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구 ‘기술정보’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조감도

Contents
02 칼 럼 

- 도심지 지반침하, 싱크홀(Sinkhole)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이대영

○ 기술 동향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설계 당선작 선정

○ 법령정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5월에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 소개

 ○ 4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07 지식정보 

○ 제도 ․ 소식 

  - 서울시, 2014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개선

  - 재난 ․ 안전 66개 분야 세분화로 관리 강화

  - 재난 ․ 안전사고 예방 ‘공동구’ 모의훈련 확대

  - 택시로 도로 위 ‘포트홀’ 신속 처리

  - 서울시-한국도로공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교류

  - 서울시 건설현장, ‘불편’ 대신 ‘녹지 ․ 편의’

  -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시행

  - 마곡지구, ‘물순환 선도 도시 모델’ 조성

  - 정수장 자체기술진단으로 10년간 230억원 절감

  - 서울시, 국내 최초 하수에서 비료원료 회수

  - 서울시, 2018년까지 모든 공공조명 LED로 교체

  - 보도블록 공사 먼지 및 소음 저감 기술 개발

  -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5.7부터 의무화

21 건설신기술소개 

○ 제거식 네일과 제거식 강연선을 복합시킨 쏘일네일링 
공법(제724호) 

○ 물흐름센서, 온도센서, 발열선 및 모듈을 이용한 물 
배관 동파방지기술(제725호)

31 해외기술정보 

○ 독일 미래도로를 위한 연구과제

34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36 푸른세상 

○ 기술자격 정보
○ 컴퓨터/통신용어 「인터넷 리본(Internet ribbon)」

◎ 제225호 [2014년 5월호］ 

서울기술이야기  구 ‘기술정보’ 

월간 서울기술이야기 통권 제225호(2014. 5월호), 서울특별시 발행│발행인 : 박원순│편집인 : 최진선



- 2 -

1. 서 론 

 한밤중에 자고 있던 집이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지거나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아 달리던 차량이 순식

간에 땅속으로 사라지는 현상은 더 이상 영화나 소설 속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중국에서 직경 60m, 깊이 20m 규모의 싱크홀(sinkhole)이 발생하여 가옥 11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3년 12월 미국 하와이의 한 도로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하여 픽업트럭을 몰

고 지나가던 여성운전자가 이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반침하의 일종인 싱크홀은 지표아래 석회질 기반암의 용해로 인해 지표가 침하되는 자연적인 요인과 

도시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매설관의 노후화와 파손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요인으로 구분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불행히도 싱크홀은 대부분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며,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구집중과 도심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대도시의 경우 싱크홀을 

비롯한 지반침하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싱크홀(sinkhole) 발생원인

 싱크홀은 일반적으로 지표아래에 소금층, 석고층, 석회암으로 구성된 기반암이 지하수의 이동으로 

인해 물에 용해되면서 지반 내에 빈공간이 발생하여 지표층이 침하되거나 함몰되는 현상이다. 

 석회암내의 지하수는 약산성을 띠며, 싱크홀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는 

유기질성분의 점토, 모래, 토양으로 스며들어 산성화되어 암반으로 스며든다. 약산성의 지하수는 지반

아래 형성되어 있는 석회암을 용해시켜 석회암층에 커다란 균열이나 공동을 생성시킨다. 석회암층의 

공동이 점차 위로 커지면서 모래와 점토층이 더 이상 지반의 무게를 지지하지 못하게 되어 지반이 붕괴

된다. 

 한편 지하수의 감소 또한 싱크홀의 원인이 된다. 지하수 유출로 인해 지하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땅

속의 지하수가 감당하던 압력을 땅속 공간이 받게 되면서 지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그림 1)

  도심지 지반침하, 싱크홀(Sinkhole) 

    이 대 영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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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싱크홀 형성(출처 http://www.swfwmd.state.fl.us)  

 인구밀집과 고층건물, 지하철, 상 ‧ 하수도, 가스관 등 각종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에서 발생

하는 지반침하는 대형 참사의 위험성이 크다. 대도시의 싱크홀은 지하철 등 지하굴착공사 현장, 노후 

상 ‧ 하수도관이 통과하는 도로, 주택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2월 인천에서는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인 왕복 6차선 도로 중앙에 가로 11m, 세로 12m, 깊이 27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07년 미국 샌디에고 주택가에서도 도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주택 수 십여 채가 파손되었으며, 2013년 8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싱크홀로 인해 3층짜리 리조트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7년 과테말라에서는 너비 30m, 깊이 100m의 초대형 싱크홀로 

인해 20여 채의 집이 빨려 들어가고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3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고속도로 하부에 매설된 직경 3.6m의 노후 매설관 파손으로 싱크홀이 발생하여 달리던 차량이 매몰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림 2) 

그림 2. 관로노후화에 따른 싱크홀 발생(출처 http://www.ottawacitizen.com)



- 4 -

 도심지의 싱크홀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도로 및 지하철공사, 지하수 과다사용, 지하굴착 및 

발파충격, 땅속에 매설된 상 ․ 하수도관의 노후화와 외부충격으로 인한 파손 등이 싱크홀의 원인이 

된다. 특히 해빙기의 경우 지반침하, 구조물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겨우내 

한파로 얼었던 도로나 옹벽, 지반 등이 해빙기를 맞아 융해되면서 지반의 지지력 감소로 인해 침하 

및 붕괴사고가 발생한다.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국내에서 최근 7년간 총 67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장소별로는 절개지 36건(53%), 축대 · 옹벽 14건(21%), 건설공사장 

13건(20%) 기타 4건(6%)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인천지하철 공사장 싱크홀               그림 4. 미국 샌디에고 도로지반 침하

 

     

        그림 5. 미국 플로리다주 리조트 싱크홀               그림 6. 과테말라 도심 싱크홀  

 싱크홀과 같은 대규모 지반침하는 대부분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

하면 싱크홀 경고 사인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South Florida Management District)

  ▴ 나무, 벽, 울타리가 기울거나 쓰러질 때, 문이나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때

  ▴ 건물의 벽, 바닥, 도로에 균열 같은 구조적 손상이나 지표면에 균열이 발생할 때 

  ▴ 이전에 물이 고인 적이 없던 곳에 비온 후 작은 연못이 생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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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는 경우

  ▴ 지반에 좁고 깊은 형태의 수직구멍(굴뚝모양의)이 대수층 방향으로 생기는 경우  

3. 싱크홀 예측과 대응방안

 미국은 증발잔류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카르스트(karst)지형으로 싱크홀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

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의하면 잦은 강우와 습지가 많은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알라바마, 켄터키, 미

조리, 펜실바니아, 테네시, 텍사스 등 미국 전역에서 싱크홀을 비롯한 지반침하 발생이 증가하고 있

다. 미조리주에서는 최근 30년동안 싱크홀로 인한 붕괴가 160여 곳 이상 발생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잦은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싱크홀 발생지역의 

피해사례 조사를 통해 싱크홀 분포지도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7) 

          

        그림 7. 미조리주의 싱크홀 분포                그림 8. 플로리다주의 싱크홀 분포

 싱크홀의 발생이 잦은 플로리다 주에서는 싱크홀 발생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응 매뉴얼을 제시 하고 있다. 

  ▴ 지역담당 비상관리자에게 연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 어린이를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킨다. 

  ▴ 주변사람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싱크홀 주변에 차단막이나 경고표시를 한다.

  ▴ 싱크홀 발생으로 강과 호수, 지하수에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물관리국에 신고한다.

  ▴ 싱크홀의 확대되는(특히 건물, 정화조, 우물, 배수지 방향으로)징후를 모니터링 한다.

  ▴ 집의 벽이나 바닥에 발생한 균열의 폭을 측정하거나 크기를 기록한다.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경

우 수도, 가스, 전기를 차단하고 소방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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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의 크기가 작은 경우 깨끗한 모래로 구멍을 채운다. 

