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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건축 인증제도

 우리나라는 2012년말 기준으로 총인구 50,948천명 중 46,382천명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어, 도시화율

(Ratio of urbanization)이 91.0%에 달할 정도로 도시 집중도가 높다. 1970년 50.2%에 불과했던 도시

화율은 1980년대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도시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도시환경의 중요성과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1992년 기후변화 협약 체결 이후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제한은 필수사항이 되고 있는데, 특히 건축물은 전체 에너지소비의 30% 이상, 자원소비의 40%, 이산화

탄소 배출의 50%, 폐기물 배출의 20~30%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을 간과할 수 없다.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이들 건축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장치 중 하나로써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녹색건축물”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주택법에 의한 주택성능인정제도가 각각 운영되었으나 녹색건축물 관련 근거

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증제도 역시 통합・운영 중이다. 

녹색건축에 대한 평가는 생태환경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유지관리, 실내환경 등 7개 전문분야로 이루어지며, 7개 분야 점수(가중치 적용)를 합해 74점 

이상 최우수, 66점 이상 우수 등급 등 총4개 등급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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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문분야 구분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별 점수

》  칼  럼

  건축물 생태환경에 대한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내용과 개선방안 

    윤 은 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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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인증은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물을 제외하고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최대 15%, 건축기준 완화 최대 12%1),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최대 50% 등의 직접적 혜택이 있고, 

기타 PQ심사 가점 적용 등의 간접적 혜택으로 인해, 인증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구 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1등급

(EPI 90점 이상)

취득세 경감 15%

재산세 경감 15%

취득세 경감 15%

재산세 경감 15%

건축기준완화 12% 건축기준완화 12%

에너지효율2등급

(EPI 80점 이상)

취득세 경감 10%

재산세 경감 10%

취득세 경감 5%

재산세 경감 3%

건축기준완화  8% 건축기준완화 4%

에너지효율등급 제외 재산세 경감 3%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2항, 6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호

표 1. 취득세․재산세 경감 및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 인증등급 경감률

최우수 (그린1등급) 50%

우  수 (그린2등급) 40%

우  량 (그린3등급) 30%

일  반 (그린4등급) 20%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7조 

표 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1

우  수(그린2등급) 0.5

 근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표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 부여 기준

녹색건축인증은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

축물, 학교,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리모델링), 기존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1) 단,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과 건축기준완화 정도는 녹색건축인증 외에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을 경우에 한해 차등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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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건축물 등 10개로 구분된 건축물 유형별로 평가항목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생태환경분야 

평가항목 6개에 대한 적용내용을 살펴보면 ‘생태면적률’은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고, ‘연계된 녹지축 조성’은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이나 학교와 같이 대지면적이 큰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연지반녹지율’, ‘비오톱 

조성’은 소형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생태학습원’과 ‘표토재활용’은 학교시설에만 해당된다. 

 또한 생태환경분야 배점은 최대 18점이지만 인증등급은 이들 절대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값에 가중치2)를 적용한 값으로 환산한 후 합산하는 방식인데, 환산시 10% 정도의 가중치만 부여되기 

때문에 생태환경분야에는 인증평가 총점 100점 중 10점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 배정되어 있다.

평 가 항 목(배점)

공동

주택

복합

건축물 

(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

시설

판매

시설

숙박

시설

소형

주택

기존

공동

주택

기존 

업무용 

건축물

그밖의 

건축물

연계된 녹지축 조성(2점) ● ● ●

자연지반녹지율(2점) ● ● ● ● ● ● ● ● ●

생태면적률(10점) ● ● ● ● ● ● ● ● ● ●

비오톱 조성(4점) ● ● ● ● ● ● ● ● ●

생태학습원 조성(2점) ●

표토 재활용율(2점) ●

표 4. 건축물유형별 생태환경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

 그 동안 7개 전문분야에 대한 실제 인증사례를 보면, 생태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

었는데, 이는 생태환경분야의 가중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자연지반녹지율과 같이 법적 강제사항과 

겹치는 항목 외에는 에너지 등 타 분야에서 획득가능한 점수가 낮은 경우에 한해 부족한 점수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태환경 세부항목의 추가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생태환경이 갖는 미기후조절이나 식물이나 토양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정 등 이산화탄소 저감에 

미치는 직・간접적 역할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특히 기존의 

조경계획이나 설계가 녹지의 면적확보에 비중을 두다보니, 인증과정에서 요구하는 세세한 사항들이 누락

되어 충분히 훌륭한 외부 생태환경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반영이 안 되는 사례도 많은 편이라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효성 있는 생태환경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을 통해 최근 적용폭이 확대되고 있는 녹색건축인증제도 중 생태환경분야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의 내용, 조성사례와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2) 전문분야별 가중치는 토지이용 및 교통 15점, 에너지 및 환경오염 25점, 재료 및 자원 15점, 물순환관리 10점, 유지관리 5점, 생태환경 10점, 실

내환경 20점으로 구성(공동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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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환경분야 평가항목 내용과 조성사례

연계된 녹지축 조성

 생물서식과 이동이 가능한 양질의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항목으로 대지 내부에 녹지축을 

조성했는지와 조성된 내부 녹지축이 외부 녹지와 연결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건축물 단지에서 말하는 

녹지축은 최소폭 4m 이상이면서 다층식재와 적정 생육환경을 구비한 연속된 녹지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차원에서 말하는 녹지축과는 그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다. 

