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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몇 해 전인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세명대에 처음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지인으로

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주 내용은, 충남의 축산폐수용 사일로가 붕괴되었는데 시공회사 사장이 

너무 억울해 한다는 것이다. 시공 시 정말 꼼꼼하게 시공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원래 쉘형 

구조물의 동적불안정에 관해 박사학위 논문을 쓴 필자로서는 다소 궁금증이 생겼다. 지인의 부탁도 

있고 해서, 며칠 후 회사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 내용을 들어 보기로 했다.

 내용인즉슨, 축산폐수를 저장하는 지름 약13m, 높이 약15m의 원통형 쉘로, 축산폐수로부터 발생하는 

가스 압력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고, 이를 수주하여 시공을 완료하였다. 원설계는 독일에서 가져왔고, 

국내 대기업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구조 검토한 것으로, 시공 과정에서도 설계도면대로 정밀 시공하

였다. 납품하기 전에 압력 테스트를 실행하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다. 테스트 중에 원통 상부 

슬래브(두께:30cm)가 대변형을 일으키며 구조물의 대부분이 사용불가 상태가 되었다.[그림-1]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려고 대학, 연구소 등등... 이곳 저곳 의뢰하였으나 모두 시공 

부실로 결정이 났다. 너무 억울해 하던 차에, 지인으로부터 필자를 소개받았던 것이다. 더 이상 기대

할 것도 없던 처지라, 반신반의하며 필자를 찾아 왔다 하였다.

 그로부터 1개월 뒤, 필자는 정밀 구조계산을 실시하였고, 이 사고는 시공 상 하자가 아니라 설계상 오류

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시공사 담당자는 결과 보고서를 받아 들고 기뻐하며 설계를 담당한 엔지니어링 

회사를 찾아 갔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처음엔 강력 반발하였으나, 보고서를 찬찬히 검토한 며칠 후 

수긍하였다. 물론 그 후 시공사, 설계자, 발주기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무사히 재시공까지 완료하였다.

 이렇듯, 장스팬을 만들 수 있는 쉘 형태의 구조물은 일반 구조물과는 전혀 다른 구조거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쉘 또는 곡면구조의 원리를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기존의 상용 프로그램에 의존해 구조설계를 

한다면 당연히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또 이를 정확히 지적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전문가를 자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일부 일그러진 

모습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장스팬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을 간략히 다룬다.

특히, 곡면구조에서는 꼭 검토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 Snapping 설계에 관해 소개한다. 우선 장스팬 

구조의 사고 사례와 Snapping의 붕괴 메커니즘 등을 설명하고, Snapping을 고려한 비선형 구조설계를 

간단히 설명한다.

》  칼  럼

  장스팬 지붕의 안전한 설계 및 시공 포인트는
  무엇인가? 

    김 승 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세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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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개략도                        (b) 압력테스트 후 내부사진

[그림-1] 축산폐수용 사일로

2. 사고 사례

 특수 구조물들의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은 사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와 개발을 완료한 후, 이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일부 선진국에서나 가능하며, 우리의 실정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선진국의 흉내를 내며 발전해 왔다. 이러다 보니 예기치 못한 사고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들은 사고 사례에서 기술 축적을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즉 일단 사고가 나면, 보다 정확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을 해가는 과정 또한 

기술 축적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초기 기술개발 투자를 아껴 사고 후 수습을 해 가며 배우는 

것은 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투자를 적절히 

하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장스팬 공간 구조물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Snapping 현상 등에 의한 몇몇 대표

적 사고 사례를 살펴본다.

 [그림-2]는 1963년 1월 30일에 일어난 Bucharest dome의 붕괴 사건이다. 직경 93.5m의 라티스 돔

(Latticed dome)인 Bucharest dome은 1962년 완공된 후, 설계하중의 약 30%의 눈하중에 의해 완전 

붕괴된 사건으로, 라티스 돔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사고 사례이다. 눈하중이 설계하중에 턱없이 못 미

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붕괴가 일어난 것을 두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 사고

를 계기로 쉘형 돔의 Snapping 현상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사고 당시인 1960년대는, 2차 대전 후 

최첨단의 과학 연구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로켓과 우주 항공에 집중되던 시기였다. 이때 우주선 전

면부의 쉘형 캡이 거대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게 연구하던 중에, Snapping 현상의 중요성을 몇몇 연

구자들이 발견하고 이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었다. 이를 거대한 건축구조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일깨워 준 사례이었고,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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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개략도                  (b) 붕괴 후 사진

[그림-2] Bucharest dome

 [그림-3]은 미국 루지에나의 Alexandria dome 붕괴 사고로, 1964년 시공 중에 일어났다. 직경 

73m이고, 36개의 적층목재 아치로 이루어진 돔인데, 사진에서와 같이 시공 과정에서 면내 비틀림에 

의한 불안정 현상으로 붕괴되었다.

    

                     (a) 붕괴 전                      (b) 붕괴 후

[그림-3] Alexandria dome

 [그림-4]는 미국 커넥티컷의 Hartford civic center coliseum 붕괴 사고로, 1978년에 눈하중에 의해 

일어났다. 면적은 112mX93m이고, 스틸 파이프 트러스이다.

       

                       (a) 개략도                                (b) 붕괴 후

[그림-4] Hartford civic center coliseum

 [그림-5]는 미국 뉴욕의 C. W. Post college auditorium 붕괴 사고로, 1987년 눈과 얼음에 의해 일어

났다. 직경 52m이고, 스틸 파이프 트러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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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a) 개략도                        (b) 붕괴 후

[그림-5] C. W. Post college auditorium

3. Snapping 현상이란

 앞에서 언급한 Bucharest dome의 붕괴 사고 후, 쉘형 돔 구조물의 불안정 거동에 관해 많은 연구자

들이 연구를 수행해 왔다. 대표적인 성과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우주선 설계에서 시작되었으나, 

건축분야에서는 대규모의 구조물을 설계하여야 하므로 우주선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수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Snapping 현상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그림-6]에서와 같이 구조물의 거동은 선형거동과 비선형거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선형거동에서는 변형 또는 변위가 미소할 때 하중-변위 

관계를 비례식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중첩법을 이용할 수 있고 해를 

구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다.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물

들은 미소변형에 속하므로 기하학적으로는 선형해석만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장스팬이 되어 변위가 커지게 되면 기하학적 비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내부 응력 상태에 따라 Hardening 현상과 

Softening 현상으로 구분된다. Hardening은 내부 응력이 인장인 경우, 

Softening은 압축인 경우에 각각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서는 철골 또는 

콘크리트가 주 구조재료로 사용되는 구조물인 강성 구조시스템의 불안정 구조거동에 한정키로 하고, 

이에 따른 Snapping 현상을 다룬다.

 [그림-7](a)에서와 같은 아치에 연직하중이 작용하면, 내부에는 압축응력에 의해 저항하게 되며, [그

림-7](b)에서와 같이 Softening 현상을 나타낸다. 여기서 평형곡선의 정점에서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 점

프하는 현상을 뜀좌굴(Snap-through)이라 하며, 정점 이전에 주 변위모드와 직교하는 다른 모드에 의

해 간섭 받으며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가는 것을 분기좌굴(Bifurcation)이라 한다. 당연히 분기좌굴이 

뜀좌굴보다 낮은 하중에서 발생하며, 더욱 위험한 불안정 현상을 나타낸다. 즉, 분기좌굴의 중요 특징

으로는 초기불완전 값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기둥의 오일러 좌굴에서는 초기불완전에 

의한 임계하중이 점진적으로 변하며, 결국 비탄성 영역까지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아치형의 구조물에서는 초기불완전량에 의해 임계하중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치나 

쉘형 구조물에서의 불안정 현상에 관한 실험해와 해석해 결과들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도 

확실한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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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포물형 아치

                          (a) 아치             (b) 불안정 거동

[그림-7] Snapping 현상

 다음은 아치의 비선형 구조거동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그림-8]에서와 같이 포물형 아치가 포물형 대칭하중을 받는 경우, 

선형해석에서는 당연히 대칭인 변위모드에 의해 거동이 지배된다. 