  ▴ 살충제나 폐기물이 싱크홀을 통해 쉽게 대수층으로 유입되어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배수시스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싱크홀은 대부분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싱크홀의 

전조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항공우주국(NASA)에서는 레이더와 인공위성으로 

지표면의 미세한 변화 측정을 통해 싱크홀의 전조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반

공학자들은 물리탐사기법과 지반조사장비를 이용한 지반특성 평가를 통해 싱크홀과의 상관관계를 규명

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싱크홀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인구와 각종 인프라가 밀집된 서울과 같은 도심의 

경우 상・하수도 매설관의 노후화,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의 위험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

으로 크다. 도심지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철저한 품질 및 안전관리, 

지하수 변동 모니터링, 노후 인프라교체 둥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집, 주변

건물, 도로의 균열이나 침하발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내에서도 과학적이고 정확한 원인

조사와 효율적인 사전보강ㆍ사후복구방법 개발, 싱크홀 예측 연구를 동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4. 맺음말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호우, 가뭄,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산사태, 구조물ㆍ지반붕괴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도심지 개발 등으로 인해 싱크홀과 같은 대규모 지반

침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도심지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심지 싱크홀과 같은 대규모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노후 

인프라의 교체 등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싱크홀과 같은 대규모 지반침하 발생 시 시민

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 작성과 예방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도시, 행복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해빙기 안전사고, 사소한 곳에 주의를” 소방방재청 SAFE KOREA (2014. 03) 

 - James E. Kaufmann (2007), Fact Sheet 2007-3060, U.S. Geological Survey

 - “Sinkholes.” South Florida Management District. http://www.swfwmd.state.fl.us 

 - Jacob Silverman, “How Sinkholes Work”, http://science.howstuffworks.com   

 - “Sinkhole Information for Lake Country Residents”. Florida Geologic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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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4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서울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2013년 준공된 건설공사 및 기술용역에 대한 시공

(용역)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 공고하였다.

 2013년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1.5억원 이상 용역업자, 

2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중 22개 특수공종에 대한 

책임감리용역업자를 평가대상으로, 공사 관련 7개 

업체, 설계용역 관련 6개 업체, 감리용역 관련 6개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전문분야별 시공 ․ 설계 ․ 감리 업체별로 시공(용역)

평가 점수에 하자발생, 하도급 위반여부, 기술개발 

투자비, ISO 인증 등 가 ․ 감점을 반영하고,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업체 중 상위 전문분야별 20%

범위 내에서 우수건설(용역)업자를 지정한다. 

 ‣ 우수건설업자 : 삼성물산(주)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설계용역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개선

 서울시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공사 중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등이 적정비용으로 전문

기관에서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은 시공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주요시기별 2~3회 

정도 실시하고,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

으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설계시 내역서에 안전관리비 반영이 미흡

하여 안전점검 부실이 우려되었고 또한 시공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선정하고 관리 ․ 통제함에 따라 

시공 중 잘못된 하자사항 은폐 발생 등 용역신뢰

성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단계

별로 안전점검비용 반영 및 시행계획 관리를 강화

하고 내실있는 건설공사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관련절차를 아래와 같이 

보완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관련부서와 사업소,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고 현재 진행중인 

설계 및 발주 예정인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

으며, 정기안전점검의 주체를 발주청으로 변경

하고 발주청이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 관계

법령을 종합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7〕

 

재난 ‧ 안전 66개 분야 세분화로 관리 강화

 서울시가 중장기의 예방적인 도시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풍수해, 기상이변 같은 자연재난,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은 물론, 시민 안전사고 등을 아우르는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했다. 

 이는 도시안전에 관한 서울시 최초의 법정 계획

으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재정비된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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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이번 기본계획안을 통해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8개 재난유형을 66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안전 대책 및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66개 분야 중에서도 풍수해, 산사태, 기상

이변(폭설‧폭염‧한파), 시설물 안전사고, 화재 등 17

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행정2부시장을 중심으로 43개 부서가 참여

하는 ‘컨트롤타워’인 ‘도시안전정책회의’와 ‘안전

관리계획 사전협의제도’도 운영한다.

 이들 조직은 총괄적인 평가‧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전체에 대한 연계성, 개별 계획에 대한 중복성 

등을 미리 검토해 대형복합재난 발생 시 협력‧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

한다.

 기본계획안은 크게 ①4대 추진전략과 ②66개 

분야 도시안전 종합대책으로 구성된다.

 4대 추친전략은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재난 

대비‧대응 태세 확립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참여‧소통으로 도시안전 강화가 골자다.

 66개 분야 도시안전 종합대책은 중점관리대상

(17개)과 일반관리대상(49개)으로 나뉜다. 큰 틀로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도시기반체계 보호 

▴안전사고 대책 등 4개 분야별로 구분된다.

 중점관리대상은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크고 

향후 집중적인 대비가 필요한 풍수해, 사면재해, 

기상이변, 시설물 안전사고, 화재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 마련을 위해 재난

사례 및 도시환경 분석 → 관계법규‧계획 분석 

→ 기본구상 및 전략 수립 → 종합대책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총 46개 관계기관 ‧
부서와 함께 총 17회의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향후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진행상황은 매년 

‘도시안전 백서’로 엮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

이다.

 아울러 이번 계획안 마련 중에 발굴된 도시안전 

핵심지표(▴침수 취약지역 해소 ▴공공시설 내진

성능 확보 ▴재난위험시설 해소 ▴화재현장 5분내 

도착율 ▴기초 소방시설 보급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도시안전과 (02)2133-8059〕

재난 ‧ 안전사고 예방 ‘공동구’모의훈련 확대

 서울시가 시내 6개 공동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 
안전사고 대비 모의훈련 횟수를 작년(33회)의 1.5배 

가까운 총 48회까지 확대한다.

 또한, 시에서 정한 중점 관리 재난인 화재 및 

불법침입훈련은 기존 공동구별로 연1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한다. 

 훈련유형도 기존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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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의 한 종류에서 올해부터는 실제 출동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실제 출동

훈련’과 지도상으로 하는 가상훈련인 ‘도상훈련’이 

추가된다.

 공동구는 통신선, 전력선 등 각종 전선과 수도관, 

난방관 등 여러 시설물을 도로 지하에 함께 매설

해 놓은 공간으로, 소위 현대사회의 ‘라이프라인’

으로 통한다.

 모의훈련 강화는 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된 

‘공동구 화재발생 대책’의 일환이며, 4월 17일 

서울시내 공동구에서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 

KT, 지역난방공사, 수도사업소 등 기타 관계 기

관이 합동으로 ‘화재대비 모의 합동훈련’이 실시

되었다.

   〔도시시설과 (02)2133-1675〕

택시로 도로 위 ‘포트홀’ 신속 처리

 서울시는 서울시내 도로에 발생하는 포트홀을 

좀 더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4월 10일 한국

스마트카드(T-money),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포트홀 신고시스템’이 개발되는 

5월 말부터 ‘차도 모니터링단’을 본격 가동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포트홀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무엇보다 신속한 발견이 중요하다고 판단, 매일 

도로 구석구석을 누비는 택시를 활용하는 것이다.

○ 연도별 포트홀 발생 현황

연 도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생건수(시도) 77,654 52,591 41,313 74,122  

 이는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차도 10계명」 

일환으로 올해 1월 버스전용차로 운행버스에 포트홀 

자동 감지센서 장착에 이어 택시에도 포트홀 신고

시스템을 설치해 활용하는 것이다.