∙ 내부녹지축 조성 … 대지 내 조성된 녹지축 길이와 대지 외곽 길이의 합과의 비율

∙ 외부녹지축과 연결성 … 내부녹지축이 대지외부 녹지와 4m 이상 폭으로 연결되었는지의 여부

자연지반녹지율

 무분별한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생태적 기반 파괴를 지양하고 토양생태계 및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지하수 함양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의 비율을 평가한다. 

자연지반녹지는 다음에 나오는 생태면적율의 세부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항목이 갖는 생태적 

중요성으로 인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 자연지반녹지율(%) … 자연지반녹지면적/전체대지면적 × 100(%)

그림 2. 연계된 녹지축 조성사례 그림 3. 자연지반녹지율 조성사례

생태면적률

 생태적 기능(자연순환기능)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토양기능개선, 미기후 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 물

순환 기능개선, 동식물 서식처 기능개선과 같은 대상지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도시생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녹색건축인증시 필수로 조성해야하는 

항목3)이다. 생태면적률이란 대지면적 중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공간유형의 면적비로 정의할 수 있는데, 

3) 녹색건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7개분야별 점수 뿐만 아니라 필수항목을 이행해야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필수항목으로 생태면적률이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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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연순환기능이란 우수의 증발산 및 냉각작용으로 인한 도시기후 조절 기능, 대기 중의 미세

분진 및 오염물질 흡착기능, 우수 투수․저장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유기토양층 생성 및 오염물질 분해 

기능, 식물이나 동물의 서식처 제공기능 등을 말하며, 이들 기능과 관련된 공간유형별로 가중치를 설

정해 해당면적과 가중치를 곱해서 각 유형별 자연순환기능면적을 도출한다. 단, 해당 항목은 물순환에 

중점을 둔 평가항목으로서 식생환경조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 또는 

인공지반 녹지 유형의 경우, 녹화여부만을 고려할 뿐 식재내용에 대한 기준은 없어 생태의 주요 축인 

식재환경조성에 대해서도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면적/전체대지면적 × 100(%)

공간유형 가중치 공간유형 설명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에 자생하거나 조성된 녹지

수공간(투수기능) 1.0 지하수 함양기능이 있는 수공간

수공간(차수) 0.7 지하수 함양기능이 없는 수공간

인공지반녹지≥90㎝ 0.7 토심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옥상녹화≥20㎝ 0.6 토심 20㎝ 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 적용 공간

인공지반녹지<90㎝ 0.5 토심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옥상녹화<20㎝ 0.5 토심 20㎝ 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 적용 공간

부분포장 0.5 50% 이상이 식재면적인 포장면

벽면녹화 0.4 벽면이나 옹벽(담장) 녹화

전면투수포장 0.3 식물생장은 불가능하지만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틈새투수포장 0.2 포장재의 틈새(최소 10㎜ 이상)로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저류․저류침투시설 연계면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포장면 0.0 식물생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않는 포장면

표 5. 생태면적률 세부 공간유형과 가중치

그림 5. 생태면적율 산정도면 사례 그림 6. 생태면적 조성사례(인공지반녹화,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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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조성

 비오톱이란 “야생의 동식물이 공존공생 가능한 생태계를 가진 장소”라는 의미의 독일어로 생물을 의미하는 

Bio와 장소를 의미하는 Tope의 합성어이다. 특히 도심에 조성되는 비오톱은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Green Pocket 역할을 하는데 녹색건축인증에서는 단지 내 생태환경의 질적 수준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항목이다. 수생비오톱과 육생비오톱 조성을 중심으로 최소 조성면적 기준

(수생 90㎡, 육생 180㎡)을 준수했는지와 조성에 필요한 기법을 몇 가지나 적용했는지를 기준으로 비오톱 

조성여부를 평가한다. 총 2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최소 9개 이상 항목을 적용해야 인정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조성갯수를 기준으로하는 평가방식으로 인해 양호한 1개의 육생 또는 수생비오톱 

조성보다는 최소면적 이상의 두 개 유형으로 쪼개어 조성한 경우에 월등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 

양질의 비오톱 조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수생비오톱 … 최소면적 90㎡ 이상, 부정형경계, 침수 및 정수시설 도입 등 수생비오톱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항목수 평가

∙ 육생비오톱… 최소면적 180㎡ 이상, 최소생육토심 및 배수층 확보, 다층식재, 식재밀도 1.5배 등 
육생비오톱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항목수 평가