그러나 아치의 형상에 따라, 즉 라이즈-스팬 비, 단면 특성 등에 

따라 비선형 거동이 일어나며, 이때 예상치 못한 비대칭 변위모드가 

나타나 구조물의 대칭모드를 간섭하며 붕괴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림-9]에서 아치의 비선형거동과 분기좌굴에 의한 붕괴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그림-9](a)에서는 비선형 

궤도 도중에 대칭인 주 변위모드와 직교하는 변위모드의 간섭으로 분기점이 생기며, 여기서 급격한 

붕괴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9](b)는 비대칭 모드에 의해 붕괴하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은 정적 결과에 대한 설명이고, 동적인 고려를 하면 붕괴 메커니즘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림-10]에서는 동적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10](a)에서, 정적에서는 분기좌굴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하중 상태에서도 계속되는 진동에 의해 비대칭모드의 간섭이 일어나 대칭모드인 주 변위

모드가 발산하는 Flutter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변위-속도 위상 곡면에서 나타내면 

[그림-10](b)에서와 같고, Chaos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곡선 또는 곡면에 의해 만들어지는 장스팬 구조는 일반 구조물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구조

거동이 일어나며, 이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 비선형 평형궤도    (b) 비선형 거동            (a) 시각력곡선          (b) 변위-속도 위상곡선

        [그림-9] 비선형 정적거동                    [그림-10] 비선형 동적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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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apping 설계사례

Snapping 설계는 매우 고난이도의 기하학적 비선형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술을 가진 나라는 

일본을 위시한 몇 안 되는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경기도 광명시의 Speedom이 

첫 사례이다. 광명 Speedom은 연면적 약7만6천㎡로 최대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돔 

경륜장이다.

 Speedom의 비선형 구조해석 및 Snapping 설계는 필자가 다년간 개발하고 있는 대공간구조물용  

범용 해석프로그램인 NASS(Nonlinear Analysis for Spatial Structures)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림-11]에서 돔의 개략을 나타낸다. 돔의 스팬은 장방향이 180m, 단방향이 150m이다. 

 [그림-12]는 비선형해석 결과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구조물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지붕이 

매우 얕은 형태를 하고 있어 Snapping이 매우 민감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형상이다. 따라서 

분기좌굴에 대해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Snapping 설계까지 도입

하여 비선형 구조설계를 한 첫 작품이고, 이를 통해 대형 돔 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완료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a) 투시도                            (b) 철골 트러스

[그림-11] Speedom

      

     (a) 상부절점(-)       (b) 상부절점(+)        (c) 상부절점(-)        (d) 상부절점(+)

[그림-12] 비선형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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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Speedom 설계 이후에도 다수의 구조물들이 필자의 참여하에 Snapping 설계를 도입하였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재 고척동에 시공되고 있는 고척 돔구장이다. 돔의 직경은 장방향 

214m, 단방향 157m로, 실내 야구경기를 비롯해 다목적 돔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면 관계상, 또 

현재 시공중이므로 다음 기회에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

5. 결언

 이 글에서는 장스팬 구조의 안전한 설계와 시공을 위한 포인트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쉘형 

장스팬 구조물의 핵심 기술인 Snapping 설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장스팬 구조와 관련된 기술들은 

신재료 및 새로운 구조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많은 기술자들은 이를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의 빠른 템포이다. 이와 함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안전관련 사고들이 발생하며, 때로는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기술력 확보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스팬 구조와 같은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효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특히 안전성에 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즉, 

주변에 전문가라는 사람은 넘치지만, 진정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기도 한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명의가 있는가 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하는 돌팔이 의사도 있다. 이처럼 제대로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찾는 것이 성공적인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첫 단추가 된다. 급속히 발전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건설 분야에서도 보다 세분화되고 보다 

전문화된 인재에 대한 데이터 공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 안전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를 적절히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과도한 경쟁에 의한 ‘저가수주’와 과거 ‘돈내기’

식의 건설 분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 

건설이 구축될 수 있고, 낭비적 사회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글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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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정책 및 기술 동향(2014. Spring)에 대해 논문, 학술지, 저널 등을 요약하여 해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이슈와 시사점, 한국의 유지관리 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시특법 개정과 지진재난관리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2133-1665)

해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이슈와 시사점

해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이슈

 ○ 일본

    일본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예방보전 및 자연재해에 강한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대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및 개량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7년 건설투자 총액(2010년 

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기반시설 신규건설 또는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개량 지장 

초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예방보전적 관리(자산관리 : Asset Management)를 

적극 추진하여 생애주기비용의 최소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종래의 사회기반시설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인프라를 연계하여 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운용이 가능토록 진행 

중이다.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개량비용 추정>

》  특별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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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미국의 경우 경제대공황 시절(1920~30년) 건설된 많은 시설이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고령화되어 

유지관리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적정 대처 실패로 대다수 

시설의 안전등급은 D(불량)로서, 자연재해 등 각종위험에 노출되고 국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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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CE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반시설의 건설, 성능 개선을 위해 다음의 5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1) 기반시설에 관한 비전수립, 성능개선프로그램 수행 등 연방정부 리더쉽 강화

     2) 후속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복원성’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또는 

성능개선 증진

     3)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 위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성능개선계획 수립

     4) 생애주기 비용분석 및 사용성능 지표를 통한 유지보수 지속실시

     5) 건설 또는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증대, 관리주체 및 이용자도 시설의 활용과 안전 확보 위하여 

적극적 소요비용 부담

 ○ 캐나다

    캐나다는 1950년부터 시설물의 신규건설 뿐 아니라 성능개선을 위한 유지관리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며, 신규건설 및 유지관리 투자비용으로 GDP의 7.4%(신규건설 : 5.9%, 유지관리 : 1.5%)를 

지출했다.

    2012년 기준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노후수준 양호, 20년 후 부터는 안전상태가 불량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추후의 고령화를 대비하여 중앙 정부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준수해야 할 국가적 차원의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자산관리 전문가 교육, 훈련 및 관리도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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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영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신규건설 및 유지보수 투자가 부족하여 안전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로, 

신규건설 및 유지관리 투자비용으로 GDP의 0.77%(신규건설 : 0.4%, 유지관리 : 0.34%)를 지출

한다.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상태는 C등급 수준으로 적정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기반시설의 장수명화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산관리기법과 지능형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범용적인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및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시사점

    향후 30년 후 우리나라도 시설물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여 안전 위험성 증대, 국민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1)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시설물 고령화를 대비한 캐나다는 안전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

     2) 시설물 고령화에 대응 못한 미국 및 영국의 안전상태는 불량하여,  향후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일본도 시설 노후화를 사전 대비하고 있다.

     4) 선진국의 시설물 고령화에 대한 공통적인 대응방안은 유지관리투자의 효율성과 장수명화 효과가 

큰 자산관리 기법이다.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증가로 사회기반시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어 “자연재해에 강한 사회기반

시설 정비”가 요구되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복원성”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증진이 

필요하다. 또한, 유지관리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의 점목 시도가 미흡하므로 ICT등 타 분야의 융.

