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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와 고유가로 인해 세계적인 화두는 탄소중립 및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분야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인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소비되며, 

일반제조물과 달리 건축물은 내구연한(life span)이 50년에 이르므로 에너지절약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전체 에너지소비 중 건물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 정도이고,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36%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에너지소비 중 건물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 정도이며, 이 중 67%가 주거건물에서 소비되고 있다. 특히, 경제수준 향상에 따라 보다 높은 

쾌적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냉 ․ 난방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새로운 60년을 이끌 신 성장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하였고, 서울시(건물부분은 총에너지의 60%이상 차지)의 경우에도 목표달성을 

위해 『2030그린디자인 건축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 서울시의 에너지저감 목표는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2000년도 대비 20%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량을 20% 확대하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부문에 대해서는 2016년 패시브 하우스, 2023년 제로에너

지 건축물을 목표로 에너지 수요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2030 그린디자인 서울 마스터플랜

 민간부분에서도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저에너지 공동주택’ 보급에 매진하고 있다. 

》  칼  럼

  제로에너지 건축 효율적 구현과 활성화 방안 

    이 병 석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대림산업(주) 기술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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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를 들면, 이미 2005년에 국내최초로 대림용인연구소에 기존대비 냉난방비용이 20 ~ 30%밖에 

들지 않는 패시브(Passive)하우스 개념의 “3L 하우스”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친환경 건축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고 있으며, 2008년에 확장형 평면기준 냉난방에너지 30% 절감형 공동주택을 공급한 

이래 최근에는 냉난방에너지 50% 절감형 아파트를 준공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림 2> 3L House 개발사례(좌)와 저에너지 공동주택단지 상용화 사례(우)

 

 반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과 같은 초에너지절약 건축물의 구현은 기후, 건설 환경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층 · 고밀도 공동주택의 특성으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방법과 경제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포함한 

저에너지 공동주택 구현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구축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그린홈플러스’ 구축 사례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수행된 ‘그린홈플러스’ 구축사례는 우리나라 건설환경에 

적합하면서도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 모델개발을 위해 연세대와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수행한 제로에너지 실험주택 프로젝트이다.

 ‘그린홈플러스’은 제로에너지 주택을 포함하여 총에너지 40 ~ 80% 절감모델 등 총 5개의 세대로 

구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배치계획 및 입면계획 등을 포함한 패시브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고성능 · 고효율 설비시스템을 적용하여 건축물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로에너지 구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집열시스템 및 지열시스템 

등으로 고려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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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린홈플러스’ 실험주택 구축사례(전경)

<그림 4> ‘그린홈플러스’ 실험주택 구축사례(설계전략과 신재생에너지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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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의 적용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고층 · 고밀도로 건설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태양광패널은 옥상부위 경사지붕과 더불어 파고라 등에도 적용하였고, 세대의 벽면에도 외장마감과 

일체형으로 계획하여 세대별 제로에너지 목표달성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코니 난간부위에는 

태양열급탕시스템을 적용하되 조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침실구간 3m에 적용하여 단위세대 급탕량의 

약 2/3를 충당할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40% 절감모델은 기존공사비 대비 10% 이내에서, 

제로에너지 모델은 약 25% 수준에서 구현이 가능하였다.

 다음 <표 1>은 그린홈플러스 파일럿 프로젝트의 에너지저감 목표별 적용기술을 요약한 자료이다. 

벽체의 단열성능은 구축당시의 법적 최저성능(내단열)을 기준모델에 적용하였고, 에너지저감 모델에 

대해서는 외단열시스템을 적용하되 단계별 단열성능을 강화하였다. 제로에너지모델은 단열두께가 과도

하게 설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에 진공단열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창호시스템은 

에너지저감 모델에 대해서 이중외피형태의 외측창을 계획하여 창호 중공층의 축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창호의 단열성능은 16mm 복층유리로부터 52mm 3중 양면로이코팅까지 적용

하였다.

모델
기준 모델
(표준주택)

40% 저감모델
(GH+40)

60% 저감모델
(GH+60)

80% 저감모델
(GH+80)

100% 저감모델
(GH+100)

내측
창호

규격 PVC 단창
16mm 일반복층

PVC 단창
16mm 일반복층

PVC 단창
24mm 로이복층

PVC 단창
52mm 3중 일면로이

PVC 단창
52mm 3중양면로이

열관류율 3.0W/㎡·K 2.0W/㎡·K 1.5W/㎡·K 1.0W/㎡·K 0.8W/㎡·K

외측 환경조절 창호 無
○ ○ ○ ○

AL Push-out 창호 

벽체

외단열 無 110mm 미네랄울 110mm 미네랄울 110mm 미네랄울 110mm 미네랄울

내단열  65mm EPS 無 50mm 글라스울 100mm 글라스울
15mm 진공단열재 
230mm 그라스울

열관류율 0.47W/㎡·K 0.3W/㎡·K 0.2W/㎡·K 0.15W/㎡·K 0.08W/㎡·K

<표 1>  그린홈플러스 파일럿 프로젝트의 에너지저감 목표별 적용기술 상세

3. 공동주택 부대동 ‘냉난방에너지 제로’ 상용화 사례

 ‘냉난방에너지 제로’는 고성능 단열시스템 및 고기밀 시공기술 등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고효율 설비시스템인 지열시스템 운전 시 소요되는 전기에너지를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하여 

‘연간 에너지소비량 합계가 제로(Net Zero)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상용화 사례로 K아파트 단지의 주민

공동시설인 부대동 약 5,935m2를 냉난방에너지 제로로 구현하였다. 조명, 전열 및 급탕에너지는 ‘냉

난방에너지 자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상조건에 따라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력이 생산되지 

않을 때에는 한전계통 연계를 통해 전기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었고, 연중 

에너지소비량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생산량의 합계가 제로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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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적기준 적용현황 적용기술상세

천정 0.29 W/m2k 0.136 W/m2k 비드법2종2호 200mm

외벽 0.47 W/m2k 0.111 W/m2k PU Spray 100mm + 진공단열재 20mm

바닥 0.41 W/m2k 0.151 W/m2k 비드법２종２호　２００ｍｍ

창호시스템 ３.０ W/m2k 0.9 W/m2k 진공복층유리

환기시스템효율 - 전열 70% 침기0.3회/시간  기계환기 0.4회/시간

기밀성능 －
（일반2～3） １.０ ＡＣＨ＠５０Ｐａ 기밀형　테이프　시공

지열시스템 － １60 ＲＴ 수직밀폐형+개방형　지열시스템

태양광발전 － １０１ｋＷ 지붕　ＰＶ타입

<그림 4> ‘K공동주택 냉난방에너지 제로’ 구축 개념도

<표 2> ‘K공동주택 냉난방에너지 제로’ 적용기술 상세

‘냉난방에너지 제로’ 달성을 위해 패시브 기술요소로서 벽체의 단열성능은 법규대비 약 4배 정도 

강화된 수준의 외단열시스템과 진공단열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였고, 창호시스템은 진공복층유리를 

적용하여 대상건축물의 열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열시스템 

160RT와 태양광발전시스템 101kW를 적용하여,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냉난방에너지 제로를 구현하였다.