 모니터 요원인 택시운전자가 포트홀 발견 시 택시 

내에 설치된 카드결제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포트홀 위치가 자동 전송되고, 시에서는 실시간 

전송되는 위치를 받아 신속한 보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우선 5월까지 개인택시 100대에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연말까지 1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관리과 (02)2133-8183〕

서울시-한국도로공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기술교류

 서울시가 한국도로공사와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안

전관리 요구수준 향상과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재해 ‧ 재난예방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교류 ▴기술발전을 위한 공동

이슈 발굴 및 개선 ▴연구, 개발, 지도, 보급 및 

교육훈련 ▴기술자문 지원 ▴공동세미나 개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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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오랜 연구와 경험,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시가 관리하고 있는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

북로 등 도시고속도로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술교류 협약 체결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지도감독 능력 향상, 적

정한 유지보수 시기 및 보유공법 선정 등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시설과 (02)2133-1667〕

서울시 건설현장, ‘불편’ 대신 ‘녹지 ‧ 편의’

 앞으로 도로, 교량, 지하철 등 서울시내 곳곳의 

공공 공사현장이 ‘흉물’과 ‘불편’을 벗고 보다 친근

하고 가까운 소통공간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유휴공간 휴게시설 설치 

▴공사장 외부 녹지조성 및 가림벽 ▴주민 작품 

전시 도시갤러리 ▴주변 상가 등 민간 홍보 공간 

▴아트 펜스로 활용하는 5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시는 이들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총 60여 곳 

공사장은 물론 앞으로 모든 시 발주 공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한다.

 이는 공공 기반시설 공사가 시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수혜가 시민들에게 돌아

감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2~3년, 길게는 6~7년이 

걸리는 과정에서 공사장이 흉물 내지는 불편을 

끼치는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각 공사장 별 자율 판단에 맡겨 제각각

이었다면, 이번에 가이드라인 성격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해 모든 공공 공사장에 이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가림벽 안에서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공사하는지에 대한 지역 주민 궁금

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건설알림이

(http://cis.seoul.go.kr)’ 외에 공사장 안내표지판에  

QR코드를 제공한다. 

 또한, 6월부터 지역주민 현장견학을 월1회 실시

하고, 공사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즉각 조치하기 위해 올 초부터 운영

중인 ‘주민자문단’을 설계과정은 물론 공사중에도 

계속 운영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17〕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시행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시공사는 시민

들이 오갈 수 있는 진출입 및 통행로는 확보가 됐

는지, 주변 상가 간판을 가리지는 않는지, 진동 ‧ 
소음 ‧ 분진은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등을 착공 

전에 의무적으로 마련,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해

당하는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마련, 시가 발주하는 모든 신규 공공공사에 

적용한다.

 시공사는 공사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사

기간과 예상되는 불편사항, 진동 및 소음 정도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매뉴얼엔 ▴가림막, 임시계단 등 가시성 ‧ 접근성 

저해 최소화 ▴공사 시간 및 구간 조정 ▴식당 등 

공사장 주변 영업장 적극 활용 ▴‘1현장 1도로 

클린 관리제’ 운영 ▴대형공사장 ‘소음 전광판’ 

설치 등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및 기준을 

담았다.

 시는 그동안에도 공사시간 조정 등을 통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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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왔으나, 이를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해 공사 전에 주변 상인들과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13〕

마곡지구, ‘물순환 선도 도시 모델’ 조성

 여의도공원의 약 16배(총366만5천㎡)에 달하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지인 강서구 

마곡지구가 물순환을 선도하는 도시로 조성된다. 

 조성단계부터 보도, 차도 등 기반시설은 물론 

아파트, 공원 등 모든 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최

대한 고려해 도입하는 것으로 향후 서울의 물순환 

생태도시 대표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분석에 따르면 마곡지구 물순환 계획 도입에 

따라 30년 빈도 기준 약 2%의 홍수량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하수 증대, 자연적인 비점오염 저감 등으로 

인한 수질환경 개선, 빗물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지연으로 인한 도시 열섬현상 완화, 수자원 재활용을 

통한 상수사용량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추진방향은 ①빗물 투수성을 높이는 빗물관리시설 

확대 설치와 ②버려지는 물 재이용 두 가지다.

▴보도 투수성 포장, 차도 바로 옆에 침투형 빗물받이 

설치, 가로변 녹지대 경계턱 제거

▴공원 ‧ 녹지에 빗물정원 조성해 저류시설 설치 및 

정화식물 식재

▴공동주택 ‧ 건축물 옥상녹화로 도심 열섬화 완화, 

빗물 저류조 설치로 재활용

▴하수처리수 및 지하철 유출 지하수 고도처리해 조경

용수, 화장실 세정수 등 재활용

 서울시는 앞으로 조성될 중앙공원 내 식물문화

센터에 옥상녹화, 빗물저류조, 침투정, 투수성 

포장 등 종합적인 빗물관리시설과 물 재이용시설 

등 다양한 물순환 개념을 적용한 시범모델 건물을 

조성해 마곡지구 물순환 도시조성에 대한 전시 ‧ 
체험 ‧ 홍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마곡조성담당관 (02)2133-1551〕

정수장 자체기술진단으로 10년간 230억원 절감

 서울시가 용역으로 시행해오던 정수센터 기술

진단을 자체 진단으로 전환해 10년간 약 2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4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수장 수도시설 자체 기술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6개 정수장, 5개 

취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에 의거해 

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해 5년마다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별 ‧ 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수도시설 개선방안 제시를 통한 안정적인 

정수장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 12 -

 시가 기술진단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된 이유는 

기술진단을 위한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23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였다.

 또 시는 자체 기술진단과 함께 지난해 취 ‧ 정수장 

시설운영 및 설비 개선사례 20건을 발굴해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에너지 지출비용 4억 5천만 

원 정도를 줄이는 등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시는 누적된 기술진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체기술진단 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등 자체 기술

진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에서 정수장 

기술진단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뿐만 아니라 노하우 전수, 

시설운영관리 및 설비개선에 대한 기술공유 등 

지자체간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02)3146-1365〕

서울시, 국내 최초 하수에서 비료원료 회수

 서울시가 하수처리과정에서 버려져왔던 하수에서 

비료원료인 고농도의 ‘인’을 회수하는 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인 회수장치는 ′12년 1월부터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3월 개발을 완료한 뒤 12월까지 

탄천물재생센터에서 현장 성능 실험을 마친 상태다. 

 이번에 개발된 장치를 통해 하수찌꺼기에 포함된 

물을 제거하는 탈수공정에서 발생하는 탈수여액에 

포함된 고농도의 인을 95% 이상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4개 물재생센터에 인 회수장치를 적용할 

경우 연간 20억원의 수익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하수에서 회수된 

인이 비료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덕은양묘장의 협조로 비료 활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시는 이번에 개발된 하수 인 회수장치를 현장 

적용 검증 실험을 거쳐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에 

설치하고, 향후 타 지자체 하수처리시설에도 확대

할 예정이다.

 한편 ‘하수 인 회수장치’는 지난 3월 20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4년 워터코리아 상하수도 

업무개선사례 발표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

했다.

  〔상수도연구원 수도연구부 (02)3146-1880〕

서울시, 2018년까지 모든 공공조명 LED로 교체

 서울지하철 1~8호선 전체 역사와 전동차 등 조명 

총 65만 개가 연내에 100% LED로 교체된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

되는 일로 조명 전력사용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게 된다.

 또한 지하철을 포함해 자치구 공공시설 및 시립

병원의 삼파장램프 15만개와 공영시장의 일반램프 

5만개를 비롯, 서울시내 공공조명 100만여 개가 

연내 LED조명으로 전부 교체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점, 헬스장, 찜질방,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조명 다소비 시설에 대해 금년

(′14년)에 LED조명 300만 개를 보급하는 한편, 

종교계와도 손잡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 최초로 

연등용 램프 100만 개를 LED로 설치하는 등 민간

부분에도 LED조명 보급을 더욱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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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이런 식으로 오는 2018년까지 공공은 

100%, 민간은 65%까지 LED조명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목표를 완료하면 ′18년 목표에서 

공공은 50%, 민간은 25%를 각각 달성하게 된다.