구분 비오톱 조성기법 내 용

생물종

동물 서식처 (육생)육생비오톱 내 인공새집, 먹이통, 급수원 등 설치여부

동물 은신처 (육생)돌무더기, 통나무 더미 등 다공질 공간의 동물 은신처 설치여부

횃대 제공 (수생)수생비오톱 내 조류 및 곤충이 앉을 수 있는 횃대 설치여부

유지관리

관찰로 제공 (공통)별도의 관찰로 제공 여부

관찰로 재질 (공통)생태환경을 고려한 목재 및 기타 친환경재 사용여부

안내 해설판 (공통)단지내 서식 생물종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고정식 안내해설판 설치여부

연계 비오톱 연계 (공통)수생 및 육생비오톱 간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

물공급

우수/중수 이용 (수생)유입수를 중수 또는 우수 활용

여과대 설치 (수생)호안주변에 폭1m 이상의 식생여과대 또는 쇄석여과층 설치

배수구 설치 (수생)연못의 수위조절을 위한 배수경로 설치

바닥처리

중앙수심≥0.6m (수생)겨울 동결심도를 고려한 중앙부 수심 0.6m 이상 조성

생태기능유지 차수재 (수생)지하수 함양기능 보유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능을 수반하는 차수재 설치

바닥면 형태 (수생)수생식물 서식을 위한 돌무더기나 웅덩이 설치 등 다양한 굴곡 형성

호안환경
부정형 경계 (수생)동식물 군집유지를 위한 호안 경계부 부정형 굴곡 계획

경게부 경사각 (수생)호안주변 경사각 10° 이하 완만경사 및 가장자리둘레 1/2 초지조성

식재계획
개방수면 (수생)수생식물의 과다번식 억제를 위한 수면적의 60% 이상 개발수면 확보

침수 및 정수식물 (수생)수중 용존산소량 증진 및 동식물 서식처 제공 등을 위한 침수 및 정수식물 도입

조성면적 조성면적 (육생)최소폭 3m 이상, 대지면적 대비 3% 이상 면적 확보

식재기반
생육최소토심 (육생)최소생육토심(천근성 교목 90㎝ 등) 확보

배수층 확보 (육생)인공지반 조성시 하부 배수층 설치

식재계획

다층식재구조 (육생)교목-아교목-관목-초본층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식재

군락지 배열 (육생)비오톱 내 단일군락지 비율 60% 미만 조성

식재밀도 (육생)해당 지자체 조례 식재밀도의 1.5배 이상 식재

표 6. 비오톱 조성기법 적용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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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생비오톱 조성사례 그림 8. 육생비오톱 조성사례

생태학습원 조성

 학교시설에만 해당되는 항목으로 대지 내 생태학습원 조성을 통해 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생태 및 환경교육의 장소와 아울러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텃밭도 생태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함께 설치된다면 생태학습원으로 인정가능하다.

∙ 생태학습원 … 대지 내 30 또는 50㎡ 이상의 생태학습원 조성

표토재활용

 학교시설에만 해당되는 항목으로 자연생태계 유지 도모를 목적으로 표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항목

이다. 대지 자체의 표토를 식재지역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체 표토량 대비 식재지반에 이용

되는 재활용 표토량의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해당 항목의 경우, 조성사례가 극히 적어 항목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많은 편이다.

∙ 표토재활용 … 재활용표토량/전체 표토량 × 100(%)

그림 9. 생태학습원 조성사례 그림 10. 표토재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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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환경분야 녹색건축인증제도 적용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후변화 대응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질적 내실화라는 측면에서도 건축물 옥외 생태환경이 갖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한 조치이긴 하나 생태환경분야의 주요 평가항목인 생태면적률을 필수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생태환경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인증제도 내 생태환경분야에 대한 평가가 활성화되고 생태

환경분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평가항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몇 

가지 개선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지관리측면에 대한 고려이다. 지금의 평가방식은 에너지성능을 비롯한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량화된 성능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생태환경분야는 유기체를 대상으로하는 

만큼 타 분야와는 다른 지속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오톱 조성시 몇 종류의 비오

톱을 조성하고 몇 개의 기술을 적용했는지 보다는 지속가능한 수준의 면적 확보와 그에 필요한 기술

수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항목간 편차문제이다. 현재 생태환경분야 평가항목은 그 성능에 기반한 점수체계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항목들이 일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비오톱 항목 배점은 4점으로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총23개 세부항목 중 18개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들 세부항목 중에는 대지면적의 

3% 이상 조성과 같은 항목도 타 항목과 같은 비중으로 간주되고 있어, 항목의 중요도를 감안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낮은 가중치 문제이다. 에너지 저감 측면에서 옥외 생태공간이 담당하는 

역할에 비해 낮은 가중치가 배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들 공간에 의한 열섬저감효과 

등이 가중치 설정에 반영되어야 하나, 정량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반영정도가 낮은 편인데, 이를 정량화

하는 연구수행 등을 통해 생태환경의 효과에 부응하는 가중치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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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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마지막차입니다.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2133-166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강화

 ○ 개정이유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시설물 사고에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시설물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공단에 제출된 것을 확인