<표2>의 적용기술 중 진공복층유리는 유리사이를 진공상태로 유지해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

손실을 최소화한 창호로 법적기준보다 3배 이상 단열성능이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세부적인 

구성 및 적용효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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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진공복층유리 구성 개념도와 적용효과

 

 다음 그림은 부대동 ‘냉난방에너지 제로’ 성능검증을 위한 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의 동작화면으로, 

실시간 에너지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통해 냉난방에너지 제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그림 6> 냉난방에너지 제로 모니터링시스템

 

 현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저에너지 상용화는 일부 시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경제성의 문제로 

‘냉난방에너지 50%’ 수준이 최고 수준이나, 저에너지 요소기술 개발에 따른 공사비 저감과 정부의 

인센티브제도 등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점진적인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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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과 제언

 이 글에서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포함한 저에너지 공동주택 구현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구축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필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 공동주택과 같은 초에너지절약 건축물의 구현은 기후, 건설환경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

져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층 · 고밀도 공동주택의 특성으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방법과 

경제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요소기술별 에너지 저감량과 비용에 대한 자료를 구축

하여, 향후 단계별 에너지저감 건축물 구현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건설사 및 요소기술 전문시공사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적용사례가 많지 않고 성능 요구수준이 

높은 요소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요소기술에 대한 시공 및 설계 지침을 수립

하고 적용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끝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에너지 저감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의 수립과 더불어 시장에서 자발적인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용적율 인센티브 및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홍보의 장

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종헌 외, 2030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기준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저감요소 분석, 대한설비

공학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1.07

(2) 김예상, 프로젝트 통합발주체계(Integrated Project Delivery)의 개념과 실제, 한국건설관리학회지, 

2011

(3) 배상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의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방안과 구축사례, 한국건설관리학회지, 

2013

(4) 배상환,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통합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 ․ 시공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

대학교, 2011. 8

(5) 이승복 외, 주거 부문의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분석,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6) 이승복 외, 저에너지 공동주택 모델 성능평가 및 요소기술의 기여도 분석,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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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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6월~8월)에 걸쳐 연재중이며 이번 달은 2회차입니다.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2133-1665)

한국의 유지관리 산업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

건설산업의 변화와 시설물 유지관리 산업의 중요성

 ○ 건설산업 정책

    21세기 들어와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정책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20세기 성장, 개발, 팽창의 정책

에서 21세기는 안정, 지속, 관리의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건설산업의 변화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중요성>

 ○ 시설물유지관리 산업

    시설물 유지관리는 자연 및 인위적 환경의 침입으로부터 구조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시설물 

재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의 장기적 안전 성능과 수명확보, 기능 및 성능 회복을 위한 

기술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별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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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산업의 시장 현황

 ○ 건설산업 투자규모

    우리나라는 최근 2 ~ 3년 전부터 건설 산업 평균 투자규모가 약 100조원을 넘고 있다. 그 중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된 예산은 2012년에 3조 6천억 원 규모로, 이는 전체 건설공사 투자비 대비 약 

3.6%를 차지한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회사도 약 4,700개사(협회 회원사는 약 4,200개사)로 성장

하여 왔다.

유지관리 산업 기술의 기반 구축

 ○ 한국산업표준(KS)의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건설안전 표준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 

재료 성능기준, 성능시험방법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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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표준(ISO) 기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와 한국표준협회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건설안전 

및 친환경 건자재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 누수보수 유지관리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사업을 추진

     ▷ 우리나라가 보유한 누수보수재료와 시공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

    한편, 국제적으로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큰 관심을 보이며, 통일된 관리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국제표준 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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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누수균열 보수) 아시아 기술지침과 국제표준 문서>

 ○ 건설신기술 개발 현황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 국내외적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도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유지관리분야 건설신기술은 중소기업 위주의 

단독 개발보다는 대기업과 협력하여 공동기술로 개발됨으로서 보다 많은 현장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건설신기술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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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의 법제도 현황

 ○ 관련 법제도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문기관(동법 제 9조)을 설립하여 시설

물에 대한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로 하여금 안전점검과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이제는 시특법, 건축법 중심의 유지관리 영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업무 영역

으로 확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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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시장을 블루 오션과 창조경제 시장으로 

 ○ 지역산업 육성제도 도입

    유지관리 업무는 일반종합건설 업무와 다른 특수 전문기술 산업에 속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종합건설도 시설물유지관리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순수 유지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종합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산업 경제의 발전, 지역 인재의 고용 창출 차원에서 해당 지역 시설물은 해당 지역 유지관리 전문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전문 특수기술 분야 유지관리 제도 검토

    유지관리 공사는 대형 토목구조물의 경우 교량, 터널, 댐, 수조, 지하공간, 고가도로 등은 바다, 

강, 산악, 해저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문특수기술로서 자연 환경 및 공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절대적

으로 요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에 대한 기술과 인력을 모두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나라의 유지관리 기업은 포괄적 기술보유로 이를 대응한다.

    선진국과 같이 교량 전문, 철도(지하철) 전문, 초고층 시설 전문, 상하수도 시설전문, 지하차도 

및 터널 시설 전문, 댐 및 수처리 시설 전문, 케이블시설 전문 등 고도화된 특수시설 유지관리 

전문기업 발굴과 성장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산업 기술자격 제도 도입에 의한 전문인력 육성

    유지관리 기술사 및 기사 제도를 도입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갖고 있는 건설 직종의 기피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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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시행

 서울시는 ‘14. 5. 23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실정에 맞는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 공고하고, 6. 19일부터 시행한다.  

 평가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 확대(국토부 기준 적용)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확대 및 중복기준 산정 완화

  입찰 시 미평가자 제출 기준 완화

※ 건설사업관리용역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통 적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면접평가 대상 확대 및 배점 상향

  중소업체 진입장벽 완화

  업무중첩도 제한 강화

 세부평가기준 게시 :

 http://infra.go.kr→건설기술→자료실→지침/방침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2〕

서울시, 세부사양 작성한 시공계획서 제출 강화

 서울시는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시공계획서를 실제 시공과정에서 적용

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시공계획서에 안전 관련 

상세 계획과 실제작업을 고려한 구조 안전성 검토, 

장비 및 자재에 대한 세부사양까지 작성해 실제 

착공 전에 제출하도록 승인내역을 강화한다.

 시공계획서는 공사 진행 절차와 장비, 자재, 인력

투입계획 및 안전대책 등이 망라된 구체적인 공사

방법을 명시한 계획서이다.

 시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원인 중 다수가 시공

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그마저도 승인된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까다롭게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아현고가도로 

철거공사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철거가 

마무리됐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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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계획서 작성 시 시공상세도에 의한 구조 

검토 등 실제 작업을 고려한 구조 안전성 검토와 

시공 시 투입되는 장비, 자재, 특히 크레인 작업 

시 투입장비의 요건 및 케이스별 양중계획 등 

세부적인 검토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해외공사는 시공계획서 작성 시 실제 시공과정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세계획이 작성되는 반면, 

국내공사는 개괄적이고 대표적인 사항 위주로 

작성되고 있어 막상 공사에 적용하기 어렵고, 현장

상황과 상이해도 그대로 시공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앞으로 시공계획서를 실제시공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공종별, 작업 

단계별로 위험요소 및 방지대책 등을 기록하여 

안전 위해요소를 재확인함은 물론 안전하게 시공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시공계획서 작성사례를 서울시 건설전산시스템인 

통합건설관리시스템(One-PMIS)에 등록해 다른 현장

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공계획서 제출 · 승인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안전시공은 

물론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86〕

하수악취 주범 3개 시설 집중관리 

 서울시가 하수악취 대표 주범인 하수관로, 정화조, 

물재생센터 3개 시설을 집중관리한다.