복합된 지능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효율, 고기능화를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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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풍수해안전대책」 본격 가동

 서울시가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사당역, 강남역, 

관악 도림천 등 5개 침수 특별관리지역의 저류

능력을 한 단계 강화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항구

대책이 추진되는 곳은 임시저류시설, 물순환시설 

등 당장의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을 병행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아울러 신속한 상황 파악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홍수 예·경보시설, 하수관거 수위계를 확충

하고, 서울 지역 내에서만 수집하던 강우량 데이

터를 경기, 인천지역까지 늘리는 등 수방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강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4 서울시 풍수해 안전대책」을 15일(목) 발표, 

때를 알 수 없이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최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주요 내용은 ▴5개 특별관리지역 포함 34개 침

수취약지역 대책 ▴상황관리 기초시설 확충 ▴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 ▴기존 시설 및 공사장 

안전점검 ▴사전 모의훈련 및 매뉴얼 재정비 ▴
시민참여+유관기관 협력 바탕 재난대응이다.

 5개 특별관리지역 포함 34개 침수취약지역 수해 

최소화 대책

⁃ 영등포구 영림초교 일대 ․ 동대문구 장안1동 주민

센터 일대 펌프장 증설

⁃ 사당역 : 장기 배수개선대책 마련 + 6.3만톤 

임시저류조 올해 지속 활용

⁃ 강남역 : 강남역 사거리 일대 하수관로 간 격벽 

40여개소 6월까지 철거

⁃ 광화문 : 유로 변경 하수관로 설치 검토+96개소 

물순환시설 집중 설치

⁃ 도림천 : 서울대 3개소 6.5만톤 저류공간 올해 

첫 활용, 신림3교 재설치

⁃ 한강로 : 용산구 신계동 부근 철도교량 철거로 

만초천 수위 낮춰

 홍수 예 ․ 경보시설 104개, 강우량계 224개소 확충 

등 선제 대응력 높여

⁃ 홍수 예․경보시설 : 95개→104개(9개 추가설치)

⁃ 강우량 수집지점 : 195개소 → 224개소 확충

⁃ 하수관로 수위계 : 91개소 → 100개소 확충

⁃ 주요하천 14곳 144개소 비상대피시설 확대 설치

 (홍수예경보시스템 9개소+탈출사다리 14개소, 문자

전광판 67개소, 비상진입로 5개소, 경광등 49개소)

⁃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개량 40km 확충

⁃ 물막이판, 역지변 등 5,680가구 추가 보급 

 남산 등 249개소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 +

 산 정상 강우량 관측소 설치

⁃ 「산사태 대책 상황실」 산지방재과 별도 운영

⁃ 산사태 취약지역 249개소 예방 사방공사 우기 

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약70%)

⁃ 산 정상부 강우량 관측소 10개소 추가 설치 추진

 기존 설치된 하수관로, 빗물받이 청소 및 공사장 

안전점검

⁃ 공사장 우기 전 유수장애물 제거 · 복구, 강풍 

대비 타워크레인 · 선박 등 특별점검

⁃ 공사장 재난 발생시 비상상황 전파 단계 축소  

(4단계 → 2단계) 및 SNS 활용 신속성 제고

 25개 자치구와 상황관리시스템 공유, 사전 모

의훈련, 매뉴얼 재정비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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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25개 자치구 활용

⁃ 모의 훈련 및 SNS 활용 상호협업 메시지 훈련 

 SNS 등 시민 참여 + 유관기관 협력 바탕으로 한 

재난대응

⁃ 주민설명회, 반상회, 안전리플릿, 홈페이지, 옥

외전광판, 지하철 방송 등 다양한 홍보

⁃ ‘지역자율방재단’과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등과 

협력해 방재 대응역량 강화

⁃ ‘생활안전거버넌스(민관협력)’의 우기철 재난대응 

홍보활동 강화,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확대

⁃ 손해보험협회, 차량네비게이션사와도 협의체계 

구축 공동 대응하여 별도 인력 및 비용없이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최소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사업소, 공사, 공단 등 

25개 유관기관 등과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성격에 따라 산사태, 제방붕괴 등 특정지역 

대규모 재난 시 ‘현장지휘소’를 가동해 현장에서 

모든 대응 ․ 복구 관련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시 각 소방서별 수방긴급기동단 총 

678명이 침수발생 시 긴급배수지원 등 초동대처를 

하게 된다. 의용소방대 4,440명도 재난상황 예방 

및 대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이재민 발생시를 대비해 구호소 사전지정과 

구호물자도 준비 완료했으며, 의료 ․ 방역, 심리

상담 등 건강돌봄서비스도 시행한다. 

  〔하천관리과 (02)2133-3782〕

2014년도 서울시토목상 후보자 공모

 서울시는 안전하고 수준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토목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서울특별시 토목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5월 22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39일간 토목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적사실 조사 · 확인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 3명을 선정 · 시상한다.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과 단체이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10인 이상 연서로 

추천해야 한다. 

 단, 추천 대상자가 동일한 공적으로 수상한 사실이 

있거나, 서울특별시토목상을 받은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14년 서울특별시 시민상(타분야) 

수상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후보자 추천 제출서식 및 안내 :

 http://infra.go.kr→뉴스이벤트→후보자 공모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서울 도로점용공사 시행절차 안내서 발간

 서울시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 또는 관할구청 도로 관리부서에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소통道 서울路 – 도로점용 공사 시행절차 안내’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차도, 보도, 가로수, 공사장 등 모든 

도로공사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시행절차를 

정리한 ‘표준매뉴얼’의 성격을 가지며, 사진과 도표 

등으로 보기 쉽게 제작됐다.

 안내서는 ▴1장–서울시 도로점용공사 개요 ▴2장

–사전공지 및 공사 협의절차 ▴3장–도로점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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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승인 ▴4장-굴착공사 준비 및 시행절차 

▴5장-도로점용공사 점검절차 등 총 5장으로 구성

됐다.

 서울시내 도로굴착공사의 현황과 공사 소개, 도로

점용 공사 시 사전 공지 및 협의, 공사 허가 및 

승인절차, 공사 전 준비, 공사 중의 절차, 공사 

완료 후의 도로 복구상태 점검절차 등이 주된 

내용이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 http://safe.seoul.go.kr 

 → 도시안전 → 안전소식 참조

  〔도시안전과 (02)2133-8026〕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설치비 8천 가구 지원

 서울시가 아파트 베란다에 손쉽게 설치, 한 달에 

전기요금을 최대 13,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8,000가구에 지원한다.

 200~210W 모듈은 65만원 이하, 250~260W는 

68만원 이하인 설치비의 50%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설치 후 고장 등이 걱정

되는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 업체를 

통해 5년간 무상 A/S를 제공한다.

 아파트 미니태양광은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 하루 3.2시간 가동으로 생산된 전기를 

플러그를 통해 연결해 가정 내 전기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전력 생산용량은 대형 시설에 비해선 작지만 

청정하고 무제한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사용

해서 친환경적이고, 분산전원으로 피크시간대 전력을 

생산해 전력수요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펼친다.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개요

  •보급규모 : 8,000가구

  •제품규격 : 모듈 200~260W, 패널 2개 이상

  •지원내용 : 가구당 30만원 보조(50% 이내)

   - 5년간 무상 A/S 및 사후점검 이행

  •경제성 : 투자비 회수 3~7년 소요(최소 30개월)

   - 전기 생산량 : 292kWh/년

     [900리터 양문형 냉장고, 36W 삼파장 램프 2개

      (1일 12시간) 1년 소비량 해당]

 신청은 서울 시내 아파트 중 베란다가 남향인 

아파트에 사는 시민이면 누구나 6월 20일까지 

각 자치구 및 협동조합을 통해 할 수 있다. 1개 

단지에서 30가구 이상 단체로 제출한 경우와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전체 선정 가구 중 5%는 일반 개인 

신청자 가운데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등을 우선 

배정해 선정한다.