※ 공공 LED보급(′14년까지 125만개)

   : (′12년)5만개→(′13년)20만개→(′14년)100만개

   민간 LED보급(′14년까지 704만개)

   : (′12년)78만개→(′13년)226만개→(′14년)400만개

 시는 ′12년부터 올 연말까지의 LED 교체 효과로 

63빌딩 전체 전력 사용량(′11년 35Gwh)의 약 

10배인 364Gwh가 감축돼 연간 437억 원이 절감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명 분야는 시 전체 전력수요량의 약 21%를 

차지하고, 특히 건물부문의 경우, 37%가 조명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시내 건물 조명을 기존 조명

보다 최대 80%까지 전력을 아낄 수 있는 LED로 

교체해 전력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에 그치지 않고 ′18년까지 ▴공공, 

민간부문에 LED조명 보급 확대 ▴산업발전 및 

기술향상 ▴시민소통 ▴관련 제도개선 4대 추진

전략을 골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세계적 LED조명 

메카도시 서울 비전」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단체와 허브센터 운영협력을 

맺고 5월부터 총 6개소의 ‘LED허브센터’를 운영

한다.

 LED 허브센터는 LED 조명 보급을 위한 시민 

소통 지역 네트워크 역할로 시민들에게 ▴LED

조명 상담 ‧ 홍보 ▴제품별 ‧ 업체별 LED 조명 

가격정보 등 시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정책과 (02)2133-3579〕

보도블록 공사 먼지 및 소음 저감 기술 개발

 서울시설공단이 ‘친환경 보도블록 절단 보조장치’를 

개발해 보도공사 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게 됐다. 또한 보도 내 원형 블록을 

정밀 시공할 수 있는 ‘곡선형 보도블록 절단기’도 

개발했다.

 ‘친환경 보도블록 절단 보조장치’는 현재 보도 

공사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절단기에 부착 

사용하는 장비로, 이 장비를 이용하면 집진을 통해 

먼지는 거의 완전히 제거되고 절단 시 발생하는 

소음은 약 15.2%(98.1dB→83.2dB) 감소한다.

 공단은 서울시의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

표를 찍겠습니다’ 발표 이후 보도블록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장비 개발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한 

성과이다. 

 이 장비는 올해 4월 보도블록엑스포에 전시 ‧ 시연해 

관련기관 및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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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향후 개발된 장비를 건설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보도교육장(음성)에 비치하여 널리 홍보

하고, 서울시 공사장에 활용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02)2290-6985〕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5.7부터 의무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대형 이륜자동차

(배기량 260cc 이상)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특례

조항이 종료되는 5월 7일(수)부터 배출가스 정기

검사 의무대상이 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내 강

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정기검사업무는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며, 7월말

부터는 관할 자치구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

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

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

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

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친환경교통과 (02)2133-3665〕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설계 당선작 선정 

 서울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발달장애 아동의 

전문적 치료기관 건립을 위해 ‘어린이병원 발달

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공모하여 작품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최소 4년 이상 대기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어린이

병원 부지 내 발달센터(행동치료센터)를 건립하여 

치료대기 기간을 6개월로 대폭 감소시킬 계획이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에 참여한 14개 

작품 중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힐링의 장소, 안전한 

병원’을 주제로 한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으며, 당선된 설계사무소에게는 

설계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졌다.

 서울시는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설계용역을 진행

하고, 올해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1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2014.05.23)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이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또한, 세분화된 건설기술 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

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건설기술

인력의 통합(안 제21조)

   건설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술의 

통합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관리

하도록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안 제25조제2항)

  1) 건설기술용역업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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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건설기술 및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술의 관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설

기술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기술 업무 영역의 건설기술용역업으로의 통합

(안 제26조)

  1) 지금까지 국내의 건설기술용역업은 미국 ‧ 영국 ‧ 
일본 등 외국과 달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

관리 등 세부업무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신고 ‧ 등록 ‧ 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하고 있어 설계나 감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업체나 발주청의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업무 영역 사이에 기술교류도 단절되어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있음

  2) 세분화된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

으로 통합하여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 ‧ 조사 ‧ 설계를 수행하려는 자는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통합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가능해지고 관련 업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발주청의 행정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안 제39조부터 제

41조까지)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 ‧ 관리까지 포괄적 ‧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

  〔법제처 (02)2100-252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014.05.23)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 

되어온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

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국토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원인, 안전

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이어서, 시 ‧ 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

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 ‧ 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 ‧ 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으며, 시 ‧ 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 

방법들 중 개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 ‧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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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 ‧ 도를 

대상으로 시범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044)201-3775〕

「 5월에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 소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5월 7일 시행)

 층간소음, 결로(이슬 맺힘), 아토피 걱정없는 

아파트가 공급된다.

-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일정한 바닥두께 

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

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바닥두께(콘크리트 

슬래브 기준 210mm 이상)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 예: 물건 떨어지는 소리)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예: 아이들이 뛰는 소리)은 50데시벨 이하

- 또한 발코니 확장의 허용(2005년)으로 거실의 문

이나 창 등이 바깥공기에 직접 닿으면서 문이나 창 

등에 결로(이슬 맺힘, 곰팡이 발생)가 생기는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500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벽체 접합부위나 

문이나 창은 일정한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 결로방지 성능

  실내 온도ㆍ습도, 외기의 온도 변화에도 창호 ․ 벽체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지표화된 값

(온도차이비율)을 부위별로 제시하고, 이 값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유리 두께 등을 시공

-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에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

로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도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기 오염

물질(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줄일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5월 14일 시행)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

음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입법예고안, 공포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

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 소음 기준이 마련된다.

- 이번 기준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

되고 아이들이 뛰는 동작, 문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었을 때 발생

하는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이 대상이 된다. 다만, 욕실 등의 “급배수 소음”

은 주택이 건설될 때 결정되어 입주자의 의지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층간소음 기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층간소음은 위 ‧ 아래층 세대뿐만 아니라 옆집 간에 

발생하는 소음도 대상으로 하고,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1분 등가소음도 43데시벨 38데시벨

최고소음도 57데시벨 52데시벨

TV, 오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5분 등가소음도 45데시벨 40데시벨

※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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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주요정보 →

회의록 → 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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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차 천호대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강재 비파괴 시험결과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는 

86%, 방사선 투과시험에서는 94%의 불합격

률이 발생하였는데 근복적인 대책이 수립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불량률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명기하고, 보수·보강 시 

보수·보강 방안은 위치별로 우선 시공분을 

고려하여 명기할 것

○ 램프 B 교대 안전성 검토에서 보강방안으로 

철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유지

관리상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닥

판의 일정 길이를 절단하여 유격을 둠으로서 

흉벽이 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램프 D만 전단키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설치 사유를 보고서에 명기하고, 전단키 이격

거리와 교량 상부의 지진 시 이격량에 따른 

충격 영향을 검토하고 내진성능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각종 보수공법은 각 안을 표시했으나 조사자의 

적용공법에 대한 시공사례 의견 등 2~3개를 

선정 기술하여 공사 시 공법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제43차 두모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RC라멘구간 동적재하시험결과 충격계수는 

2009년도 실측값과 설계값은 유사하나, 

2014년도 실측값과 설계값이 차이나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상행선, 하행선 PSM구간 외부 텐던(PS강선) 

평균 추정 장력값은 설계당시, 시공당시의 장력

값 및 문헌에 따른 값 등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할 것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2013. 4)』의 작성 기준 

및 편집 순서에 따라 작성할 것

■ 제44차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램프 개선 

기본계획 용역발주 심의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

69조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으로

  - 용역과업내용서상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 등에서 유사 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결과자료를 수집 검토하도록 명기하고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

지침"에 따라 타당성조사 완료시 타당성

조사단계 사후평가표를 성과품에 포함 제출

토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 진출 ‧ 입 램프의 개선 지점 선정(기본구상) 

관련, 복잡하고 불규칙한 진출입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직관적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출입 시설체계 (한강교량 유출입 통행원칙)의 

기본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것을 

위하여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한 통행패턴 

분석을 하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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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차 동교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 심의