 기존 하수관로 퇴적물 청소, 정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수악취 민원은 ‘10년 1,753건에서 ’13년 

3,079건으로 약 75% 증가하고 있어, 생활 속 시민

들이 체감하는 악취와 민원을 줄이기 위함이다.

‣ 하수관로 : 악취민원 많은 곳 공기공급 · 약품

투입 시범사업 후 확대 시행

 악취 민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총 연장 

10,392km 하수관로의 냄새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공기공급과 약품투입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첫 

추진한다.

 시가 시도하는 공기공급은 미국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상류 산소공급을 통해 냄새물질(황화수소, 

H2S)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경우 용존황화물이 

0.63㎎/ℓ에서 0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은 호주의 사례를 적용해 철염을 투입할 계획

으로 앞서 ‘12년 상수도연구원에서 실험한 결과 황화

수소가 획기적으로 줄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이와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관로 퇴적물 

청소, 빗물받이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지속적

으로 추진한다. 

 또한 하수관로 냄새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신규

택지, 재개발사업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분류식(오수

+빗물) 하수관로를 확충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로는 

2021년까지 1,129km를 정비해 하수가 원활하게 

흘러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정화조 : 200인조 이상 건축물 악취 제거 공기

공급장치 매년 300개씩 설치

 매년 300개씩 설치할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는 악취 

주원인인 황화수소를 제거해 냄새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신규 1,000인조 이상 건물은 하수도법시행령 제

24조에 의해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규 200 ~ 

1,000인조는 각 자치구에서 건축인허가시 조건 

부여로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의무설치 대상

을 현행 1,000인조 이상에서 200인조 이상으로 확

대토록 환경부에 하수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한다. 

법적 기준이 별도로 없어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

되던 점검주기를 1,000인조 이상은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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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1,000인조는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신고 여부, 정상가동 

여부, 청소실시 여부, 악취 측정 등을 점검한다. 

‣ 물재생센터 : 24시간 전광판 표출 ‘자동 악취감시 

시스템’ 15년까지 모두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물재생센터의 경우는 악취 

민원이 감소(‘10년 34건 → ’13년 14건)하고 있는 

여세를 몰아 24시간 악취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동 

악취감시 시스템’을 ‘15년까지 서울시내 총 4개 

모든 물재생센터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자동 악취감시 시스템은 황화수소 · 암모니아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센서를 통해 실시간 

측정해 전광판을 통해 외부로 표출, 지역 주민들이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부에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난지물재생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는 

탄천, ‘15년까지는 중랑 · 서남물재생센터에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주민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참여 악취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주기

적으로 연락해 실제 체감하는 악취는 어느정도

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처리하는 등 이중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외에도 ▴개방상태로 운영 중인 하수처

리시설의 덮개 보완 ▴슬러지 발생량 최소화 ▴소

화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열병합발전사업 난지→

서남센터 확대 ▴바이오필터 등 악취방지시설 관

리 강화 ▴악취 기술진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하수냄새 해결을 위하여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7월 31일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서울 하수냄새’ 검색 

후 댓글을 작성하면 참여 가능하며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검토 

후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우수제안은 실증

사업 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물재생계획과 (02)2133-3795〕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112개 점검결과 발표

 서울시가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14

년도 4월부터 5월까지 11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미비사항

 -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방진망이나 방진덮개 설치 

위치나 기준을 잘 알지 못하여 미설치 또는 

부족하게 설치

 - 세륜시설에서 측면살수시설이 없거나 미비하게 

설치

 - 공사장 내 바닥내 토사를 채취한 곳에는 살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기준을 잘 알지 못하여 

부족하게 설치하거나 미설치 등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점검한 결과, ‘13년

부터 최근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1만㎡ 이상 

특별관리대상 공사장 112개소 중 24%에 달하는 

27개소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이 중 3개 사업장에 대해 총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번 점검결과, 공사장 관계자는 비산먼지를 저감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사업장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장 관계

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저감 시설 설치위치나 방법, 먼지억제제 사용요령 

등 구체적인 매뉴얼과 점검표 등을 만들어 사업

장이 스스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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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수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기후대기과 (02)2133-3628〕

공공건물 34개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서울시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야구장, 구청사 등 공공건물에 총 

19억 원을 투입, 총 34개소 옥상과 벽면공간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하는 발전소를 설치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태양광 402kW, 

지열 350kW, 태양열 50㎡로, 이는 120가구가 1

년간 사용가능한 전력량이다. 신재생에너지 

99TOE 생산과 온실가스 210톤 감축효과가 있다.

 생산 에너지는 각 건물의 냉·난방이나 온수 공급, 

경기장 운영과 청소 등에 필요한 전기로 자체 

활용된다.

 목동야구장은 출입구 전면 벽면에 태양광 42kW를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경기장 운영과 청소 등에 

필요한 전기로 활용한다.

 시는 앞서 ‘13년 잠실야구장 지붕에 태양광 

50kW, ’12년 잠실수영장 지붕에 태양광 50kW 발전소를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경기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13년 잠실야구장 태양광 50kW 설치

 사회복지시설 6개소엔 태양광 35kW, 태양열 50

㎡가 설치돼 복지시설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365일 24시간 항상 비상 출동 대기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119안전센터 8개소 옥상에는 태양광 72kW를 

설치, 냉·난방으로 사용되는 전기를 자체 생산해 

충당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노원구청, 양천구 보건소, 서초구 

서초1동주민센터 등 19개소 공공건물에는 12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253kW, 지열 350kW를 설치

하며, 생산되는 전기는 냉 · 난방 등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전력소비량으로 인한 전력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전력 자급률 확보를 

위해 ‘06년부터 공공건물에 태양광 등 신 · 재생

에너지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34개소가 추가

되면 올해까지 완료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총 314개소이다. 

 이중 태양광은 258개소 6,087kW로 이는 1,850

가구가 1년간 사용가능한 전력량이며, 1,500TOE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3,2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녹색에너지과 (02)2133-3566〕

지하철 9호선, 범죄예방디자인 첫 적용

 서울시가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 

총 5개 정거장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상 · 하행 승강장에 각각 길이 

5m, 폭 2m의 안전구역 9존)을 1개씩 만들어 

CCTV, 비상전화, 비상벨, 대형거울, 모니터를 설치해 

실제 범죄가 일어날 경우 신속대응하고, 범죄심리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시가 마포구 염리동을 시작으로 싱글여성 · 

외국인 밀집지역, 재래시장, 공원 등에 확대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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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효과를 낸 범죄예방디자인을 지하철은 물론 

대중교통에는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09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지하철 1~8호선 

290여개 정거장의 범죄현황을 분석 → 범죄율이 

높은 정거장과 낮은 정거장에 대한 차이를 현장 

조사 → 정거장 공간과의 연관성을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조사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 실효

성을 높였다.

 먼저 시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지하철에서의 

성범죄, 절도, 폭력 등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이용시민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어 범죄기회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인 

셉티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하게 됐다.