 지원 설비는 태양광 모듈과 난간 거치대, 마이

크로 인버터,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 

콘센트 등으로 구성된 미니태양광 설비 세트로 

제공된다.

 이번 지원대상 미니태양광은 베란다 난간에서 

태양광 설비가 분리될 경우 안전사고 등을 사전

에 예방하기 위해 모듈을 2개 이상 분리 구성되

도록 하였으며, 난간 거치대는 풍속에 대한 내풍

압 시험을 거쳐 구조안전 진단결과 안정성이 입

증된 제품으로 선정했다.

  〔녹색에너지과 (02)2133-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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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 공모

 서울시가 그 동안 수립한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탱크와 주변의 토지자원을 활용,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설계

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제현상설계 공모전을 8월 

12일(화)까지 개최한다.

 시가 지난 1년간 아이디어공모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한 기본구상은 ‘환경과 재생을 주

제로 하는 시민의 장소’이며, 공연 · 강연 · 정보교류 

· 전시체험 도입 기능을 제안했다.

 큰 틀에서는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매봉산 속에 5

개의 거대한 석유탱크가 매설된 산업유산으로서 갖는 

장소적 가치와 석유탱크 내부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한다.

 내용은 석유비축기지를 중심으로 이 일대 10만

1,510㎡를 아우르는 하나의 친환경 공원을 설계하고, 

내부시설로 전체 연면적 5,400㎡ 이내에서 ▴공연 

▴정보교류 ▴전시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설계하면 된다. 

 5인 이내 1팀을 이뤄 공동응모하면 되며, 단독 

응모도 가능하다. 이 때 1명은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

한 자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총 13작품의 수상작을 선정, 1등 당선자에겐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한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국내외 건축 

및 조경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5인(조성룡 성균관대 

교수, 김승회 서울대 교수, 조경진 서울대 교수, 

일본 이토 토요 대표, 미국 프란시스코 사닌 교수)

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참가등록 및 공모관련 세부내용은 마포 석유비축

기지 국제현상설계 공모전용 홈페이지(www.mapo 

depo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개발센터 (02)2133-8399〕

서울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 방안‘ 발표

 서울시가 5월 2일 발생한 상왕십리역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와 관련,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운영에 대한 시민 

불안이 제기된 만큼 조직 ․ 인력 ․ 시설개선, 투자

계획 등을 아우르는 주요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시와 운영기관, 협력업체, 외부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하철 운영시스템 개혁대책 

T/F’를 구성해 보다 근본적인 과제들을 논의 ․ 해결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①지하철 운영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②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한편 ③전문가와 외부 협력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도화 및 강화한다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마련됐다.

 시는 즉시 조치사항은 조속히 실행에 옮기고, 단기 

및 중장기 추진사항은 별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사고를 예방하고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 1~4호선 첫 열차 운행 전 당장 안심하고 탈 수 

있게 긴급 특별점검

 ⁃ 모니터링용 CCTV 보강 등 사람, 기계 한쪽에 

의존 않는 이중 ․ 삼중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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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내 전파 ~ 초기대응 완료 ‘골든타임 목표제’ 

도입, 전직원 안전교육 의무화

 ⁃ 외부 협력회사 지도 ․ 감독 ․ 안전교육 강화, 

전문가 합동점검 ․ 모니터링 상시화

 ⁃ 중․장기대책으로 노후 전동차 앞당겨 교체, 

‘SMART 통합관제센터’로 통합구축

 특히 서울시는 이번 개선방안의 가장 큰 목표인 

‘시민안전 확보’는 중앙정부와의 공동 지향점인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

이며 개선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정책과 (02)2133-2226〕

서울시, 자동차 제작사와 전기차 보급

 서울시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좋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소음이 없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한국지엠(주), 

BMW Korea, 한국닛산(주) 및 (사)한국전기자동차

리더스협회와 함께 5월 20일(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보급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도 

추진한다는 목표이다.

 시는 이번에 구성된 「전기차 보급 협의체」를 유기

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차 보급 차종의 다양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남산 1, 3호터널 혼잡

통행료 감면 등 전기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충전인프라 확충,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운영, 충전사업 모델 개발 등 전기자동차 

이용편의 증진 ▴전기자동차 시승이벤트,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이 밖에 서울시내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도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 제

도개선과 함께 주행거리 연장 등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교통과 (02)2133-3630〕

남부순환로 내 잔여 3.2km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서울시가 남부순환로 전체 36.3km 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인 구로IC~오류IC 

3.2km를 해제한다.

 시가 전체 13개 노선에 대해 운영효과를 평가한 

결과, 전용도로로서 기능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었고, 실제 이 일대 지역주민들도 지난 

10여 년간 지역발전 저해와 생활불편을 이유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동차 외에 사람,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

할 수 없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되면 ▴개봉역 

인근 주민들의 안양천 접근을 위한 보도 및 횡단

보도 설치와 ▴자전거, 이륜자동차 통행이 가능

해져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되며 ▴일부구간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함에 

따른 운전자 혼란을 해소하고 ▴도로 주변으로 

진 · 출입로 조성이 가능해져 주변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T/F팀을 중심으로 남부순환로 일반도로

화에 따른 주변 환경 정비 및 교통안전 대책 수립 후 

6월 중 해제 공고하고, 5월~6월까지 제한통행속도 

변경 및 이륜차 통행허용 등에 따른 노면 표지 

및 도로교통 표지판 변경 ·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보행자 통행편의를 위한 보도 및 횡단보도조성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계획과 (02)2133-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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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디자인 공원으로 야간 안전 강화 

 서울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범죄

예방디자인 기본원칙을 따르고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와 자연스럽게 우범화를 막는 자연 감시방향

으로 양재 시민의 숲 범죄예방디자인을 설계, 1년

여에 걸쳐 개선을 완료하였다.

* 범죄예방디자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

 범죄예방디자인 1호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한 ‘양재 

시민의 숲’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울창한 나무들로 

휴식을 제공하지만 주택가와 단절된 지역 여건

상 밤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워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이 높았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CCTV · 비상벨 · 경광등 · 

LED등 · 출입구 안내표시가 한 기둥에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공원 

사각지대 12곳에 설치해 24시간 운영, 경찰출동

까지 가능토록 하였다.

 또, LED공원등 추가 설치로 숲속을 환하게 밝히고 

야간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지식카페를 새롭게 

조성하였으며, 시야를 가리던 수목도 가지치기와 

이식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산책로 50m 지점

마다 워킹트랙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비상 시 

정확한 길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의 숲 인근 회사원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단체 공원돌보미가 범죄예방을 위해 퇴근 

후 공원청소 및 야간 순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년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공진

중학교 두 곳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이후 주택, 학교, 여성 등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 사업과 연계해 확대 추진하고 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02)2181-1132〕

에너지 절감 점포 선정 발표

 서울시는 상업부문의 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을 

위해 처음으로 「일터 으뜸절전소 선발대회」를 개최, 

참여한 918개 업소(시설) 중 우수한 에너지 절

약 성과를 낸 중소점포 및 시설 22개소를 선정, 

발표하였다. 

 평가는 1차로 동절기 3개월간(‘13년 12월~’14년 

2월)의 전력사용량을 조회하여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해 절감량을 확인하였으며, 2차 실천사례를 

평가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593개 점포(시설)의 총 절감량은 1,021MWh(전년 

대비 16% 절감)로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2450만원(2013년 일반용 전력 판매단가 

1kWh당 121.98원 적용)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내 3,333가구에서 1개월 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기도 하며, 월평균 574kWh를 

절감, 동절기 3개월간 전기요금을 점포당 21만

원씩 아낀 셈이다.