○ 침수지역 원인 분석 및 해소 대책

  - 설계에 최종 채택된 임계지속기간에 대한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우량주상도와 표로 

각각 제시하고 IDF 곡선에서 구한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설계 강우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 

  - 과거 주요 침수피해 당시의 침수상황을 재현

하고 이에 대한 유출계수를 역산정하여 도시

유역 홍수에 대한 적정 유출계수 범위에 

있는지 검토할 것 

  - 최종 채택된 홍수량 산정 모형을 이용하여 

수리 시설물과 기존 하수관망(간선 및 지선

포함)을 포함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구축

한다. 그리고 구축된 모형에 의한 과거 주요 

침수피해에 대한 침수흔적 재현 등을 통하여 

정밀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할 것 

  - 최종 구축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설계에서 제안된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침수

피해가 달라지는 상태를 모의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침수 개선 효과)을 제시할 것

○ 기본설계 수행년도가 20년이 지났고, 금번 

과업내용서의 계획하수량 검토가 부족한 바, 

과업대상지역의 최근 20년간 계획 하수발생량을 

분석하고 강우강도, 이상기후 발생 빈도, 침수

지역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관거설계시 최소

관경, 최소 유속 미달구간 등의 대응방안을 

철저히 제시할 것

■ 제46차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 시험운전 용역

■ 제47차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 시험운전 용역

○ 오존산화반응은 온도에 민감하므로 낮은 온도

에서 효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 과다한 오존농도 투입 필요

성이 요구될 때에 대한 보완방법을 제시할 것

○ 펌프성능은 부하(양정)에 따라 변화하므로 정상

운전뿐 만 아니라 과부하 운전상태도 점검할 것

○ 시험운전 수질분석 샘플링 채취는 책임사업관

리자 입회 하에 채취하고, 성능보증 공정별 

수질채취는 상수도연구원, 책임사업관리자, 시험

운전용역 업체 합동으로 채수 봉인하여 공인

기관에 의뢰할 것

○ 현장조사 및 시험운전시 안전조끼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인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할 것

○ 부진공정에 대한 조치내용과 성과품의 정보소통

광장 정보공개 등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제48차 상봉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발주 심의

○ 시설의 층별, 용도별 세부 기술지침이 없으니 

시설별로 세부 설계지침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계획 등 분야별 추가로 제시할 것

○ 층별 용도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상설계의 창의성이 결여될 수 있으니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연시료가 채취되는 지역에서는 압밀시험과 

비압밀 비배수 삼축압축시험 항목을 토질시험에 

추가할 것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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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을 부족하게 산정하면 제반 공사규정의 

이행 기간이 촉박하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소홀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은 용역관리

편람, 7-105)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적정한 공사 기간을 확보할 것

■ 제49차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변경) 설계심의

○ 본 변경설계는 기존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토대로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변경

되는 사항으로 

  - 기존설계를 변경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계약서류와의 연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 또한 공종별 시공방법 변경여부 등은 산출내역서

(또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와 공사시방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 특히 시공방법의 변경은 기존의 계약단가를 

변경해야 함에 따른 공사비 증가요인이 되므로 

시공가능하다면 변경하지 말고 계약된 시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본 설계변경 범위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시 적용

되어야 할 공종별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사유별로 계약단가 또는 협의

단가로 적용할 것인지 공종건별로 구분하여 

설계변경내역이 작성되어야 하므로 사유별로 

구분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관련방침을 득한 후 연계하여 정리할 것

○ 파형강관 2-Arch구조물로 300m 시공이 계획

되어 배수처리 문제가 예상되므로 유도배수 등 

배수처리계획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서를 

보완할 것

■ 제50차 2014년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 진단평가 

용역(강북지역) 발주 심의

■ 제51차 2014년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 진단평가 

용역(강남지역) 발주 심의

○ 세부(직접)평가 자료조사, 정밀(원인분석)평가 

자료 조사 시 조사대장 양식을 조사 전 발주

처에 제출하여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기할 것

○ “유속측정은 휴대용 유량계를 설치하여 24시간 

측정 조사한다”에서 유량계 종류(삽입식, 초음파 

등), 유속측정 간격, 개소수 등을 제시할 것

○ 물리적 강도 등을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시편은 최소 30cm이상으로 새들분수전 

부단수 관내시경 시편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재검토 요망

■ 제52차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설계심의

○ 사업계획 부서, 공사시행 부서, 유지관리 부서의 

의견이 설계 및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

사준공 시까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

○ 설계기간 부족에 따른 설계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설계기간을 재검토하여 설계 내실화를 

기하고, 본 교량은 “시설물의 특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종 시설물로 설계감리 시행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것

○ 세굴검토 및 방지대책을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하였으나, 금회 가설교량은 기존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교량으로 현재 교량의 세굴

영향을 조사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세굴방지

대책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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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종점부 교대 및 교각별 가시설에 대한 설치 

및 해체 시공순서도(각 공법별 작업수행 순서도)를 

추가로 작성하고, 가시설의 계측기별 관리기준

치를 제시할 것 

○ 「시설물의 특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공사이나 공사설계 

내역서상에 안전관리비 중 안전점검비만 반영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비목별 PS단가로 

산출하여 공사 후 정산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 제53차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 심의

○ 무장애 인증기관 및 연구소, 장애인 편의시설 

유관기관(단체), 장애인협회 등의 관련전문가 

및 공원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등을 시행하여 

검토, 반영할 것

○ 장애인 이용에 적합하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의 기준에 따라 전용화장실 등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작성할 것

○ 공원내부보행로 중 공원 주출입구에서 공원내 

주요시설들을 연결하는 보행로의 연속성 여부 

조사할 것

○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 내 시설물별 

유지관리 착안사항 및 로드맵 작성할 것

■ 제54차 서울메트로 1, 4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심의

○ 철근 피복이 부족한 구간에 대한 철근 부식

방지대책을 제시할 것

○ 비파괴시험은 동일 개소에 중복 추가 실시하여 

분석할 것

○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적용 시 시방기준 중 

최소값 외에 진단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가장 낮은 값을 사용할 것

○ 보수‧보강 필요성 분석을 실시하여 유지관리

로 분류한 사항은 보수‧보강 물량에서 제외하

고 보수‧보강을 실시하여야하는 내용에 대해

서만 물량을 제시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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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식 네일과 제거식 강연선을 복합시킨 쏘일네일링 공법(제724호)

(보호기간 :  2014. 02. 19 ～ 2019. 02. 1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형철근과 고정소켓을 이너스크류로 일체화시킨 제거식 네일체와 인장력을 가할 수 있는 제거식 

텐션체를 복합시켜, 제거가 필요한 가시설 구간의 벽체 변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거식 텐션 쏘일

네일링 공법

   

    (2) 내용

       제거식 네일체와 제거식 텐션체를 복합한 이 공법은 가시설 굴착벽체 시공 시 기존의 쏘일

네일링공법에 있어 빈번히 발생하는 변위 및 그라우팅에 의한 시공품질 불량을 억제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법이다. 아울러, 이 공법은 철근부식으로 인한 지반오염방지, 인접구조물 신축 시 

발생하는 시공 장애 및 토지점용료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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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   사   명 발  주  자 시  공  자 공가기간 지역 비고

1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신축공사중 
호텔구간 제거식 Soil-nailing공사 
(Tension type)

AIG  KORES 지에스건설(주)
08.04.10

～
08.09.30

서울

2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신축공사중 
텐션 제거식 쏘일네일공사
(신한증권 B/D구간 보강공사)

AIG  KORES 지에스건설(주)
08.11.10

～
08.12.12

서울

      제거식 텐션쏘일네일링(RTSN, Removable Tension Soil Nail) 시스템은 제거식 네일체와 

제거식 텐션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거식 텐션체는 포스트텐션을 가해줄 때 정착장 역할을 하는 