 이번에 조성하는 승강장 안전구역은 ‘지하철정거장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향후 9호선 3단계 

및 경전철 기존 정거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해 동선에 

점자표지판 및 점자블록을 설치, 지체 · 시각장애인 

모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내부계단

하부에 ‘OO방향 내려가는 곳 + O층 대합실’을 상세

하게 표기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화기전과 같이 정거장 내부 벽면에 설치되

는 모든 기능함은 벽면에 매립(Built-in)하여 이동 

중 옷이 걸리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내사인은 

4개 다국어(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로 표기하고 

종합안내판은 문자, 화살표와 같은 픽토그램을 모듈

화 · 규격화해 간결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인지 관점도 적용해 남녀 화장실 비율은 1:1.5, 

기저귀 교환대는 남자화장실에도 설치하고, 정거장 

내부 곳곳엔 미술장식품, 문화 공간 등도 설치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안전을 챙기고,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02)772-7340〕

만초천 철도교량 철거 후 새교량 설치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용산구 

신계동 부근 일대 만초천의 물 흐름을 방해하던 

오래된 철도교량을 철거하고 길이 38m, 폭 45m의 

콘크리트 박스의 새 교량 설치를 완료했다.

 만초천은 서대문구 현저동 무악재에서 시작하여 

이화여고 부근, 서울역 앞을 지나 청파로, 용산

전자상가 단지를 거쳐 원효대교 지점에서 한강과 

만나는 하천으로 비가 올 경우 용산구 절반 이상의 

면적의 물을 모아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주요 재해

방지 시설이다.

 하지만 용산구 신계동 부근에 설치된 철도교량 

때문에 만초천의 물흐름이 방해받아 여름철 비가 

많이 올 경우 하천수위를 높여 지하철 삼각지역과 

남영역 주변 등 한강로 일대에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와 용산구는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

철도시설공단과 수 년간에 걸쳐 협의한 결과 작

년 7월에 철도교량 구조를 개선하는데 합의했으

며, 올해 2월 말 기존의 철도교량을 철거하고 

새 교량 설치를 완료하였다.

 새 교량이 설치됨에 따라 하천에 물이 흐르는 

면적이 기존의 61㎡에서 108㎡로 약 1.7배 정도 

증가, 만초천 물 흐름이 좋아져 여름철 많은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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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라도 한강로 일대의 침수피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예정이다.

   〔하천관리과 (02)2133-3884〕

월계2교 · 성산2교 차로 및 보도확장공사 완료

 노원구 월계동 월계2교 도로와 마포구 성산동 

성산2교 보도를 확장하기 위한 교량확장공사가 

작년 5월 착공하여 1년 만에 모두 완료되었다.

 서울시는 월계2교의 기존 25m 차도 폭을 29m

로 넓혀 1개 차로를 늘리고 보도 폭을 1.8m에

서 2~3m로 확장하였으며, 성산2교도 기존 1.2m 

보도 폭을 3m로 넓혔다.

 보도는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경관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천연 목재로 설치

하였으며, 늘어나는 자전거 인구에 대비하고 보행

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고려한 보도

확장으로 이동편의를 크게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구조자문단을 통한 구조검토 

자문회의도 실시하였다.

 이번 차로 및 보도 확장공사로 월계2교 미아동

방향 병목현상에 따른 상습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성산2교도 중동초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협소한 

통학여건이 개선되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8664〕

서울역 서부교차로 일대,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서울시는 숭례문 · 남대문시장 일대 주차난도 완화

하고 단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역 

서부교차로 근처 안전지대를 관광버스 6대가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약 931㎡)으로 조성하였다.

 숭례문 · 남대문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인기 명소로 주변에 관광버스 주차장 

3개소 34면이 있으나, 최대 집중 시 54대가 몰려 

이중주차나 도로상 불법주차 문제가 있는 곳이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난 해 경찰청,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역 서부 교차로의 

안전지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로 협의하였다. 

 조성된 주차장은 16인승 이상 관광버스로 겨울

철을 제외하고 24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서울역 관광버스 주차장이 조성됨에 따라 겨울철 

제설작업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던 안전지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숭례문 · 남대문

시장 일대에 집중되던 관광버스가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 · 공간의 

나눔을 통해 공간 활용률을 높이고, 도로 위 주차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버스 주차난을 지속적

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차계획과 (02)3708-2357〕

난지물재생센터 주민친화적 시설로 탈바꿈

 서울시가 그동안 주민 기피시설로만 여겨졌던 난지

물재생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19년까지 5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친화적 시설로 만들어간다.

 시는 난지물재생센터가 지역의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계별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

하며, 우선 ‘19년까지 악취저감, 문화 · 체육시설 등 

공간 활용도를 높여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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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단기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 7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공사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악취 문제해결이 가장 

우선시되어 센터 내 악취발생원에 대한 농도측정 및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악취덮개 

설치, 탈취기 신설 등 악취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아울러 센터 내 212천㎡의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스포츠시설 등 주민친화시설 공간으로 재구성해 

인근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축구장과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해 개방하고, 

작물농원, 수생식물원, 어린이 체험농원 등 힐링존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캠핑장도 조성한다.

 시는 ‘19년까지 단기계획이 완료되면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지하화 하는 중기계획과 수처리

시설 복개 공원화 등의 장기계획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물재생시설과 (02)2133-3823〕

‘14 상반기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무교육

 서울시가 건설공사 관계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6. 10(화)에 실시한 「 ‘14 상반기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실무교육」에 서울시, 자치구, 공사 · 공단, 서울

메트로 등 건설공사 관련 직원 250여명이 참석

하였다. 

 이번교육은 한국환경공단 이승현 전문가의 ‘건설

공사 계약금액조정제도 기본개념 해설’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박준익 기술지원팀장의 ‘설계변경 

주요 지적사례 및 제비율검증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매년 계약금액조정

실태 순회점검반을 운영하며 서울시 산하 사업소,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 계약

금액 조정실태를 점검하여 예산 낭비 방지 및 건설

공무원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73〕

제15회 ‘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

 서울시는 최근 새롭게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5회 ‘신기술 소개의 장’을 6월 

19일(목)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지정되어 잘 알려지지 않은 

토목, 건축 분야 4개 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자의 

동영상 및 자료의 자세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신기술

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활용 촉진을 유도하였다.

▴ 하부 천공판을 갖는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전용

모르타르에 의해 형성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마감 

패널 시공법(제713호)

▴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 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 

도장공법(제715호)

▴ 건축 기초공사용 PHC 파일 원컷팅 및 육각별 

형상의 보강 철근캡을 이용한 파일 두부보강공법

(제723호)

▴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원형 강관 버팀보 체결 

공법(제726호)

 아울러 「신기술 적용 활성화 교육」을 병행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와 신기술자체공법선정

위원회 활용 권장, 신기술 적용 후 사후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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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신기술 적용현장의 공사 준공 후 연2회, 

5년간) 철저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5〕

‘14 상반기 건설공무원 건설VE 교육

 서울시는 건설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VE(Value Engineering)

동향과 전문시방서의 이해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6. 17(목) 실시하였다.