 대상 1개소, 최우수상 4개소, 우수상 17개소 

등 으뜸절전소로 선정된 22개소의 업소 및 시설은 

주로 대기전력차단, 불필요한 조명소등, 실내적정

온도 준수 등을 상시 실천하고 있어 절전 습관이 

생활화되어 있고, 많은 업소에서 고효율 LED조명

으로 교체해 전기사용량을 줄이는데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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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을 받은 ‘ 청량리꿀꿀숯불갈비’의 경우, 전

원을 켜면 전체 테이블 배기 후드가 가동되던 

것을 전원분리공사를 실시해 각 테이블별로 필

요할 때만 가동되도록 해 전기사용량을 크게 줄

일 수 있었다.

 서울시는 절감 성과가 좋은 업소들의 노하우도 

발굴, 10가지 다양한 절약 방법도 소개했다.

① 간판에 타이머 부착해 불필요한 시간대 자동 소등

② 개별전기패널 사용으로 난방 대상 공간 분리

③ 전기밥솥 대신 가스레인지와 압력밥솥 사용

④ 조리 열원을 전열기에서 가스히터로 변경

⑤ 24시간 켜놓던 냉·온정수기 대신 냉장고, 보온병 이용

⑥ 세제가 필요없는 수세미를 직접 제작해 사용

⑦ 한약재 저온추출방식특허로 에너지절감

⑧ 창문에 뽁뽁이 부착하거나 출입문에 방풍용품 부착

⑨ 직원교육을 통해 매장(시설) 내 절전 노력

⑩ 주기적으로 형광등 갓 닦아 에너지 효율 높임

 서울시는 6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번 대회

에서 선정된 점포 및 시설 22개소에 절전제품구

입 및 시설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시민협력반 (02)2133-3585〕

서부간선지하도로 지하화 10km 2019년 완공

 서울시내 상습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2019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2007년 민간투자제안서를 

접수받아 민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심의를 거쳐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

으며 올해 공사를 착공한다.

 서부간선 지하화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사항으

로는 서부간선지하도로 진출입구가 주거지와 인접

하여 설치되므로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서부간선도로의 기존 방음시설 보강」 

및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부선 철도의 기존 방음시설 보강」 요구이다.

 또, 금천구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적환장이 주거지에 인접함에 따라 발생

하는 악취와 소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적환장 

이전」을 요구했다.

 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수

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민들과 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의 토론과 2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과 최종 합의를 이뤘다.

 아울러 시는 기존의 지상 서부간선도로 교통량 

중 약 5만 대의 차량이 지하도로로 전환됨에 따

라 지상 교통량이 줄어드는 만큼 자동차 전용도

로인 지상 서부간선도로는 일반도로화하고 안양

천과 연계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로계획과 (02)2133-807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본격 시행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되어 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

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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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 · 

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

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앞으

로는 경력 · 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중·고·특급)

을 산정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

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

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하였다.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

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두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 업역을 

신설하였다.

 또한,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하였다. 

③ 안전관련 규제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

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

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발주청이 시특법상 1, 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

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 하고,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 2종 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다.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

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0〕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7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 6. 2일부터 시행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탁기관명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
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2.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 ․ 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 ․ 확인 및 관리

한국건설기술

관리협회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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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

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

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 29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지정만 해두고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

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취지로 

2009년 12월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특례 제도로 

민자 공원이 조성된 사례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

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자체 · 사업자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조성과 수익사업 동시 시행 허용

 현행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

물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 조치로 인해 분양 건축물인 경우 공원의 기부

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하여 시행자의 사업기간이 

1년~2년 정도 단축되면서 재원부담 또한 많이 

경감될 예정이다.

② 민자공원 특례제도 절차 간소화 등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위원회의 자문과 심의가 8회이나, 3회로 

단축됨으로써 절차 진행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현행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전에 하는 지자체

와 민간사업자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으로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개선됨으로써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재원조달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제안서 제출서류 간소화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④ 공모제 도입

 현행은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하여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

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0년 7월이면 모두 실효

(자동해제)되는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투자활성화도 기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

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

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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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 · 방습층과 지능형 계량

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를 

강화하였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 · 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실시

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②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그동안 건축물 매매 · 임대 시 거래내역서에 에

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

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건

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

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 향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④ 녹색건축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

토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조성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

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 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 · 

관리 · 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

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강화를 위하여 국가

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

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45〕

개정 「건축법」 공포

 금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 ·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또한,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

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

이 5월 28일 공포되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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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 적용

②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 의무적 반영

③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입

④ 건축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⑤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 분쟁조정 용이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로 건축 민원의 대

국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⑦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 도입

⑧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확대

⑨ 건축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

권자의 건축 편의 제공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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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차 중랑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발주심의

○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관 

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단계”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

○ 하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상태조사 및 하천관리상 지장유무 조사 실시할 것

○ 생태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서 UNESCO 

MAB에 의한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에 대한 공간 구분도 함께 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제3장 계획업무에는 ‘4. 하천시설물 설치 기본

방향 설정’이 있으나, 제4장 설계업무에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치수·이수·하천

환경 측면에서 설치 혹은 제거되어야 할 하천

시설물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제56차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1단계) 

설계 용역발주심의

○ 건축계획 부지는 골짜기에 위치하므로 폭우시 

우수가 이곳으로 집중되어 건물에 부력피해를 

입힐 수 있음에 따라 공사 중 폭우로 인한 

건축물 부력 피해가 없도록 사전계획 할 것

○ 특별한 환경조건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소비

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축물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할 것

○ 사면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대책을 강구하고 가급적 비탈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되 비탈면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콘크리트 옹벽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설계를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도록 할 것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작성한 건축물 (내진)설계도서 Checklist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건축구조기술

사가 확인/날인하여 설계완료시 제출할 것

○ 설계자문에 대하여 설계 자문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설계자문회의 구성에 

우리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추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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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차 서울대공원 주변전실 수배전반 등 

이중화공사 설계심의

○ 전력용 콘덴서에 APFR(자동역률제어장치)를 

설치해 무효전력제어에 따른 전력손실을 

방지할 것

○ 옥외 특고압 수전반은 돌출된 시설물이므로 

적절한 낙뢰 피해 방지시설을 검토할 것

○ 서울랜드 주변전실로 분기하는 특고압선로

(EHV1-2, 2-2)에 차단장치(VCB) 설치할 것

○ 각종 케이블의 용량 검토(부하계산, 연속허용잔류, 

전압강하, 단락허용전류 등) 결과를 첨부할 것

○ 22.9kV 수전케이블 관로(ELP 125mm)는 한전 

배전 설계기준(ELP 150mm)을 적용할 것

○ 재사용 계획인 변압기, 발전기, 수배전반 등은 

현재 12~30년간 사용한 설비로 재사용 내용

연수 감안시 교체가 바람직하므로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

○ 수배전반은 관련 기준에 의한 내진기능 및 

Web 기반기능이 포함되도록 반영할 것

■ 제58차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기본 

설계심의

○ 주민친화시설의 부지 사용기간, 비용 징수여부 

등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금회 계획되는 지역이 

홍수 시 침수로부터 안전한지를 검토하여 보고

서에 수록 할 것

○ 사업효과 확인 및 악취의 변화실태 파악을 

위해 난지물재생센터 악취 모니터링 방안을 

추가하여 반영할 것

○ 기존 구조물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부분에 

대한 현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손상 부분에 대하여는 손상원인을 면밀히 검토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반영할 것