내하체 및 텐션유닛, 피복강연선, 단독콘으로 구성되며, 제거식 네일체는 이형철근과 그라우트체가 

일체식 거동을 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고정소켓(Fixed socket), 그라우트체와 

이형철근이 부착되지 않도록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PE관, 지압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 공 순 서 도 >>

    굴 착         숏크리트          천 공          네일설치        그라우팅

 보강재 제거       최종굴착       공정반복       강연선 인장      지압판설치

      시공은 일반네일과 동일한 공정으로 수행되며, 강연선의 인장과정만 추가되어 공정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네일 설치 후 강연선에 인장력을 가해 줌으로써, 굴착시 진행되는 벽체의 유발변위를 

억제시킬 수 있으며, 각 공마다 그라우팅의 충진 불량을 확인할 수 있어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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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목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토목공사중 텐션쏘일네일링
공사

대한주택공사 한신공영(주)
08.11.26

～
11.07.12

대전

4
성남 동보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신축공사중 제거식 텐션쏘일네일링 
공사

동보빌라 주택 
재건축사업조합 코오롱글로벌(주)

11.01.10
~

11.03.31
경기

5 수원 광교C1블럭 호반베르디움 신축
공사중 제거식 텐션쏘일네일링 공사 (주)호반건설 (주)호반건설

12.01.26
~

12.06.04
경기

6
답십리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중 제거식 
텐션 쏘일네일링 공사

답십리제16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두산건설(주)

12.06.04
～

12.11.23
서울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도심지 고도화성장, 도심재생사업, 재건축 및 재개발 등에 따라, 도심지 흙막이공사현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굴착흙막이벽체 인근에 대지경계선이 있어 보강재 침범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제거식 쏘일네일링공법의 활용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보강

재를 제거할 수 있고, 굴착 시 유발되는 변위를 억제할 수 있으며, 시공되는 모든 네일에 인장

력을 가하면서 우수한 시공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신기술의 활용성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모 식 도

특 징

① 주보강재로 이형철근을 사용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자재수급이 용이함

② 이형철근과 고정소켓이 이너스크류로 

일체화 되어서 제거시 이형철근을 

고정소켓 길이만큼 회전하여 인력 및 

기계로 제거하는 기술

③ 제거식 텐션체에 인장력을 가하여 변위를 

억제하는 기술

① 주보강재로 나선형철근을 사용

② 나선형철근과 고정자소켓이 일체화 되어서 

제거시 나선형철근을 철근 길이만큼 

회전하여 기계로 제거하는 기술

③ 제거식 텐션체를 포함하지 않음 



- 24 -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흙막이 분야는 토목공정 중 지하철, 상하수도, 교량, 철도 등과 건축공정 중 아파트, 주거 및 

상업용 건물, 관공서 건물, 학교 병원 등의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토목보다는 건축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에 기존기술은 벽체의 변위발생으로 인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어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이 공법은 기존기술에 텐션력을 부가하여 안정성과 경제성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향후 흙막이 

시장에서 이 기술의 선호도와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도로공사 및 대단위지구 공사의 감소로 인해 도로사면이나 일반 산지의 

사면에 적용되었던 쏘일네일링공사는 줄어들고, 도심지 재생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건축물(주로 

주택)의 공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주로 사면이나 흙막이공사 중 일부 암반에만 적용이 

되어 왔던 쏘일네일링 공법이 변화하고 있다. 이 공법은 이런 상황에 맞추어 도심지 지하굴착공사

에서 인접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강연선을 설치, 인장하여 굴착으로 인한 

지반의 변위를 최소화하고 원지반 자체의 전단강도 증가로 인한 안정성 증대로 지중매설물이 

인접하여 존재하거나 대지경계선 등의 준수 등 도심지 시공조건에 따라 보강재의 길이가 제한

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여 국내외 다른 기술 대비 경쟁력이 우수하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지층 규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토 사 L = 10.0 m 공 285,760 444,755 28,100 758,615

풍화암 L = 10.0 m 공 284,250 399,355 25,450 709,055

연 암 L = 10.0 m 공 302,250 445,655 29,990 77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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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 구간 : 연장(L) 100m, 높이(H) 12m를 가정

구  분
토사 및 풍화암 풍화암 및 연암 연암

신기술 기존기술 신기술 기존기술 신기술 기존기술

C.T.C 1.5x1.5 1.0x1.2 1.8x1.8 1.2x1.5 2.0x2.2 1.8x1.8

천공수 528 996 385 660 270 392

단가(공당) 731,359 523,952 610,983 471,352 602,551 485,414

공사비 386,157,486 521,855,860 235,228,510 311,092,518 162,688,680 190,282,125

    (3) 공사기간 

      ◆ 구간 : 연장(L) 100m, 높이(H) 12m를 가정

구  분
토사 및 풍화암 풍화암 및 연암 연암

신기술 기존기술 신기술 기존기술 신기술 기존기술

C.T.C 1.5x1.5 1.0x1.2 1.8x1.8 1.2x1.5 2.0x2.2 1.8x1.8

천공수 528 996 385 660 270 385

공기(공당) 4시간 53분 3시간 18분 4시간 7분 3시간 0분 4시간 0분 3시간 1분

공  기
322일

(2,577시간)

410일

(3,281시간)

198일

(1,586시간)

247일

(1,978시간)

135일

(1,079시간)

148일

(1,181시간)

  

    (4) 유지관리비

       이 공법은 지하굴착벽체에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 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용으로 사용

되기 때문에 시공완료 후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공법이며,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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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법은 별도의 텐션체에 인장력을 가하여 변위를 억제하고 시공수량을 절감하여 시멘트 

슬라임(slime)등의 환경 폐기물을 줄이고, 고정소켓 개량을 통한 제거기술을 향상, 자재를 재사용

하여 철근의 매립으로 인한 환경성 저하를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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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흐름센서, 온도센서, 발열선 및 모듈을 이용한 물 배관 동파방지기술

 (제725호)

(보호기간 :  2014. 2. 20. ~ 2019. 2. 1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물 흐름센서, 온도센서 및 발열선을 물 배관에 설치하고, 서브모듈과 메인모듈을 이용해, 설정

온도 이하이고 물이 흐르지 않을 때 배관 발열선이 작동되고, 물이 설정온도 이하이고 물이 

흐를 때 배관 발열선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물 배관 동파방지기술      

    (2) 내용

       이 신기술은 지하 주차장 및 옥외 노출 급수배관의 동파 방지기술로, 물 흐름센서와 온도센서에 

의하여 배관온도와 물의 흐름을 감지하여 배관온도가 설정온도 이하이거나 혹은 이하로 떨어져도 

배관에 물이 흐르면 발열선에 전기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에너지 절감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 시공절차

      ◆ 개념도



- 27 -

발주자 시공규모 공사기간 위치 특징

강원도 
개발공사

198,000
2009.07
~2010.05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95-1번지 
알펜시아 콘도

지하주차장 소화배관, 급수배관, 급탕배관, 
난방배관, 공조배관, 발열선 설치 및 발열선 
제어기술 적용

강원도 
개발공사

160,000
2009.08
~2010.11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95-1번지 
알펜시아 콘도 특 1급 
호텔

지하주차장 소화배관, 급수배관, 
급탕배관,난방배관, 공조배관, 발열선 설치 
및 발열선 제어기술 적용

강원도 
개발공사

115,000
2009.10
~2010.08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95-1번지 
알펜시아 콘도 특 2급 
호텔

지하주차장 소화배관, 급수배관, 
급탕배관,난방배관, 공조배관, 발열선 설치 
및 발열선 제어기술 적용

동양
건설산업

150,000
2010.10
~2010.1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724번지 호평 
파라곤아파트

지하주차장 급수배관,
소화배관, 발열선 설치 및 발열선 제어기술 
적용

충남도 
개발공사

116,000
2011.07
~2012.12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455-42
충남도청의회청사