 교육은 ㈜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손명섭 전무의 

“건설VE동향”(VE개론, VE관련법규, VE추진절차 및 

기법, VE제안사례)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박동욱 

토목심사팀장의 “전문시방서의 이해와 활용, 국토

교통부 제도개선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 

자치구, 공사 ․ 공단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73〕

‘14 상반기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종료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한 ‘14 상반기 직장교육이 6월 종료되었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토목Ⅰ, 건축, 전기분야 공무

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19시 ~ 22시까지 매주 

1~2회에 걸쳐 16회씩, 총 48회 실시되었다. 

 각 분야별 세부 교육과정은 토목은 건설안전, 

건축은 건축시공, 전기는 건축전기설비과정이었으며, 

총 56명이 수료하였다.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은 공무원의 실무기술과 

직무능력향상, 우수한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하반기

에는 토목Ⅱ, 기계, 녹지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된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하여,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3.24일부터 5.7

일까지 입법 예고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

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 단,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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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

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6〕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시행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도시공원 개발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으로 지정

되었으나, 지자체가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면 그 인센티브로서 공원

부지의 20%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현재 공원부지에서의 수익사업 면적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

되어 있다.

 지침에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개발사업의 

수익실현 시기가 늦고 사업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제안서류 비용 등의 문제

점을 개선하고 공모제를 추가 도입하였다. 

 지침 개정으로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나 

복잡한 절차와 늦은 수익실현 시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일부 지자체(수원시, 의정부시, 

원주시)에서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2〕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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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차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설계용역 심의

○ 부분적인 지형의 변화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우수의 영향이 증대할 경우와, 지형의 변화가 

절토 및 성토를 수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반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상설전시 기능을 갖는 탱크에 사용하는 에너지

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계획을 검토할 것

○ 냉난방, 습도제어 및 조명에너지 활용 등 환경

친화성을 부각하도록 추진할 것

○ 환경교육의 메카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추가 검토할 것

○ 공간배치 및 시설계획 시에 사후 유지관리의 

편의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것

○ 당선자가 외국 건축사 또는 한국 건축사인 

경우 건축사법에서 설계사무소 미등록자는 

설계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공동계약 여부를 

검토할 것

■ 제64차 여의교 확장 기본설계 심의(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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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스교 등 교량 시공과 관련하여 과거 인양, 

운반, 거치 등 국내 · 외 사고사례를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시공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설계

보고서 및 도면을 보완할 것

○ 현재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여의동로 구간에 

대한 양방통행 검토는 주변 교통 분석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영등포구청과 재협의 할 것

○ 향후 공사 시공 및 유지관리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과정에 공사시행부서(도시기반시설

본부) 및 유지관리부서(남부도로사업소)를 참여

시켜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할 것

■ 제65차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 

진흥센터 건립 설계용역 심의

○ 지반상태에 따라 내진설계, 기초구조, 부력 등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설계 전 사전 

지반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토록 할 것

○ 동력공사의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은 기계설비

분야와 협의하여 타당성있게 선정할 것

○ ‘접지설비의 접지계통을 일괄하는 통합접지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 보완할 것

○ 교통영향분석 용역은 교통용역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 설계공모 당선자와 용역계약 시 동분야(토질및

기초, 토목구조)를 개설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할 것

○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편람의 공종별 설계

단계별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을 참고하여 적정 

설계기간 검토할 것

○ 녹색건축에 대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

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2013.5.8.)’ 및 ‘국제

기구 유치를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가이드

라인(2014.4.21.)’ 지침 추가 요함

■ 제66차 명륜길28 주택가 공영주차장 및 도서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

○ 용역 발주전 발주기관(부서) 조치의견 제출 시 

반영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제5조에 의거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을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설계도판,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용역

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할 때 글씨체 및 글씨크기, 

테두리유무, 테두리 규격 및 굵기 등을 설계공모 

지침에서 제시할 것

○ 과업내용서의 토목분야 설계지침 중 토공설계 

등 토목분야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는 「서울

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토목편(2013. 8

월)」을 참조하여 토공, 포장, 가시설 설계 등 

주요 과업내용을 재작성할 것 

■ 제67차 2014년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

○ 계측계획수립은 계측목적에 맞는 계측항목, 계측

방법, 측정빈도, 관리기준 등을 추가 반영 할 것

○ 정거장 승강편의시설 설치계획에서 열차이용

객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동선확보와 비상

상황(유사)시 방재 및 피난대책 동선 검토 

항목을 추가 반영할 것

○ 과업내용 중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 항목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조항을 반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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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차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설계용역 발주심의

○ 설계공모방식이 제한공모 방식인지 일반공모 

방식인지 구분하기 바라며 제한공모 방식이

라면 제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것

○ 수전설비 용량 개략 산정결과 500kW이하인 

경우, 수전전압은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특별고압 또는 저압 중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압방식을 채택할 것

○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

도전동기 등)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

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선정하고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

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선정할 것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작성한 건축물 (내진)설계도서 Checklist 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건축구조기술

사가 확인/날인하여 설계완료시 제출할 것

○ 설계자문에 대하여 설계 자문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설계자문회의 구성에 서울

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추가한다.

■ 제70차 마곡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계용역 발주심의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후, 시스템의 시

운전계획, 성능검증계획 및 성능검증 방법 ․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및 운영시 에너지

절약기법 및 절감방안을 검토하여 에너지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설계 

반영할 것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방폭 및 방재설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열이 안정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할 것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측면을 

검토하여 제시토록 할 것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운영시스템 적용방식 

및 적용범위

    - 마곡, 목동시설 등 통합관리 연계범위 등

○ 주변 주민으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민원대책을 검토하여 제시토록 명시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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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붐이 장착된 윈치와 SLW 크레아 수지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S.L.W 공법)(제731호)

(보호기간 :  2014. 4. 29. ～ 2019. 4. 2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80㎜∼∅1200㎜의 노후 상수도관 갱생 시 신축붐이 장착된 윈치로 고압살수 

스크레퍼-플랜져-스펀지-CCTV로 구성된 부속품을 동시에 견인하여 크리닝한 후, 속경화성 

SLW크레아 수지를 스프레이 노즐로 분사하여 경화시키는 비굴착 관로 전체 갱생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개념도

    

1. 작업구 구축


4. 세관 클리닝 부속품 제거 후 라이닝 호스에
  노즐 부착 후 CCTV 촬영하며 라이닝 완료


2. 윈치차량, 고압 살수차량, 라이닝장비 배치


5. KP접합후 포장완료

3. 노후 상수도관내 세관 클리닝 부속품 및 라이닝호스 
견인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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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절차

1. 작업구 구축 및 사용장비 준비 2. 노후관로 내 세관 및 CCTV 조사

3. 라이닝 동시 CCTV 촬영 4. 통수 확인 후 되메우기 포장완료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 사 명 발주처명 공사기간 공사규모 위치