한 후 준공 또는 사용 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조치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리강화 및 과태료 

인상(안 제15조 제2항 · 제3항 및 제44조제2항 신설)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제10조의2에 따

라 지정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방

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에게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

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현행 제16조의2제1항 삭제) 

   다.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절차 강화(안 제17조제2항 신설)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②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특별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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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고원인조사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무강화(안 제33조의3제5항 신설)

제33조의3(사고원인조사 등)

⑤ 관리주체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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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난관리에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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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저널(2014. SPRING), 요약 :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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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대형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축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사용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서울시내 소비 에너지 중 절반 이상(58%)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가정·상업) 에너지 소비량을 줄

이고,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7월 1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을 

변경 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건축

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변경사항의 주요 골자는 대형건물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으로 다변화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 

의무기준은 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을 신재생 에

너지 등으로 충당하고 실내 · 외 조명은 7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및 에너지 시설 다변화, 

의무기준 상향

 이와 더불어 대기질 개선과 물순환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빗물관리시

설 설치 강화 ▴벽면녹화 실시 근거 마련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꾀한다.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 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
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 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이번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기준 강화는 9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사업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도입이 제도화된다.

◎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 · 분석해 에너지 사용효율을 개선

하는 시스템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전력, 가스, 연료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정책과 (02)2133-3544〕

광화문 빗물유출저감시설 대폭 확충

 광화문 일대 97개소에 ‘빗물 저금통’, ‘빗물저류 

주머니’, ‘건물 옥상 블루루프(Bule Roof)’, ‘이동형 

레인가든’, ‘침투형 빗물받이’ 총 5종의 빗물유출

저감시설이 설치됐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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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빗물 저금통과 빗물저류 주머니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것이다.

 빗물 저금통의 경우 건물옥상에서 내려오는 빗

물을 받았다가 청소 및 정원수로 재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이며, 빗물저류주머니는 상부측 

유입구는 크게 하고 하부측 유출구는 작게 해 

큰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했다가 서서히 빗물을 

흘려보내는 원리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빗물 저금통 빗물저류 주머니

 이로써, 광화문 일대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13년부터 꾸준히 설치해 온 소규모 빗물유출저감

시설은 총 213개로 늘었다. 

 빗물유출저감시설은 크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로 

나뉘는데, 213개 시설설치로 인한 순수 저류량만 

총 279㎥, 1ℓ병으로 가정했을 때 27만9천병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여기에 정량화 할 수 없는 직접 침투량까지 감

안하면 빗물 투수층이 거의 없던 이 일대 침수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된 셈이다.

 시는 앞으로 빗물유출저감시설에 대한 모니터

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확대 설치할 계획

이다.

  〔도로시설과 (02)2133-1682〕

 ‘약수고가도로’ 30년만에 철거

 1984년 12월 31일 설치된 ‘약수고가도로(중구 

동호로 194)’가 서울 고가도로 중 17번째로 철거

되어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약수고가도로는 80년대 설치 당시는 도심 교통난 

완화 및 강북~강남간 빠른 이동을 위해 필요했

지만, 시간이 흐른 현재는 대중교통체계가 촘촘

해지며 본래 기능이 퇴색되고 이 일대 지역상권 

중심축인 약수역 사거리 상권 침체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거가 결정됐다.

 시는 8월말까지 총 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폭 15.4m, 연장 420m의 약수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도로정비 및 교통개선 후 9월 초에 개통할 계획

이다.

 철거공사는 7월 20일부터 시·종점부 동시에 진행

되고 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차량

통행이 적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시간

대에 실시한다.

 또한, 공사기간 중 동호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부도로 4개 차로는 현재와 

같이 운영한다.

 이번 약수고가도로 철거로 이제 서울시에 남은 

고가도로는 총 84개이며, 앞으로 시는 교통기능 

저하, 도시경관 및 지역발전 저해가 심한 고가도

로를 대상으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거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약수고가도로 철거 후 모습(안)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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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시내 10개소로 확대 

 보 · 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를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지난해 구로구와 중랑구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시내 

1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행자우선도로’를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2월까지 중구 동호로, 종로구 북촌로, 강동구 고덕로 

등 8곳에 조성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

   폭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

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서울시내 도로 중 폭 12m 미만의 이면도로 비율은 

77%이상으로 매우 높은데다 작년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378명중 57%(215명)가 보행 중 사고이고, 

이 중 53%(114명)가 이면도로에서 일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통해 이면도로 

보행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차량 과속을 막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적용된다. 바닥 재질을 보도블록으로 

바꾸거나 굴곡도로, 벤치 설치, 무늬 포장, 속도제한 

등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 

 한편 지난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된 구로구 

개봉로3길과 중랑구 면목로48길을 운영한 결과 속도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은 줄고 보행자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전거과 (02)2133-2424〕

버려지는 하수 이용 ‘소수력 발전소’ 4곳 설치

 서울시가 버려지는 하수처리수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소를 서남·중랑·난지·탄천물

재생센터 등 4곳에 올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상수도관 낙차를 이용해 소수력 발전기를 설치한 

적은 있지만 버려지는 하수를 이용해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다.