지하주차장 급수배관,
소화배관, 급탕배관, 난방배관, 공조배관, 
발열선 설치 및 발열선 제어기술 적용

 각 공종별 개별제어를 구현하여 소비전력 절감 

 다수 센서를 단일 배선/배관으로 연결하여 시공비 절감 

 물 흐름센서를 이용하여 신개념의 동파 조건을 반영

 동파 방지 기술에 최적화(정확성/내구성/경제성)된 물 흐름센서의 구현 

      ◆ 시공절차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 신기술 (MJ800) 발열선 제어시스템 적용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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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9,300만원
2011.6
~201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020-6 
LH호매실16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 급수배관,
소화배관, 발열선 설치 및 발열선 제어기술 
적용

연세대학
교 400,000

2012.03~
2013.08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62-1
송도연세대 켐퍼스

지하주차장 급수배관,
소화배관, 급탕배관, 난방배관, 공조배관, 
발열선 설치 및 발열선 제어기술 적용

한국관광
공사

109,000
2013.07~
2014.08

원주 혁신도시
한국 관광공사 신사옥

지하주차장 급수배관,
소화배관, 급탕배관, 난방배관, 공조배관, 
발열선 설치 및 발열선 제어기술 적용

산림청 150,000
2013.11~
2014.08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일대
백두대간태라피

급수배관, 소화배관, 급탕배관, 난방배관, 
공조배관, 발열선 설치 및 발열선 제어기술 
적용

세종
시청

120,000
2013.12
~2014.

세종 특별자치시 보람동 
664
세종시청사

지하주차장 급수배관, 소화배관, 급탕배관, 
난방배관, 공조배관, 발열선 설치 및 발열선 
제어기술 적용

기존기술 신기술 장단점

현재 배관 동파방지 시스템 

기술로는 온도센서 한 개로 

외기온도를 감지하여 여러 

배관의 종류를 동시에 제어 

하는 방식 이외에는 사용하

지 않음

선행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 되지 

않고 있음  

신기술은 기존기술 온도센서 한 개로 

모든 발열선을 제어 하는 방식에서 온

도조건 및 공종이 다른 배관을 구분 

하여 동파방지 최적화 하여 꼭 필요한 

열량만 배관에 열원을 공급하여 전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는 기술이며, 

아울러 흐르는 물 배관에는 물 흐름센

서를 설치하여 물이 흐를 때는 발열선

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동파방지 발

열선 전기사용을 최소화 하는 기술임

기존기술은 온도센서 한 개로 외기온

도를 감지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배관 

온도조건 및 공종이 다른 배관에 동시

적으로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므로 

불필요한 전기를 낭비하는 기술

그러나 신기술 동파방지 기술은 꼭 

필요한 열량만 배관에 열을 공급하여 

전기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는 기술 

  나. 향후 활용전망

    -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동절기에 동파방지 발열선의 향후에는 외기온도 및 단일 배관온도 점검방식

에서 각종 배관의 용도 별 구분 제어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급수배관에는 물흐름을 감지

하여 전기 에너지절약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많은 활용이 

전망된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 29 -

품 명(수량) 신기술 재료비 종래기술 재료비

MASTERMODULE(4) 200,000 0

SUBMODULE(23) 805,000 0

TEMPSENSOR(23) 69,000 0

FLOWSENSOR(19) 475,000 0

강제전선배관(32.9m) 526,992 54,864

트위스트케이블(기계공사)(32.9m) 7,764 4,248

합 계 2,083,756 59,112　

차 액 2,024,64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국내 17개소의 현장에 시공완료 및 시공 중이며 설계 반영된 공사 예정 프로젝트도 20여 개소

공사를 기다리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내 실정에는 장기적으로 이상기후 변화로 배관 동파방지 발열선이 꼭 

필요하므로 겨울철에 동파방지 발열선으로 인한 전기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은 신기술 시스템 기술

만이 전기 절약 방법이라 생각되므로 수년 이내에는 건설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신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기술이 LH공사에서 2012.10.30에 설계시방에 적용되었으며, LH에서 추정한 

기대효과 전력 절약 용량은 450만KW/년로 산출 되었으며, 2014년 1월 기준으로 현재 LH 전 현

장에 적용되고 있다.

       ㈜미주에스티와 ㈜포스코에이앤씨에서는 계속 동파방지 발열선 에너지 절약 기술을 개발하여 동종

분야 기술 수준을 선도 할 것이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국내 기술수준을 기술 한 바와 같이 동종분야에서는 동파방지 발열선 에너지 절약 시스템 기술 

개발이 보이지 않으며 당사에서는 2005년부터 이 분야에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계속 기술개발을 

할 것이며, 이 분야의 외국 기술은 보지 못했으며 기술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신기술은 기존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MASTERMODULE, SUBMODULE, TEMP SENSOR 및 

FLOW SENSOR 상에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아래 설계단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LH수원호매실 16단지 시공을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이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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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신기술 기존기술 증감액(B-A) 대비율(A/B)

설치비 93,829,000 90,882,000 -2,947,000 103.24%

항목 신청기술 기존기술 증감액(B-A) 대비율(A/B)

설치비 93,829,000 90,882,000 -2,947,000 103.24%

시설유지관리비(3개월) 25,526,000 36,399,000 +10,873,000 70.13%

합계 119,355,000 127,281,000 +7,926,000 93.77%

     (2) 공사비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금액 요약                                     (단위 : 원)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FLOW SENSOR 설치를 위한 소켓 용접 공정이 추가되나, 배관 자재 입고 시 전체 

시공공정과 별개로 시행되므로, 이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기간은 동일하다. 

    (4) 유지관리비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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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은 단순히 사업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범용적으로 전개되고 생활화되어야 할 

공공재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 신기술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적용분야는 물론 

적용으로 인하여 절약되는 부분과 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 31 -

독일 미래도로를 위한 연구과제

 “Roads in the 21st Century” 프로그램

 독일 교통부는 혁신적인 도로 건설을 위한 연구

과제 프로그램 “Road in the 21st Century”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21세기 독일 

도로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정의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핵심 연구주제들을 선정하여 단기

(2014), 중기(2020), 장기(2030)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과제를 구성 · 추진한다.

 “Road in the 21st Century” 프로그램은 도로의 

기능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 즉, 지속가능한 이동

성을 위해 도로는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율

적이고 똑똑해져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해 선정된 

핵심 연구주제는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도로, 

▴지능형 도로, ▴에너지 효율적인 도로, ▴저배출 

도로, ▴생활환경으로서의 도로, ▴지속가능한 도로, 

▴혁신주체로서의 도로이다.

 프로그램의 추진과정은 첫 번째 단계에서 각 연구

주제별로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방법과 기술을 

개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마련한 

전략, 방법, 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관련 시스템들의 

통합을 시도하며,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시행에 들어

가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도로(Safe and reliable roads)

 21세기 도로는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연방도로

망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대책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도로는 

각각의 연결성 수준에 부합하는 정보 요건을 충족

하며, 차량에 설치되는 안전 시스템을 적극 지원

하게 될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우선 연구과제는 효율적인 교통

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분석시스템에는 도로공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관리방법과 사고관리를 위한 분석방법이 포함된다. 

또한, 도로 안전성 평가 매뉴얼과 표준도로의 개념 

도입도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일상적인 도로 유지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취약성을 분석

하는 방법도 개발될 것이다.