1
2010년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사 

(강북 제1구역)
춘천시 수질관리사업단 2010.04.27∼2010.07.24 Ø200㎜ , L=3,723M 춘천시 

2
2010년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사

 (강북 제2구역)
춘천시 수질관리사업단 2010.04.27∼2010.07.24 Ø200㎜, L=1,313.5M 춘천시 

3
2011년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사

 (소양 제1구역)
춘천시 수질관리사업단 2010.11.29∼2011.06.02 Ø200,Ø300㎜, L=1,130M 춘천시 

4
2011년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사

(소양 제5구역)
춘천시 수질관리사업단 2011.09.01∼2011.11.29 Ø100,Ø200㎜, L=443M 춘천시

5
2011년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사

(소양 제2구역)
춘천시 수질관리사업단 2011.09.15∼2011.12.13 Ø300㎜, L=480M 춘천시

6 2011년 노후 수도관 갱생공사 진주시 상하수도사업소 2011.10.27∼2011.11.10 Ø500,Ø600㎜, L=730M 진주시

7
2011년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사

(석사 제1구역)
춘천시 수질관리사업단 2011.10.31∼2012.04.13 Ø100,Ø250㎜, L=1,996M 춘천시

8
2011년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사 

(소양 제3구역)
춘천시 수질관리사업단 2012.01.16∼2012.06.28 Ø150,Ø300㎜ ,L=1,479M 춘천시

9
2011년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사

 (석사 제3구역)
춘천시 수질관리사업단 2012.01.16∼2012.08.01 Ø150㎜, L=730M 춘천시

10 의3동 경의로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의정부시 맑은물 환경사업소 2012.07.25∼2012.11.09 Ø300, L=499.84m 경기도

11
2012년 갱생공사

(150㎜관 라이닝두께 2.0㎜)
(주)동서피앤씨 2012.10.09∼2012.10.12 Ø150, L=573M 경상남도

12 2012년 두곡동 노후관 갱생공사 오산시환경사업소(상수과) 2012.10.19∼2012.11.18 Ø100, L=268m 경기도

13
2012년 신동삼거리~청소년

수련관간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사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2012.12.03∼2013.03.02 Ø600, L=3,000m 춘천시

14
2012년 현대아파트~사우

로터리간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사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2012.12.03∼2013.06.11 Ø600, L=1,025m 춘천시

15
2012년 인형극장~현대아파트간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사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2012.12.19∼2013.05.31 Ø600, L=1,000m 춘천시

16
대잠동 시외버스터미널 뒤~ 

시몬스침대 간 노후관 갱생공사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2013.01.03∼2013.02.01 Ø150, L=236.7m 포항시 

17
2013년 번개시장~극동아파트간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춘천시 수질관리사업단 2013.06.24∼2013.10.21 Ø300,400㎜, L=1,486M 춘천시

18 순천시 도수관로 갱생공사 순천시 수자원기술(주) 2013.11.07∼2013.11.18 Ø80,150㎜, L=1,165M 순천시

19
2013년 공신기업~동광오거리간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2014.03.04∼2014.04.23 Ø300㎜, L=630M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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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2008년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의한 151,293㎞의 수도관로 연장 중 16년 이상 노후관로의 비율이 

40.5%(61,243㎞)로써 매년 경과년이 오래된 관의 비율이 증가 추세로 노후관 개량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집계 국내 수도관 개량 계획에 2015년까지 23,839.1㎞의 개량 계획에 4조 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주로 배수관 개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신기술의 현장적용으로 다수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현재 국내의 기존 노후관로 갱생 중 에폭시 코팅공법, 연성튜브 반전공법, 성형관 삽입공법, 

시멘트몰탈 라이닝공법이 상존하나 이들 공법의 최대 극복 과제는 갱생 전 기초세관의 효율성 

저하에 따른 오랜 작업 경과시간과 양생 경화를 위한 장시간 작업소요로 인한 민원발생 및 경제성 

저하에 따른 문제점에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완벽하고 신속한 전처리를 위한 세관장치를 개발하고 경화, 양생이 불필요한 

속경화성 수지의 개발로 1회 공정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1일 2SPAN 이상의 작업 효율성을 갖는 

공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액상 스프레이 라이닝의 속경화 수지의 특성을 이용해 분기구 및 관 

단부의 후처리가 필요 없는 효율성을 갖는 신기술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현재 국내 실정을 보면 노후관로 및 지하 매설물들의 교체를 위해 전국 도로망이 파헤쳐 사회

간접자본의 훼손 및 장시간에 걸친 교통불편 등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다기능 윈치에 의한 공정의 단순화로 최소한의 시간에 의해 노후관로에 구조관을 형성시키는 

신기술은 노후 상수관로의 전처리를 완벽하게 시공하고 신속한 갱생으로 굴착에 의한 폐기물을 

양산하지 않고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는 기술적 특성을 갖는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선진국 중 일부(영국, 미국) 등에서 점차 확대 적용 추세에 있는 기술적 용법으로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안정된 구조적인 갱생관을 생성하는 것으로써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일부 선진국에서조차(일본 등)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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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단순화되고 효과적인 공법의 개발로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의 상수도 관로시설에 매우 

활발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S.L.W공법 Ø80 1 M 31,950 31,950 18,028 18,028 23,462 23,462 73,440 73,440

S.L.W공법 Ø100 1 M 51,975 51,975 18,189 18,189 23,730 23,730 93,894 93,894

S.L.W공법 Ø150 1 M 85,500 85,500 18,268 18,268 24,116 24,116 127,884 127,884

S.L.W공법 Ø200 1 M 120,465 120,465 18,580 18,580 24,618 24,618 163,663 163,663

S.L.W공법 Ø300 1 M 152,280 152,280 24,987 24,987 32,350 32,350 209,617 209,617

S.L.W공법 Ø400 1 M 196,785 196,785 25,108 25,108 34,917 34,917 256,810 256,810

S.L.W공법 Ø500 1 M 241,290 241,290 28,251 28,251 40,958 40,958 310,499 310,499

S.L.W공법 Ø600 1 M 285,795 285,795 29,515 29,515 52,489 52,489 367,799 367,799

S.L.W공법 Ø700 1 M 330,300 330,300 32,206 32,206 58,406 58,406 420,912 420,912

S.L.W공법 Ø800 1 M 374,805 374,805 33,952 33,952 64,331 64,331 473,088 473,088

S.L.W공법 Ø900 1 M 419,355 419,355 35,777 35,777 69,099 69,099 524,231 524,231

S.L.W공법 Ø1000 1 M 463,860 463,860 39,519 39,519 78,324 78,324 581,703 581,703

S.L.W공법 Ø1100 1 M 508,365 508,365 39,929 39,929 81,960 81,960 630,254 630,254

S.L.W공법 Ø1200 1 M 527,490 527,490 42,772 42,772 90,747 90,747 661,009 661,009

                               

    (2) 공사비

    

비목 규격 단위

신기술(S.L.W 공법) 기존기술(환경신기술 319호 공법)

절감액
(C=B-A)

대비율
(%)

(D=A/B)

신축붐이 장착된 윈치를 이용한 
노후상수도관의 갱생공법

비굴착 스프레이 라이닝 공법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A)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B)