 4곳에 설치되는 460kW(30~80kW급 9대) 초소형 

소수력 발전기를 통해 연간 생산되는 전기는 

1,905MWh. 이는 53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생산량이며, 연간 3억6천만원의 석유

사용 대체효과 및 온실가스 860TCO2를 줄일 수 

있다.

 물재생센터에 설치되는 소수력 발전기 원리는 

2m미만 저낙차에서 유속과 유량을 이용, 수차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저낙차 흐름식 발전기’

방식이며, 통상 낙차가 2m이상 되어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기존 발전조건의 한계성을 뛰어넘었

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민간 개발보급이 확대

되면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하게 되며, 물재생

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소수력 발전시설 홍보 

·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어 물재생센터에 대한 

이미지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 소수력 발전소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하나로 적극 도입 검토된 친환경에너지 발전 시설

이다.

   〔물재생시설과 (02)2133-3843〕

서울시, 옥상녹화로 국제환경상 수상

 서울시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옥상

녹화 및 텃밭 조성 사업이 빗물저장 및 지구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환경분야상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National Energy Globe Awards)’을 

수상했다.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는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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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만(Wolfgang Neumann)에 의해 1999년에 

만들어진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트라운키르텐(Traun 

kirchen市) 소재 에너지 글로브 재단에서 주는 상

으로, 매년 환경보호, 재생자원 활용 등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한 환경 프로젝트를 선정 · 시상한다.

서울대 35동 옥상녹화지(야생화식재 구역)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옥상녹화지원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 35동 826㎡ 옥상을 녹화하고 일부 

텃밭으로 조성했는데, 이 사업이 빗물저장과 홍

수 예방, 건물의 평균온도를 낮춰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인정받았다.

   〔조경과 (02)2133-2120〕

서울시 100여년 된 지하배수로 문화재 지정

 서울시가 ‘12년 9월 서울광장과 남대문로에서 

발견한 근대 지하배수로 2곳을 「서울특별시 기

념물 제38호(서울광장 지하배수로)와 제39호(남

대문로 지하배수로)」로 7월 3일 지정했다.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두 곳은 1910년 전후에 

만들어져, 조선 개국이래 수백 년에 걸친 하수체계와 

물길을 근간으로 근대적 기술을 도입해 재구축

했으며, 국내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소성과 

역사적 가치가 높아 근대 하수도 기술의 발전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수관로이다.

 서울광장 아래에 있는 하수관로는 190.9m, 적

벽돌 등을 쌓아 만든 벽돌식 하수관로이며, 남대

문로 아래의 지하배수로는 461.3m의 벽돌식 하

수관로와 27.3m의 석축 하수관로이다. 특히 이 

두 곳은 아직도 주변의 빗물과 생활하수를 처리

하는 하수관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수관로는 원형 벽돌쌓기, 계란형 벽돌쌓기 등 

하수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형암거 하부 절반 부분의 벽돌은 약 

2cm 안으로 들여쌓고 모르타르로 마감해 하수

가 원활히 흐르도록 되어 있다.

간선 단면 지선 단면

 또한, 지선과 간선이 합류하는 지점은 암거와 

동일한 벽돌식, 혹은 콘크리트구조로 부분 변경

하여 부드러운 유선형 곡선을 이루어 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관경 확대를 위해 쐐기형 벽돌을 

사용하여 정밀시공을 통해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보존가치가 높다.

서울광장 합류지점 배수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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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문화재가 지하에 있어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으므로 지하배수로를 1/3 축소모형으로 제작

하여 서울광장에 전시할 예정이다.

   〔물재생계획과 (02)2133-8664〕

도림천 상류 6만5천톤 저류조 본격 가동

 서울에서 상습침수지역으로 꼽히는 신림동 일대에 

30년 빈도의 강우시 도림천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6만5천톤 규모의 저류조가 확보됐다.

 ‘11년 도림천 범람 이후 지난해부터 설치를 시작한 

서울대 안 버들골(2만톤), 공대폭포(5천톤) 2곳의 

영구 빗물저류조가 7월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서울대 정문 앞 광장에 설치된 4만톤 저류조는 

‘15년 완공될 예정으로, 올해는 임시 저류조로 활용된다.

 특히 서울대 정문 앞 4만톤 저류조에는 서울에선 

처음으로 대규모 병렬(자연유입조절) 저류방식을 

도입, 기존 직렬(On-line)방식보다 하천수위 조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침수예방효과를 높이게 

됐다.