○ 탈취팬의 축과 케이싱 사이의 밀봉(Seal) 장치와 

신축관 플랜지 부위 등에서 발생하는 누기

(leakage)에 의한 악취발생원(틈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설계참여기술자 명단은 참여기술자의 성명, 

업무, 실제 참여기간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제59차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건축계획 설계지침 추가제시

  - 화재 등 안전을 고려 내부 마감재료는 방염 

등 화재의 안전을 고려한 마감재료로 내용 

수정할 것

  - 서울시 여성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도시환경조성(여성친화 화장실, 여성친화 주차장 

등) 내용을 추가할 것

  -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

내용 추가할 것

  - 측량작업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과 

비용은 발주기관이 제공토록 수정할 것

○ 공모지침서 감점기준 제시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평균부실벌점에 

따른 세부적인 감점기준 추가할 것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등

  - 용역 완료시 용역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및 CD를 서울도서

관에 제출할 것

  -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본 설계에 

반영할 것

  - 건설공사 사후평가표 작성내용을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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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토록 할 것

■ 제60차 서울메트로 3, 4호선 고가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용역

○ 비파괴시험 항목중 반발경도 시험, 초음파법에 

대하여는 동일위치 30%이상 실시한다고 하였

으나, 시험결과 내용에는 동일위치에 시험한 

현황이 없으므로 동일위치의 시험결과 사항을 

명기 할 것

○ 공용년수 증가 및 피복부족에 의해 발생된 

탄산화 깊이의 시험결과 C등급으로 조사된 

구간에 대하여는 보수개소 및 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 할 것

○ 조류 배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제시 할 것

■ 제61차 북부간선고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북부간선고가교 하부구조는 도로선상에 있으며 

대부분의 기초(MP1~MP60, MP85~MP86)는 

도시철도 6호선 개착식 BOX와 일체로 시공

되어 공용중으로 교량기초가 지하철 BOX와 

일체 거동하는 것을 감안 상호간의 구조물 

평가가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서에 

내용을 수록할 것

○ 램프A 교각MP57 Sh13의 교량받침은 횡방향

으로 편기된 것으로 조사된 바, 향후 거더에 

결함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교체방안을 검토

할 것

○ 본선구간 MP39, MP57 교각 대균열은 휨과 

전단, 시공미흡 등의 이유로 발생되어 균열폭이 

상당하고 구조상 균열위치가 중요부위인 만큼 

금회 또는 향후 진단 시 정밀계측을 통한 

균열의 활동성을 파악할 것

○ 상태평가 결과 전 구간에서 교면포장 열화 

심화로 전면 재포장 계획에 따른 본 과업 

구간별 내구성이 확보된 공법 및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제62차 하남선(5호선 연장)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 발주심의

○ 설계 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 중 설계

용역 성과검토업무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내용을 반영 할 것

○ 지하철 설계감리 용역으로 대규모의 가시설

공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과업수행내용에 

가시설 공법의 적정성, 가시설 안전검토의 

적정성, 시공성, 경제성 등의 검토내용을 첨부 

할 것

○ 계측관리기준은 공사계측과 유지관리계측의 

관리기준으로 수정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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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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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백패널 및 프레임커버 적용 공법(제728호)

(보호기간 :  2014. 3. 25. ～ 2019. 3. 2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폐유리분말과 플라이애시 등의 무기계 혼화재료와 발포제를 혼합하여 고온에서 발포하여 성형한 

이종의 보드를 복합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를 커튼월 시스템 층간에 걸쳐있는 Spandrel* 

부위의 Back Panel 대체 및 프레임 커버를 설치한 화재확산방지 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폐유리분말과 플라이애시 등의 순환자원과 발포제를 혼합, 고온 발포 소성하여 

제조한 하이브리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를 커튼월 시스템 Spandrel 부위의 Back Panel 

및 프레임 커버에 적용하여 커튼월 내화성능 및 내결로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 공법>

*Spandrel : 아치와 상부의 수평재로 둘러싸이는 면의 부분을 가리켜서 말함. 장막벽에서는 상하로 겹치는 
개구부(창 · 출입구) 등 사이의 벽 부분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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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부착철물 및 프레임 설치   2. 줄눈설치                 3. 세라믹보드 설치

▶ ▶

       4. 유리 설치                5. 프레임커버 설치          6. 화연방지층 시공 및 마감

<신기술 시공 절차>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 금액) 비고

1
현대산업개발 기술연구소 

시험시공
현대산업

개발
현대

알루미늄
2012.11.23～
2013.02.15

3층
84,480,000원
(70,381,000원)

시험
시공

2 여주 PC공장 시험시공
현대산업

개발
현대산업

개발
2013.12.06～
2013.12.20

지상 2층
14,500,000원
(3,500,000원)

시험시
공

3
한국세라믹기술원 
지방이전신축공사

한국세라믹
기술원

GS건설
2013.12～
2015.03

지상 7층
28,000,000,000원
(53,827,300원)

신축
공사

 

  나. 향후 활용전망

    (1) 내화성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

       경량 내화성 세라믹 소재의 활용은 경량재료이며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분야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불연재료인 대형 세라믹 발포 제품으로 건축용 패널로 적용이 

가능하다.

       경량 발포기술 개발과 내화성 소재의 적용으로 화재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사회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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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 공법

       신소재 및 시스템 개발과 적용에 따른 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에 대한 기술력 확보 및 신

공법의 적용이 가능해졌다.(국내 ․ 외 지적재산권 포함 등)

       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 공법의 적용으로 커튼월 시공기술 및 화재안전 커튼월 시스템 기술 

확보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 내화성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 제조기술   

       •일본의 경우 초경량 무기계 소재를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있지만 단열성능은 아직 유기 단열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에서도 초경량 무기계 소재에 근접한 재료의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 산업의 다방면에서 기능성 소재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 공법

       •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 공법과 유사한 기술을 개발한 개인이나 업체는 없는 상황이므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나 유럽의 커튼월 성능기준인 30분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무기계 단열재를 

적용한 공법과 유사한 단열성능을 가지므로 경쟁 가능한 기술은 향후 당분간 출현하기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의 화재확산 방지구조의 지정재료는 15

분의 내화성능을 요구하지만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는 30분의 내화성능을 가지며 단열 및 결로 

성능도 우위이므로 경량 소재 자체만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커튼월의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관련 기준이 활성화되거나 강화된다면 이 신기술은 커튼월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내화성 단열소재로는 유일하게 중국의 난연기준 A1급을 만족하며 대형의 패널크기로 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한 국내 최초의 기술이다. 



- 29 -

       건축용 마감재 내화성능 기준이 강화된 중국 등에 단열 마감재로서 최초 수출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였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 분
공사비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기존기술
(글라스울 백패널 설치)

일위대가(원/m2) 37,002 31,987 1,000 69,989 신기술이
약 7.3%

저렴신기술
(세라믹보드 설치)

일위대가(원/m2) 34,782 28,918 1,209 64,909

     

신기술범위
(백패널 설치)

단가 소요량
단가 금액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경량무기발포보드(50T) m2 8.325 23,000 　 　 191,475 　 　 191,475

경량무기발포보드(30T) m2 1.74 16,000 　 　 27,840 　 　 27,840

L-앵글 개 36 160 　 　 5,760 　 　 5,760

스크류 피스 개 228 12 　 　 2,736 　 　 2,736

기타부속자재 식 1 6,579 　 　 6,579 　 　 6,579

1)줄눈 　 　 　 　 　 　 　 　 　

  실리콘 m 28.65 1,750 　 　 50,137 　 　 50,137

  코킹공 인 0.86 　 111,902 　 　 96,235 　 96,235

2)백패널설치 　 　 　 　 　 　 　 　 　

  샷시공 인 0.604 　 117,090 　 　 70,722 　 70,722

  보통인부 인 0.906 　 81,443 　 　 73,787 　 73,787

  포장 m2 10.065 500 　 　 5,032 　 　 5,032

  운반비 m2 10.065 　 　 1,000 　 　 10,065 10,065

합계 m2 8.325 단위면적당 64,909원 합계 540,368

  

    (2) 공사비

       설계단가로 적용된 입찰단가의 변동에 따른다.