상
수
도
관
갱
생
공
법

 D80 M 31,950 18,028 23,462 73,440

D100 M 51,975 18,189 23,730 93,894 84,481 32,251 21,287 138,019 44,152 68.03%

D150 M 85,500 18,268 24,116 127,884 119,331 32,478 22,719 174,528 46,644 73.27%

D200 M 120,465 18,580 24,618 163,663 154,218 32,703 24,151 211,072 47,409 77.54%

D300 M 152,280 24,987 32,350 209,617 226,522 34,013 27,851 288,386 78,769 72.69%

D400 M 196,785 25,1080 34,917 482,782 300,526 35,212 32,468 368,206 111,396 69.75%

D500 M 241,290 28,251 40,958 310,499 377,900 36,392 42,851 457,143 146,644 67.92%

D600 M 285,795 29,515 52,489 367,799 450,962 38,636 47,724 537,322 169,523 68.45%

D700 M 330,300 32,206 58,406 420,912 522,943 39,128 50,946 613,017 192,105 68.66%

D800 M 374,805 33,952 64,331 473,088 598,013 43,961 58,289 700,263 227,175 67.56%

D900 M 419,355 35,777 69,099 524,231 669,994 44,453 70,764 785,211 260,980 66.76%

D1000 M 463,860 39,519 78,324 581,703 748,864 46,635 75,834 871,333 289,630 66.76%

D1100 M 508,365 39,929 81,960 630,254

D1200 M 527,490 42,772 90,747 661,009

평균대비율 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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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시공절차
신기술(S.L.W 공법)

(Ø300m/m기준)
기존기술(C.S.U 공법)

(Ø300m/m기준)
비 고

작업구 구축 - - -

세관클리닝 작업 5시간12분 8시간 2시간48분 절감

반전 작업 - 13시간
5시간 2분 절감

라이닝 작업 7시간8분 -

작업구 복구 - - -

합     계 12시간20분 21시간 8시간40분 절감

    (4) 유지관리비

      SLW 크레아 적용에 의한 수도관로 라이닝 갱생 성과물은 어떠한 손상 및 변형에도 즉시 스프

레이하여 원형복구 및 보강이 가능하며 속경화성에 의한 신속한 보수 및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별도의 장비 및 인원 투입이 불필요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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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화되고 단순화된 공법적용으로 노후관로의 사전갱생 작업은 관로 파손방지, 국가재정 절감, 

교통체증 예방, 폐기물발생 억제 및 굴착대비 70% 이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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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트레스 도입과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한 MPS보 설치공법

 (제732호)

(보호기간 :  2014. 6. 11. ~ 2019. 6. 10.)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프리스트레스 도입과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하여 철골부재에 단순 접합하는 MPS(Modularized 

Pre-stressed System)보 설치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보 부재를 장스팬화하기 위한 프리스트레스 도입과 

PC보의 지상층, 지하층 시공, 철골기둥 또는 보에 접합이 편리하도록 개발된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하여 MPS보를 설치하는 시공법에 대한 것으로써, 기존의 PC보 부재의 경우, 보 - 기둥 

접합부의 강도 및 강성 부족으로 붕괴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지상층 시공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철근콘크리트보 부재는 경간이 10m 이내가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본 MPS보 설치 신공법은 기존의 PC보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12∼

14m 장스팬에도 시공이 가능하고 단부매립철물은 보강 휨 인장철근의 단부 정착성능 향상 및 

철골기둥, 보 부재와의 접합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MPS보 단부에서의 구조성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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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나. 향후 활용전망

      현재 국내에서는 건설시장의 위축과 건설인력의 감소, 노령화 및 건설공사 원가상승에 따라 

공기단축 및 노무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건설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근래에 철강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당초 철골공사로 계획되었던 신축공사 현장

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이면서도 장스팬화가 가능하고, 비용도 

철골공사와 비교하여 약 14.2% 정도 경제적인 MPS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품질관리가 용이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함으로써 기존의 습식

공법이 갖는 단점도 해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신기술의 활용 가능성 및 중장기 수급전망은 매우 밝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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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 신기술은 기존의 재래식 RC 및 철골공법을 대체하는 공법

      - PC공법의 단점인 접합부 시공성 및 강성확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공법

      - 현장에서의 폐자재 발생이 없어 그에 따른 환경훼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법

      - 내화도료 또는 내화뿜칠 불필요 → 현장에서의 소음/분진 발생 최소화 → 친환경적인 공법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신기술은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대표적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들을 모두 해결한 공법

으로써 향후 철골공법이 주를 이루던 장스팬 건축물에 좋은 대안으로 부각될 것이 기대된다.

      ① 습식공법으로 현장에서 품질관리의 어려움

      ② 장스팬 시공시 보 춤의 증가로 직간접적으로 비경제적인 공법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프리캐스트화 함과 동시에 장스팬화 및 접합의 용이성을 목표로 

개발된 공법으로써, 기존의 PC공법들이 단순히 철골구조물과의 접합의 용이성만을 염두에 둔 공법

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이 신기술과 경쟁상태의 유사기술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기술의 출현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유사기술이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상세 개발과 시공 노하우 축적, 많은 시공실적,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 기존 기술 대비 85.8%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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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기간

      전단연결재 및 내화피복 작업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해당 공정에서의 공사기간 단축효과는 있으나, 

전체적인 설치 공사기간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공법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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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단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습식공법으로 가설재, 거푸집 등 

폐자재 발생이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따라서 환경부하 저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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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체 교차로 개발 및 도입

개 요 

 대체 교차로(Unconventional intersections/interch 

anges, Alternative intersections/interchanges, 

비 전통형 교차로 또는 특이형태 교차로로도 지칭됨)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차로와 달리 교차로의 기하 구조를 

변형시켜 도로의 이동성, 안전성 및 환경성을 효과적

으로 개선시킨 혁신적인 교차로 디자인을 말한다.

 대체 교차로의 주요 운영과 설계 전략은 특정 

교통류의 우회 및 분리를 통해 신호현시 수를 감소

시키고 교차로 내 상충점을 분리하거나 감소시켜 

교차로의 용량을 증대시키고 사고의 발생과 심각

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구상된 다양한 종류의 대체 교차로는 

신호제어의 유무, 교차형식(평면, 입체) 등에 의해 

다음 표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 중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Super 

street intersection, Continuous Flow Intersec 

tion, Diverging Diamond Interchange라는 세 

가지 형태의 교차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Superstreet 

 Superstreet 교차로는 부도로의 직진과 좌회전 

교통류를 본 교차로에서 허용하지 않고 우회전 시킨 

뒤 하류부에 위치한 유턴교차로를 이용해 우회시키는 

형태의 교차로이다. 이를 통해 본 교차로 내 상충

지점 감소, 심각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감소, 신호현시 

수 감소 및 주도로 상의 완벽한 신호연동 구현 등 

교차로 운영성 및 안전성 향상의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우회된 부도로의 직진 및 좌회전 교통류의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이 증가하고, 본 교차로 주변의 

일부 상권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Superstreet 교차로의 적용 검토 및 설계 

시, 본 교차로와 유턴교차로와의 거리, 유턴교차

로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함은 물론, 교통류의 패

턴 및 주변 상권의 위치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미국의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미시건주, 노스캐

롤라이나주, 워싱턴주, 메릴랜드주, 유타주 등지에서 

적용 및 운영되고 있다. 또한, 메릴랜드주, 노스캐

롤라이나주, 미저리주, 미네소타주에서는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시 외곽지역의 도로에 대하여 비신호

교차로 형태의 Superstreet 교차로를 적극 운영중

이며, 독립교차로보다는 도로축 상의 여러 교차로에 

연속 적용함으로써 주도로의 직진교통류에 대한 

이동성 또한 확보하고 있다. 