구분 직렬(On-line) 저류방식 병렬(Off-line) 저류방식

모식도

설치
위치

서울대 내(버들골, 공대폭포)
※ 버들골은 병렬 저류도 가능

서울대 정문 앞

 병렬 저류방식은 인근 하천수위를 실시간 계측

해 수위가 높아질 경우 저류조에 하천수를 유입

시켜 하천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사전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며, 직렬

방식은 폭우가 집중으로 쏟아질 때 빗물을 모아 

서서히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급작스럽게 불어나는 

하천수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대 정문 앞 저류조의 경우 도림천 하천수위를 

계측해 저류조에 하천수를 유입시켜 수위를 조절, 

30년 빈도 도림천 홍수에 대비하도록 했으며, 

서울대 안 버들골, 공대폭포 저류조는 집중폭우 

때 관악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수를 순간적으로 

모아 도림천 수위를 조절하게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도림천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았던 신림3교를 철거하고 교각을 높이고 

장애물을 없애는 등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재설치했으며, 올해 충무교를 철거완료하고 

재설치를 추진중이다.

 〔하천관리과 (02)2133-3870〕

폐 김포가압장,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탈바꿈

 서울시가 ‘03년 폐쇄된 이래 11년째 장기간 폐허로 

방치돼 온 폐 김포가압장을 ‘아동 · 청소년 예술교육

센터(가칭)’로 리모델링 추진한다. 

 가압장이라는 기존의 장소적 특성을 살려 건물과 

수조 등 원형은 보존하면서도 ‘자연 · 사람 · 예술교육’

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한 문화공간을 재창조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된다. 

 두 개의 큰 수조는 각각 가변형 공연장과 체험 · 놀이 

등 테마별 활용이 가능한 썬큰가든으로 조성되

고, 배관실, 크레인실 등은 예술스튜디오 및 인

터랙티브미디어 공간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해 어린이 예술교육 및 연

구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야외공간

은 휴게쉼터, 놀이마당, 텃밭 등으로 꾸며진다.

 시는 8월 중으로 시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설계

공모 후 리모델링공사를 거쳐 내년 8월 개관할 

계획이다.

 이번사업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시 차원에서 체

계적인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핀란드의 ‘아난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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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ntalo Arts Center)’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시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권역별로 보편

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이와 같은 사업을 

‘18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정책과 (02)2133-2543〕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10월부터는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

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하여야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 시행 등, 지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14. 4. 2)’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

권자에게 제출하고,

  

※ (공작물 종류)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하여 허가

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는 화재 발생시 화재 확산을 방지하여 재실자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재 건축물 화재시 인접 건축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에 2천㎡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③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

기준이 마련된다.

  - 첫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이 강화된다.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

을 확대하였다.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3층 또는 높이 

20미터 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시)마다 건축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건축

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

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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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 둘째,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

도서에 대하여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현재는 일정 용도나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간략설계

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로 심의하게 됨에 

따라 구조분야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셋째,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

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마우나 리조트 사고 원인 중에는 폭설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즉각적인 건축물 유지 ·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준공 후 기상 이변에 대비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상시 유리 · 관리 

체계가 중요하므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주요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의 사용계획, 지붕 

제설(除雪) 및 홈통 정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유지 ·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를 않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중순 공포ㆍ시행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등을 주요내용

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580호, 

2014.5.14. 공포, 11.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 건설

업체에 대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이다.

 시행령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안 제1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1년 6개월간 등록 금지’ 조문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나.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안 제16조)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

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동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

하여 해당 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면제

(보유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범위내)

다. 공공기관 범위 규정(안 제34조의3, 안 제34조의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준

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으로 규정

라.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관련(안 제82조의3, 

안 제82조의4, 안 제82조의 5)

  1) 상습체불업자 사망․실종, 체불 대금 전액 지급, 

체불 대금 지급계획 소명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습체불업자 

공표 대상에서 제외

  2) 공표 방법은 관보에 고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게시

  3)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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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실태조사 권한 등 위임

(안 제86조)

    건설업체의 하도급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권한과 실태조사 관련 제재 처분

(과태료 등)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시행규칙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중 저가 낙찰공사 

기준(안 제29조)

    저가 낙찰공사는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

므로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

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저가 낙찰공사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함에 따라 그 기준을 100분의 70으로 규정

나. 재검토형 일몰 규제 추가 지정(안 제38조의2)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내용 

등 7개 항목을 3년 주기 재검토형 일몰 규제로 

추가 지정

다. 하도급률 산정 기준 명확화(안 별지 제23호 

서식)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통보

할 때 하도급률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별지 서식에 구체적으로 명시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49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

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그 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여왔으나,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도 도로를 운행

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

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3톤 미만의 소형 타워

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장의 작업

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보다 철저

하게 파악 ·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설치, 

건설기계 종합정비업 세분화 등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 첫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을 정기적(분기별 원칙)으로 실시

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 둘째,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회수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셋째, 건설기계 정비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27개 

모든 건설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종합건설기계정비

업을 전기종 종합정비, 굴삭기 종합정비, 지게차 종합

정비, 기중기 종합정비, 덤프 및 믹서 종합정비로 

세분화해 건설기계 정비사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현행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적격심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기준의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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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부족하고 주택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가장 적합한 감리자 

선정과 전문성 및 기술력을 보유한 감리원 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

에서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다 기술력 있고 책임감 있는 회사와 감리

원이 선정 ․ 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배점 및 평가항목 등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