▣ 지능형 도로(Intelligent roads)

 ‘지능형 도로’의 목적은 교통량 관리와 도로의 

유지보수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21세기 

도로는 첨단의 건설 재료와 설계·공법에 의해 건설

될 것이며 혁신적인 정보시스템이 활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로와 구조물의 상태, 교통 

환경과 도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정교화해야 한다. 또한, 최첨단 

건설 재료와 유지보수가 용이한 도로 설계를 활용

하는 도로건설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행된 연구의 결과는 반드시 실험실과 시험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해외기술정보 



- 32 -

▣ 에너지 효율적인 도로(Energy-efficient roads)

 ‘에너지 효율적인 도로’는 건설 재료, 공법, 운영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이다. 또한 도로가 

태양력,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하여 조명과 도로 

시설물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하

도록 진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도로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LED 조명 사용, 지열 발전, 광 발전 및 

풍력 터빈 등에 대한 연구와 시험이 요구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인 건설 재료 및 공법에 대한 

전략과 평가 절차도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건설 

재료의 제조와 폐기 중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저배출 도로(Low emission roads)

 ‘저배출 도로’란 도로교통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도로이다. 21세기 도로는 

교통으로 인한 배출물질이 사람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며 의학적·생물학적·생태적·경제적

으로 오염관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는, 소음을 최소화하는 

도로포장과 건설 및 유지보수 방법을 개발 · 적용

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 대책과 기술을 모형화 

· 시험 · 평가 ·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도로의 포장면에 따라 목표치(target 

value)를 설정하여 분류함으로써 상황별로 필요한 

요건에 부합하는 공법의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 생활환경으로서의 도로

 도로는 우리 생활환경의 한 부분이며 도심 환경과 

지역 경관을 형성한다. 도로와 도로변 공간은 거주

지의 어메니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고 도시 생활을 경험하는 장소이다.  

 21세기 도로는 경관과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도로의 

용도는 다양해질 것이다. 교통약자는 보호받고 자동

차가 없더라도 도로를 적극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환경으로서의 도로’를 위한 연구과제는, 

도로의 설계 · 건설 · 운영이 자연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악영향을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통시설의 계획 단계에서 삶의 

질과 환경에 미치는 도로의 영향이 검토되어야 하며, 

혼합적 토지이용, 전기차, 교통약자를 고려한 설계 

기준의 개발도 필요하다.

▣ 지속가능한 도로(Sustainable roads)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생태적·사회적 측면에서 

도로 인프라의 생애주기가 고려되지 않고서는 사

회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없다. 도로 인프라의 질과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생애주기 비용, 이용자 및 

환경 비용, 건설 재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는 도로건설의 계획과 

입찰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건설 재료 및 공법의 

신중한 선택, 지속 가능한 인프라 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철거 전략 등이 포함된다.

 ‘지속가능한 도로’를 위해서는 생애주기 관리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친환경 재료의 재생과 대체연료 

개발 등이 우선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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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한 절차 제시, 건설 재료의 요건 도출, 

생애주기 접근법을 적용한 종합적인 인프라 시공 · 

관리 방법의 개발 등도 포함될 것이다.

▣ 혁신주체로서의 도로 (Roads as innovators)

 미래의 도로는 인프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혁신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생애주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건설 재료와 공법의 개발이 중심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상용화가 가능한 혁신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과학적인 시험과 평가 방법이 동반된다.

 연구과제에는 적절한 시험 인프라의 구축, 새로운 

건설 재료 및 공법에 대한 기능적·경제적 지표의 

개선, 평가방법에 시뮬레이션 과정 통합, 생애

주기를 고려한 개방형의 차량-인프라 인터페이스 

개발 등이 있다.

 시사점

 “Roads in the 21st Century”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일의 미래도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20년

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이지만 구체

적인 목표가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어 일관성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자체는 

7가지 연구주제로 나뉘어 과제가 구성되었지만, 

단계가 진화할수록 각 연구주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보완되어 연구들의 최종 성과물은 결국 인간과 

환경 중심의 21세기 도로라는 하나의 목표지점에 

닿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연구도 현재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미래 예측에서 도출

되는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확고한 

비전과 목표설정을 통해서만 시류에 흔들림 없이 

미래가 요구하는 도로의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다. 

 국가차원의 도로연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연구의 결과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누적되고 연계

되어 궁극적으로는 실제 도로에 통합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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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4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  고

용 역 

발 주

심 의

44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램프 개선 기본계획

․ 한강변 도시고속도록 진출입램프 
개선(기본구상)

․ 서강대교 북단, 잠실‧천호대교 
남단 진출‧입램프 개선(기본계획)

74,000
(400)

조건부
채택

토목

45
동교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 망원배수유역 관거현황 조사 L=16km
‧ 동교배수분구 관거현황조사 L=46.10km

(1,585)
조건부
채택

토목

46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 
시험운전 용역

․ 고도처리 시험운전 : 110만톤/일
166,800

(246)
조건부
채택

기계

47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 
시험운전 용역

․ 고도처리 시험운전 :72만톤/일
126,650

(204)
조건부
채택

기계

48
상봉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 대지면적 : 1,379.5㎡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460㎡

10,761
(521)

조건부
채택

건축

50
2014년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 
진단 평가 용역(강북지역)

․ 중부,서부,동부,북부수도사업소 
관내 상수도관 406km

‧ 진단대상 : 172개소
(354)

조건부
채택

토목

51
2014년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 
진단 평가 용역(강남지역)

․ 강남,강동,강서,남부수도사업소 
관내 상수도관 351km

‧ 진단대상 : 148개소
(333)

조건부
채택

토목

53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17개소)을 
위한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6,252
(295)

조건부
채택

조경

설계

심의

49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실시설계(변경)

․ 도로확장 폭 24~30m(6차로), 
연장 810m

60,882
(210)

조건부
채택

토목

52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 교폭 16.5m, 
‧ 연장 360m(교량구간 218m)

18,543
(362)

조건부
채택

토목

정밀
안전
진단
심의

42 천호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교량시설물 외관조사 및 

재하시험, 안전성 평가 등
(321)

조건부
채택

토목

43 두모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교량시설물 외관조사 및 

재하시험, 안전성 평가 등
(830)

조건부
채택

토목

54
서울메트로 1, 4호선 지하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지하철 1, 4호선 지하구조물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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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     축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1단계) 
설계용역 등 17건

3,294 3,178

교 통
충정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모니터링용역 등 
3건

185 170

기 계 설 비
2014년도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책임감리용역

546 0

기 타
2014년 강북구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 등 2건

19 18

도 로
석촌지하차도 상부 교통체계개선 기본 및 실
시설계용역 등 3건

214 214

도 시 계 획 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262 222

상 하 수 도 
대치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2건

2,366 2,016

소 방
교내 지하공동구 소방 및 전기공사 
감리용역

8 7

전 기 통 신
방화역 외 7역 전기실 변압기 용량증설 
설계용역 등 6건

108 100

정 밀 진 단 난지배수문 정밀안전진단용역 54 45

조 경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서오릉고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등 14건

672 664

하 천
도림천 우수토실 정비 실시설계용역 등 
3건

978 831

 계 54건 8,706 7,465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4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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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정보

< 2014년 제103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 기
(면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4.4～4.10 5.11 6.27 6.30～7.09 8.22

< 2014년 제2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 기
(면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4.18~4.24 5.25 6.05 6.09～6.18 8.2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q-net.or.kr]

< 컴퓨터 / 통신 용어 > 

인터넷 리본(Internet ribbon)

 각종 웹 사이트 초기 화면에서 특정 회사를 선전

하는 광고 링크가 아닌, 인터넷상의 시민 운동을 

위한 여러 가지 색상을 지닌 리본을 말한다. 

 인터넷 리본이 처음 등장한 것은 베트남전으로 

포로가 되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캠페인으로 노란 리본을 사용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노란 리본의 영향을 받아 진정한 양심을 

찾자는 그린 리본, 낙태를 반대하는 하얀 리본도 

선보이게 되었다. 

 기본적인 형태는 윗부분에 꼬임을 이룬 형태이며 

색깔로 그 의미를 표현한다. 

 사이버 세계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 

발언과 정보 공유,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하자는 캠페인을 상징하는 파란색 리본, 

홈 페이지를 예쁘게 꾸미기보다는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자는 회색 리본, 환경 오염을 방지

하자는 녹색 바둑무늬 리본도 있으며, 최근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무지개색 리본도 등장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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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E-mail : lucid@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