    (3) 공사기간 

        기존 커튼월의 백패널에 적용하는 공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시공절차가 

단순하며 공사기간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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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① 기준 먹메김 ① 기준 먹메김

② 구체 부착철물 및 프레임의 설치 ② 구체 부착철물 및 프레임의 설치

③ 부속재료의 설치 (아연도강판 설치)

③ 부속재료의 설치 (줄눈 설치) ③ 부속재료의 설치(줄눈 설치)

③ 부속재료의 설치 (Glass Wool 설치)

③ 부속재료의 설치 (백패널 설치) ③ 부속재료의 설치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 설치)

④ 유리 설치 ④ 유리 설치

⑤ 실링공사 ⑤ 실링 공사

⑥ 화연방지층의 시공 (내화 충전재 설치) ⑥ 화연방지층의 시공 (내화 충전재 설치)

⑦ 화연방지층의 시공 (내화 실란트 설치) ⑦ 화연방지층의 시공 (내화 실란트 설치)

⑧ 보양 및 청소 ⑧ 보양 및 청소

    (4) 유지관리비

        기존 공법에 사용되는 무기계 섬유 단열재는 방습층 파손이나 수분에 의해 성능저하가 쉽게 

발생하지만 세라믹보드는 내결로성이나 습윤 ․ 건조 반복 시험시 성능회복이 섬유 단열재에 비해 

1.3배 우수하다.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구 분
공사비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기존기술
(글라스울 백패널 설치)

수선비용
(부분수선주기 15년, 수선율 10% 적용)

일위대가
(원/m2)

3,700 3,199 100 6,999 신기술이
약 28%

저렴신기술
(세라믹보드 설치)

수선비용
(부분수선주기 15년, 수선율 7.7% 적용)

일위대가
(원/m2)

2,678 2,227 93 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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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보드의 주재료는 산업부산물인 유리분말과 플라이애시이며 구성의 약 99%를 차지하는 

녹색기술 인증제품이므로 분쇄하여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기물 발생이 적다.

       국내에서 커튼월 층간화재확산방지를 위한 공법으로 30분 내화성능을 갖는 유일한 공법이며 

커튼월 시장에의 순조로운 진입 및 성장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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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차단공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

 (제729호)

(보호기간 :  2014. 4. 09. ~ 2019. 4. 0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충격차단공(슬롯 드릴링, 라인 드릴링)을 이용한 진동제어발파기술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하여 필라부에 대해 보강기술을 사용하여, 암반 터널 입·출구에서 터널 간 이격거리를 

좁히고 터널 내에서 넓혀가면서 굴진하여 선·후행 터널별로 차등적인 굴착 및 보강방법을 적용

하는 암반 근접병설터널의 시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 시공절차

    



- 32 -

    (2) 방법

필라폭에 따른 시공방법

      - 충격차단공 시공도

  충격차단공(Slot Drilling)을 이용하여 필라부 손상 방지 및 발파 굴착함

      - 철근-숏크리트 시공도

자산터널

송죽터널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암반필라 지지체 형성  ⇨ 근접병렬터널 시공성, 안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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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발주자/감리자 시공규모 기간 위 치 특징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  화

송죽터널
(L=266m)

2013.08.01.
~진행

경북 김천시 양천동 
212-3번지

기존 대단면터널을 
근접병설터널로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기술개발(주)

자산터널
(L=440m)

2007.7.9.~
2012.6.11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17-1

기존 2-아치터널을 
근접병설터널로 변경

  나. 향후 활용전망

    (1) 2-Arch 또는 대단면터널 대체 시공

    (2) 용지비 및 환경훼손 최소화가 요구되는 경우

    (3) 기존 운행중인 도로터널의 확장 및 신설터널의 배치, 철도 등에 활용

신규터널 계획 기존터널 확장시공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유사기술(2-아치+근접병설터널 조합공법) 신기술(근접병설터널)

개요도

공 법

특 징

Ÿ 파일럿 터널은 점차 폭을 넓혀나가는 변단면으로 

설계 및 시공 불리 (철근배근, 거푸집 등)

Ÿ 전구간 근접병렬터널 → 경제성, 공사기간유리

공사비
31,948천원/1m당 24,067천원/1m당

(필라폭 3m미만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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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 종래의 2-아치터널이나 대단면 터널을 대체하여 저렴하고 신속한 터널시공이 가능하다.

      - 기존 병설터널(1.5D)을 배치하는 방법은 용지비와 터널 내·외구간의 공사비 비교를 통해 근접터널 

형식이 유리할 경우 터널 입·출구에서 좁히고 터널 내에서 넓혀 나가는 배치가 확산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실 시공현장을 바탕으로 구조적 안정성 및 시공 중 안전성에 대한 검증으로 근접병설터널이 

확산 파급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터널 입·출구부에서 좁히고 터널구간에서 넓혀나가는 근접병설터널 공법에 대하여 체계화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해외 건설시장 진출 시 신기술을 이용하여 병설터널을 근접시킬 경우 해당공사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  분
갱구부(P-5,6)

(필라폭:3m미만)
P-4

(필라폭:3~6m)
P-3

(필라폭:6~9m)
P-1,2

(필라폭:9m이상)
비 고
(천원)

근접병설터널 31,022 21,964 15,691 13,497 VAT 별도

     (2) 공사비 

    

구  분
자산터널 송죽터널

근접병설터널 2-아치터널 근접병설터널 대단면터널

단면도

연  장 L=440m L=440m L=266m L=256m

공사비 145.1억원 186.9억원 74.3억원 94.8억원

절감효과 공사비 41.8억원(22.4%절감) 공사비 20.5억원(21.7%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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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구  분
자산터널 송죽터널

근접병설터널 2-아치터널 근접병설터널 대단면터널

연  장 L=440m L=440m L=266m L=256m

공사기간 17개월 26개월 16개월 22개월

단축효과 9개월(35%단축) 6개월(27%단축)

    (4) 유지관리비                                                   

구  분 2아치 터널 근접병설터널

내구성

유  지

관리비

 ž 중앙 이음부의 누수처리 등 공용수명 연장을 

위한 보수ž보강비용이 더 소요되므로 유지관리에 

불리.

 ž 중앙부 누수문제가 없고 일반 병설터널 수준의 

유지관리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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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접병설터널은 2아치 또는 대단면 터널에 비해 굴착량, 지보 및 콘크리트 라이닝 수량이 

적게 소요되며, 소요공기도 짧기 때문에 저탄소 에너지 절감의 환경측면에서 효과가 실 사례에 

의해 13.7~33.6% CO₂ 저감효과 발생된다.

      -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확보로 경쟁력 향상과 수요증가로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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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개선

 UN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은 세계적으로 약 

124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어, 각

국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부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 또한 정부의 노력을 통하여 최근 도로교통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질병이 아닌 

단순사고에 의한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5~24세 나이층에서 가장 빈번한 

사망원인으로 보고되었다.1)

 

 도로교통 안전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개선대책들 

중 하나는 사고 다발지점 또는 구간을 선별하여 

적절한 안전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사고 다발지역의 선정, 안전대책 수립 

시의 통계 기반 우선순위 결정,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1)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Ten 
Leading Causes of Death and Injury 

통한 교통안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교통안전 개선지역의 선정과 

안전대책 수립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도로교통 안전개선 절차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개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로망 검사(Network Screening), 선정지역 진단

(Diagnosis), 안전대책 선정(Countermeasure 

Selection), 경제성 평가(Economic Appraisal), 

우선순위 도출(Priority Ranking) 그리고 사후 

평가(Countermeasure Evaluation)로 구성된다. 