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감리자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변별력 강화

 ㅇ 건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른 배점 격차를 확대(현행 0.5점→개정 

0.8점)하는 동시에, 배점상한을 상향(현행 4점

→개정 5점)

나.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 평가 변별력 강화

 ㅇ 공사규모에 맞는 경험을 보유한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수행실적 등급 기준을 세분화

(현행 3개 구간→개정 5개 구간)하여, 업무 

수행실적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

다. 감리자 업무결과 평가 가점 폐지

 ㅇ 감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 

받기 위하여 사업주체에 예속되는 문제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사업주체의 감리자에 대한 

업무평가결과 가점을 폐지

라. 감리원 면접 실시

 ㅇ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주택)의 

총괄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지정권자가 면접을 

실시하여 점수 차등 부여

마. 감리원 추가배치 시 가점 부여

 ㅇ 내실 있는 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조체(기초․

지정, 철근콘크리트, 철골 공사) 공사기간 동안 

건축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

바. 기타 개정사항

 ㅇ 점수 배분 및 조정을 위해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 상한을 조정하는 한편, 총괄감리원이 책

임을 가지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총괄감리원 평가항목

으로 변경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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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차 양천주민편익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와 주민편익을 

Upgrade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운영주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것

○ 다목적 체육관 증축부분에 대한 접합면 시공성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누수방지를 위한 

상세도면 첨부 요함

○ 구조계산서상에 표기된 SD400에 대한 검증방안

으로 철거부 내의 철근 추출하여 시편3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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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실험 후 발주처에 보고 바람

   (구조설계는 구조보강 상세를 구분하고, 평면ㆍ단면ㆍ

골조입면에 적용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 보완)

○ 상층부 옥상 및 외부복도, 난간 등 OPEN 부분

에 우수 등의 배수를 위한 배수계획도를 작성

하고 지붕배수로의 막힘과 집중강우시를 대비 

드레인 용량을 검토 최대한 확대할 것

○ 증축 및 리모델링 등 복잡한 공사로 전체적

으로 도면이해가 어려움에 따라 현장 인력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제72차 서울메트로 2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구조물 준공 후 현재까지 각 위치별 유지보수 

공사현황과 구체적인 적용공법을 명시하고 

현재 하자발생 상태를 제시하여 향후 보수공법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상부슬래브에 종방향 균열이 발생한 곳이 많

은데 구간별로 단면에 그 위치와 균열의 폭과 

깊이를 검토하여 휨 철근의 정착길이가 부족한 

곳이 없는지를 명확히 규명한 후 보수 보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

○ 철근피복이 부족한 구간에 대하여는 철근부식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제73차 차량기지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심의

○ 차량기지수문 설치 지역인 개화산자락이 비교적 

양호한 지층이고, 마곡배수문 지역은 한강에 

인접한 실트를 포함한 사질토(SM)로 추정되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층상태 확인을 

통하여 토질정수 적정성을 확인하기 바람(마곡

배수문 N=6 적용은 부적정)

○ 암거 균열조사에서 균열의 방향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된 균열이 구조적 균열인지 비

구조적 균열인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보고

서에 수록 할 것

○ 권양기 및 제어반 고장빈도에 관한 자료 검토

필요

■ 제74차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사업 기본설계심의

○ 전층에 화장실이 통합되어 있어 실내에서 

120M 동선도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분리

설치 검토하고 도면 A14-001 주차경사로에 

외부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하는 트렌치를 

설치할 것

○ B1⑤열 샤워실->화장실에서 출입하는 등 이용

자의 편의를 위하여 샤워실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할 것

○ 내ㆍ외부 직통계단 및 Open 구간 등에 안전

난간을 설계에 추가하기 바람. (Design, 높이, 

길이 등을 감안한 안전성 재검토)

○ 하역장에 진입하는 차량 종류 확인하고 적용된 

활하중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옥외데크 지상

2-4층 계단, 실내 중앙부 오픈부분 계단, 1층

에서 2층 옥외 데크로 올라가는 계단 등에 

대한 설계 추가 

○ 가시설 근입장에 대한 안전율이 2.92~7.23으로 

기준안전율 1.2를 크게 상회하므로 근입장을 

재검토하여 경제성을 확보 

○ 재활용 장터에 한지용 롤잔디를 적용한다고 

했으나, 재료비가 27,500원/㎡으로 일반적 

잔디 7,000원/㎡보다 과다하게 비싸고, 유지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답압에 의한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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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가 우려된다면 인조잔디 + 들잔디 공법을 

채택하기 바람

■ 제75차 서울메트로 3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 

진단용역 발주심의

○ 종방향 균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서 휨철근 

절곡부 균열로 추정한다면, 해당부위의 휨철근량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검토내용 기술 할 것 

○ 안전성평가 결과 일부 부재에서 현 설계기준 

적용 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된 

구간이 있는데, 평가에서는 안전율이 확보

(원 설계기준 적용)된 것으로 평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할 것

○ 도심지 밀집구간의 지하에 건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인바, 경과시간 동안 본 구조물의 하중 