 비신호 Superstreet의 경우, 부도로의 교통류가 

주도로에 안전히 합류하여 유턴교차로에 진입하

도록 적절한 가속차로 및 유턴차로까지의 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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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Flow 

 Continuous Flow 교차로는 주 교차로의 상류부에 

위치한 부 교차로에서 미리 좌회전 교통류를 처리

시켜 주 교차로 내의 상충지점을 감소시키고, 신

호현시 수 감소 및 신호연동 개선의 효과를 지닌 

교차로를 말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용과 

공사시간 등의 장점을 지닌 반면, 복잡한 구조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 야기, 추가적인 신호교차로 

설치, 좌회전 차량의 정차횟수 증가, 보행자 횡단

불편 등의 단점도 있다. 

 Continuous Flow 교차로의 적용 검토 및 설계 

시에는 대기행렬길이를 고려한 주 교차로와 부 교차

로와의 거리, 부 교차로의 교차각도, 좌회전 교통

류의 회전반경, 보행자 및 자전거의 처리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Continuous Flow 교차로의 주요 

개념은 부 교차로에서 좌회전 교통류를 미리 처리

하여 주 교차로 내에서의 상충을 감소시킨다는 것

으로 주 교차로의 일부 접근로에만도 적용이 가능

하며 삼지교차로에서 적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 주, 메릴랜드주, 오하이오주, 콜로라도주, 루

지애나주, 유타주 등에서 적용·운영되고 있다.  

Diverging Diamond Interchange 

 Diverging Diamond Interchange는 두 램프

터미널에서 주도로의 양방향 교통류를 교차시켜 두 

램프교차로 사이의 짧은 구간에서 두 교통류가 좌측 

주행하는 변형된 형태의 다이아몬드형 인터체인지

이다. 

 램프교차로 사이의 다리 위에서 역방향 좌측 주행

으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이 일부 야기될 수 있지만, 

램프교차로 내 상충지점 감소, 신호현시 수 감소, 

신호주기 감소 등의 도로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시키며, 특히 다리로 접근하는 양방향 직진

교통량이 비균형적이거나 램프터미널에서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Diverging Diamond Interchange의 적용검토 및 

설계 시에는 두 램프교차로간 거리, 램프교차로의 

교차각도 및 회전반경과 더불어 운전자 시거를 감안

한 차로 선형, 차로 엇갈림 현상을 감안한 인근 

교차로와의 간격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설치 사례로는 미저리주, 유타주, 테네시주, 

켄터키주, 조지아주 등이 있으며, 메릴랜드 주에

서는 램프터미널이 하나인 변형된 형태의 Div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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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 Interchange가 설치·운영 중이다. 

시사점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각국에서는 대체 교차

로의 적극적인 설치와 운영을 통해 도심부뿐만 아

니라 도시 외곽지역의 교통체증,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며, 대체 교차로의 설계지침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한 예로, 2014년 7월 미국 유타주에서 TRB가 

주최하는 “Alternative Intersections and 

Interchanges”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며, 새로운 

대체 교차로 디자인은 물론 기존 대체 교차로의 

설치사례, 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대체 교차로 중의 하나인 

회전교차로를 도입 · 설치 ·  운영한 결과, 회전교차

로가 교통소통, 안전, 환경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회전

교차로를 내년부터 일반국도에도 확대 설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회전교차로를 비롯해 다양한 대체 

교차로에 대한 적용여건 및 효과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의 도로망에 적절한 대체 교차로의 적극적인 

도입을 기대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교통상황 및 

지리적인 여건에 맞는 획기적인 대체 교차로 디자인이 

개발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적용되길 

희망한다. 

<출처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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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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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을 위한 국제현상

경기

․ 부지면적 : 101,510㎡

․ 건축면적 : 5,400㎡

28,500

(1,590)

조건부

채택
건축

65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 주차장 : 지하1~3층(195면)

․ 한의학박물관 : 지상1~3층

‧ 보제원, 약선홍보관 : 지상1층

18,656

(1,059)

조건부

채택
건축

66

명륜길28 주택가 

공영주차장 및 도서관 

신축공사 설계경기

․ 연면적 4,831㎡

․ 지상4층/지하2층

5,057

(210)

조건부

채택
토목

69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설계용역

․ 연면적 4,950㎡

․ 지상4층/지하1층

11,599

(588)

조건부

채택
건축

70
마곡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계용역

․ 열공급설비 등 열원설비 538Gcal

․ 첨두부하보일러 2기, 펌프설비 등 

104,484

(4,816)

조건부

채택
기계

설계

심의

64
여의교 확장사업 외 1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여의교 확장 : 폭 8→9차로, 

연장 240m

5,000

(302)

조건부

채택
토목

71
양천주민편익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 연면적 5,841.52㎡

․ 건물높이 19m

9,000

(377)

원안

통과
건축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

68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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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     축 
서울소방학교 생활관동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9건

884 870

교 통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 용역 등 2건

24 18

기 계 설 비
마곡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계용역 등 
3건

4,946 4,351

기 타
서울약현성당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

36 33

도 로
북악스카이웨이1교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97 90

도 시 계 획
노원구 공릉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4건

2,320 2,186

상 하 수 도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정비방안 용역 등 4건

287 287

전 기 통 신
합정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건

119 103

조 경
관악산 난곡동 산108일대 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 등 6건

293 292

하 천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90 183

 계 54건 9,196 8,413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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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주카(Brazuca)

 FIFA(국제축구연맹)의 공식 후원사인 아디다스가 제작한 

축구공으로, 2014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20회 월드컵축구

대회의 공인구로 지정되었다. 약 2년 6개월 간 10여 개국의 

30개 팀, 600여 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날씨와 고도 

및 습도에서 테스트를 하였으며, 2013년 12월 3일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었다.

 '브라주카'는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브라질인' 또는 '브라

질 특유의 삶'을 뜻하는 포르투갈 속어로, 월드컵공인구로는 

처음으로 축구팬들이 명칭을 결정하였다. FIFA 월드컵조직

위원회와 아디다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브라주카 

외에 보사노바(Bossa Nova), 카르나발레스카(Carnavalesca)

가 제시되었고, 100만 명 이상의 축구팬이 참가하여 그중 

77.8%가 브라주카를 지지함으로써 2012년 9월 2일 공식 

명칭으로 발표되었다.

 제작 방식은 라텍스 주머니에 공기를 주입하고 면과 폴리

에스테르 합성물로 틀을 만든 뒤 패널(공을 구성하는 조각) 

6조각을 열접착한다. 이는 역대 공인구 가운데 가장 적은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2010년 남아공월드컵 공인구 자블라니의 

패널은 8조각) 가장 완벽한 구형에 가깝다. 패널을 최소화

하여 완전 구형에 가깝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정확도와 안정

성이 향상되었으며,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표면에 미세

돌기를 특수 처리하였다. 또한 우천시에도 동일한 무게와 

구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폴리우레탄 소재를 사용하였다.

 주요 제원은 질량 437g, 둘레 69㎝, 반발력 141㎝, 방수

능력 0.2% 등이다. 표면의 디자인은 주황 · 초록 · 파랑의 

화려한 색채를 띤 리본 모양과 바람개비 모양의 패널(공을 

구성하는 조각) 6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브라질을 가로

질러 흐르는 아마존강과 브라질 원주민들이 착용하는 전래의 

소원팔찌를 형상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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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