSI에 프로젝트 제안 및 

승인을 통해 국제 표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국토연구원, 도로정책 Br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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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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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  고

용역

발주

심의

193
노원교 연결램프 설치 및 

수락고가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 도로확장 폭 6차로

․ 연장 770m

13,400

(348)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92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기본설계 재심의)

․ 지하1층(19,797㎡)

․ 버스환승정류장 및 버스주차장

107,900

(1,908)

조건부

채택
토목

194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보완)용역

․ 도로개설 B=40m(8차로), L=1.28km

․ 터널 L=355.0m

68,800

(408)

조건부

채택
토목

2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 도로개설 452m(지하차도290m)

45,124

(723)

조건부

채택
토목

4 여의교 확장
․ 교량확장 : 8차→9차로(폭 36m→  

         43.5m), 연장 240m

5,973

(302)
재심의 토목

7
서울시립대 음악관 

신축공사

․ 지하1 / 지상4층

․ 연면적 4,539.99㎡

11,643

(490)

조건부

채택
건축

정 밀

안 전

진 단

심 의

190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본교 : 폭20~27m, 연장 5,962m

․ 램프 : 폭7m, 연장 4,077m
(769)

조건부

채택
토목

1
불광천1복개 정밀안전진단 및 

녹번천복개 정밀점검용역

․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 폭 8~24m, 연장 2,866m
(324)

원안

통과
토목

3
구룡터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구룡터널, 청담2교 정밀안전진단

․ 연장 1,680m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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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

건     축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공사(증축) 등 20건

1,581 1,360

교 통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7건

1,197 1,102

기 계 설 비
서울대공원 공동구내 관로 점검용역 등 
2건

109 81

기 타
서울시립대학교(기숙사 증축)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3건

271 270

도 로
안양천변 임시주차장 설치 기본설계용역 
등 3건

364 327

상 하 수 도 
북가좌2동 침수해소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등 5건

4,695 4,222

소 방
서남권 글로벌센터 개보수공사 
소방감리용역 등 2건

52 47

전 기 통 신
신이문 빗물 펌프장 증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등 6건

313 140

조 경
인왕산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85건

2,029 1,951

지 하 철
2014년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책임감리용역 

1,581 1,574

하 천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건

301 275

 계 136건 12,493 11,349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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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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제32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일정 >

필기,면접시험
원서접수
(동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인 터 넷

2.10～2.19 3.15 4.16 4.26~4.27 5.2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q-net.or.kr]

< 경 제 용 어 > 

다보스포럼(Davos Forum)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간회의로 1971년 하버드대 클라우스 슈밥이 창립

했다.

 정식 명칭은 세계경제포럼이지만 스위스 다보스

에서 매년 초 총회가 열러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세계의 정계·재계·언론계·학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 

있는 유엔 비정부 자문기구로 성장했다.

 세계경제포럼 산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

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 등을 통해 세계의 경제

정책 및 투자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화와 시장개방을 주도하는 대표적 단체로 

최근에는 반(反)세계화주의자들의 주요 표적이 돼 왔다.

 세계 1000대 대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 

회원으로 참가하려면 연간 매출액이 7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하고 매년 1만3000달러의 회비와 2만 달러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

 그만큼 대기업 위주이고 참가 자격도 까다로워   

'영리적이고 폐쇄적인 사교모임'이라는 비난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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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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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