 도로망 검사는 사고발생 통계를 기초로 관할 도로

망을 검사하여 안전개선의 잠재력(Potential for 

Safety Improvement, PSI)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망을 일정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PSI를 산출하는데, PSI는 실제 발생

사고 수와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에 의한 기대 발생사고 수의 차이를 기준

으로 선정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통행량과 기하

구조 등을 고려한 뒤, 기대치 보다 이상(異常)적

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추가 진단을 

시행하게 된다. 

 선정지역 진단은 도로망 검사를 통하여 선정된 구간에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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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상세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절차이다. 안전진단은 

도로망 검사를 통하여 선정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

들의 경위, 형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하여 그 구간에 이상(異常)적으로 발생하는 빈번한 

사고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목표사고군(Target 

Accident Group)으로 분류한다. 

 안전관리자는 위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지역의 목표

사고군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적용 가능한 안전대책은 안전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미연방교통

국에서는 각 목표사고군에 효과적인 안전대책 목록과 

그 예상 사고감소효과(Crash Reduction Factor, 

CRF)를 제공하고 있다.2) 

 각 목표사고군에 대하여 여러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특정 안전대책 또는 여러 대안들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투자평가와 마찬가지로 비용

효과(감소사고 당 안전대책 비용), B/C 비율(사고 

감소에 따른 비용 편익 대비 안전대책 비용) 그리고 

순 효과(안전대책 비용을 제외한 사고 감소에 따른 

비용 편익) 등으로 평가한다. 예상 감소사고 건수는 

CRF(%)에 선정구간의 목표사고군의 발생건수를 

곱한 값으로 추정되며, 편익은 예상 감소사고 건

수와 사고 건수 당 비용의 곱으로 추정된다. 최종

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선정지역의 

목표사고군에 대한 최적의 안전대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수립된 안전대책은 경제성 분석을 기준

으로 우선순위화하여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상위의 

안전대책부터 시행한다. 또한, 안전대책 시행 후 

2)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 Safety, Crash 
Reduction Factors, http://safety.fhwa.dot.gov/tools/crf/ 

사후 분석을 통하여 수행된 안전대책의 효과를 평가

하고 이를 통하여 CRF와 안전대책 비용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향후 안전개선 투자평가에 활용한다. 

 Continuous Risk Profile을 통한 도로망 검사 

 상기 도로교통 안전개선 절차 중 도로망 검사는 

안전개선의 투자효과를 결정하는 초기 분석으로서 

안전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최근 들어 

안전성능함수를 사용한 도로망 검사는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 orrelation), 구간 분할 

시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위험구간 선정 시 

편향된(Biased)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에 도로를 따라 발생한 사고를 연속

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인 Continuous Risk 

Profile(CRP)을 이용하여 도로망 검사를 하는 방법이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다.3)

 Continuous Risk Profile(CRP) 기법은 연속적인 

도로상의 각 지점을 기준으로 영향범위를 나타

내는 구간(Window) 내의 평균 사고 발생률(단위

길이 당 사고 발생빈도)을 산정하여 위험도를 

측정한다. 이는 평균 사고 발생률을 산정함으로써 

공간상에서 발생한 사고 빈도의 확률적 변동에 

의한 오차를 완화시켜 공간상의 실제 사고의 추이를 

나타낼 수 있는 기법이다. 오류를 포함할 수 있는 

취득 데이터 오차나 모델의 복잡성이 없어 그 

적용성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이미 

여러 사례분석을 통하여 검증이 되었다. 아래의 

3) 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altrans), 
Continuous Risk Profile, http://www.dot.ca.gov/newtech/ 
innovation/docs/crp_final_ octob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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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속도로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국내 경부선 상행선의 

CRP를 이용한 위험도와 이를 고속도로 지도상에 

표출한 자료로서 국내 도로에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준다. 

 

▶ 경부선 서울방면 Continuous Risk Profile 및 

GIS Mapping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 1983년 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이를 통해 도로교통 사고건수 및 이에 따른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교통안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1.3명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며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최근 교통안전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도로교통 안전개선 절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서도 고속도로 안전매뉴얼(Korean Highway 

Safety Manual, KHSM)의 도입 검토와 함께 다각

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룬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개선 절차 

및 세부 방법론 등은 적용성 검토와 국내 실정에 

맞는 수정을 통하여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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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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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중랑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중랑천 마스터플랜 수립 (699)
조건부

채택
토목

56
소방 행정타운건립공사(1단계) 

설계용역

․ 지하1층, 자상15층

‧ 연면적 22,389㎡(건축물 7개동)

51,900

(2,677)

조건부

채택
건축

59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 설계용역
․ 지상5층, 연면적 4,800㎡

10,574

(477)

조건부

채택
건축

62
하남선(5호선 연장)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

․ 토목,건축,기계,정거장전기,소방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167,340

(787)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

심의

52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 교량 성능개선 1개소

․ 교폭 16.5m, 연장 360m

18,543

(362)

조건부

채택
토목

57
서울대공원 주변전실 수배

전반 등 이중화공사 설계용역
․ 수배전반 제작구매설치 40면 등

1,951

(21)

조건부

채택
전기

58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사업(단기사업) 기본설계

․ 악취저감시설 개선공사

․ 주민친화시설 조성공사

49,300

(472)

조건부

채택
토목

정밀
안전
진단
심의

54
서울메트로 1, 4호선 지하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지하철 1, 4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529)

조건부

채택
토목

60
서울메트로 3, 4호선 고가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지하철 3, 4호선 L=6,170m (586)

조건부

채택
토목

61
북부간선고가교 정밀안전

진단용역
‧ 총연장 6,693m, 폭 5.8~30.4m (558)

조건부

채택
토목

사업
계획
변경
심의

2 구리암사대교건설공사

․ 암사대교 : 폭24~44m, 연장2.74km

․ 연결도로 : 폭25m, 연장1.61km

․ IC 2개소 : 암사, 아천

23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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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주경기장 등 8개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등 15건

2,410 2,368

교 통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능개선 설계용역 등 
2건

116 105

기 계 설 비
양천자원회수시설 탈취탑 설치 설계 
용역

33 28

기 타
2014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용역 등 5건

282 252

도 로
수표교길 연결 주변정비 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등 5건

647 567

도 시 계 획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등 3건 573 527

상 하 수 도 
천호대로 하수암거 외 3개소 정밀점검용역 
등 3건

82 82

소 방
김포공항 외 19역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

213 187

전 기 통 신
도시철도 레일전식 누설전류 측정 등   
설계용역 등 5건

93 90

정 밀 진 단
개봉2빗물펌프장 증축을 위한 
정밀구조안전진단용역

20 20

조 경
중랑천 둔치 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0건

150 137

지 하 철
하남선(5호선연장) 기본 및 
실시설계감리용역 등 2건

839 839

하 천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49 46

 계 54건 5,507 5,248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5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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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정보

< 2014년 제104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6.27～7.03 8.03 9.19 9.22～9.25 11.14

< 2014년 제3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7.25~7.31 8.17 8.29 9.01～9.04 11.1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q-net.or.kr]

시사상식 용어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이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

블러스 보험사(Travelers Insurance Company)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

었다.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

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노동현장에서의 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난, 또는 사회적 · 경제적 · 개인적 위기나 실패와 관련된 

법칙으로 확장되어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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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