및 경계조건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인접 빌딩의 신설 및 하중변화, 지반물성치 

변경 등)들에 대한 검토내용을 기술할 것

■ 제76차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용역발주심의)

○ 국토교통부의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의거 일괄

입찰 및 대안입찰(이하 “일괄ㆍ대안입찰”이라 

한다)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공사의 추진

성과를 과업내용에 추가

○ 과업수행방법의 내용 중 국토해양부의「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은 국토교통부의「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14.5.23)」으로 수정

■ 제77차 강남순환도로(4공구) 건설공사 시점부 

지하차도 보완설계 용역발주심의

○ 교통량조사 및 수요예측 분석에서 교통수요는 

5년 전 자료와 현재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의 

자료 및 국가DB로 재분석하고 기 완료 교통

수요와 비교 검토하도록 할 것

○ 제4절 구조물 설계 중 기초설계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기초지반 평가시 지진하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압 및 수압의 변화와 지반액상화의 위험

성을 고려한 기초지반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

   - 점토층이나 압축성이 큰 지반에 계획한 말뚝

기초에서는 주변지반의 상대적인 침하로 발생

하는 마찰력은 부가적인 하중으로 적용되므로 

부주면마찰력을 설계에 반영하여 기초계획을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도급 관련 사항 

및 기술용역 관련 시 주요 개선사항을 과업

내용서에 보완할 것

   - 기술용역 하도급 시행 기준 및 관리, 기술

용역 참여기술자 투입 및 일지관리, 용역 

성과품의 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 등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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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코일스프링이 장착된 쐐기형 정착체를 이용한

연암이상 경질암반용 영구앵커 공법(제733호)

(보호기간 :  2014. 6. 26. ～ 2019. 6. 2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압축 코일스프링을 안전핀제거와이어로 풀어 쐐기형 정착체를 연암이상의 경질암반에 밀착시킨 후, 

인장재에 연결된 정착헤드를 연결하여 쐐기형 정착체가 주변 지반을 가압하고 그라우팅하는 영구

앵커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압축 코일스프링을 풀어 정착체 보호캡을 암반에 밀착시킨 후, 정착헤드와 직접 

연결된 인장재를 긴장하여 쐐기형 정착체가 주변 지반을 가압함에 의해 발생하는 지압력과 

마찰력에 의해 지지되는 복합형으로써, 쐐기형 정착체를 인장하여 설계인장력을 확보한 다음 

그라우트를 주입하여 시공한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표준도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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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쐐기형 정착체 정착방법

    (3) 표준시공법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1 수해복구공사 어스앵커공사 의정부시 이연개발(주) 2012.02.14.~06.12 23,760,000 원

2 원대지하차도 건설공사 (북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명신종합건설(주) 2012.03.19.~2013.07.10. 69,124,000 원

3 원대지하차도 건설공사 (남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주식회사 빅스타건설 2012.05.21.~2013.12.31. 59,917,000 원

4 동두천시 중앙2펌프장지구 
용량증설공사

동두천시 ㈜녹원종합건설 2013.05.23.~2013.05.30. 27,500,000 원

5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산장연립) 중 
사면앵커공사

의정부시 ㈜항록건설 2013.06.12.~2013.06.23. 36,190,000 원

6
동두천시 상패4펌프장지구 

용량증설공사 동두천시 ㈜만배건설 2013.06.07. 42,240,000 원

7 동두천시 중앙1펌프장지구 
용량증설공사 동두천시 ㈜길영 2012.10.10. 16,338,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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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1) 향후 활용성 증대 요인

항목 신기술 기존기술 향후 활용 전망

천공 천공 길이, 천공경 축소 천공 길이, 천공경 확대 시공성, 경제성 향상에 의한 증대

정착 초기정착 후기 정착 초기 정착, 긴급공사에의 활용 증대

인장력확보 확인 초기, 시공 중 확인 가능 후기, 시공완료 후 가능 인장력 확보 여부를 시공 중, 초기 확인 가능함

공사기간 단축됨 보통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저렴 보통 공사비 절감

유지관리
그라우팅에 의한 여유 

인장력 확보
설계 인장력 확보 수명연장 및 유지관리 편리성 향상

    (2) 시장성
(단위: 억원) 

년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비고

영구 앵커 공사 676 710 745 782 822 863 년증가율 5%

신청기술의 시장성 135 142 149 156 164 172 시장점유율 20%

    (3) 활용 가능 분야

- 격자 블록을 이용한 사면 안정용 영구앵커

- 판넬옹벽을 이용한 사면 안정용 영구앵커

- 응급 재해 복구용 영구앵커

- 지하 차도 및 수처리 구조물 부력 방지 영구앵커

- 옹벽등 기존 구조물 보강

- 편토압에 의한 전도 방지용 영구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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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영구앵커 

공법

지지형식 마찰형

지압형

주변 암반에 가압으로 인한 효과+앵커체와 암반의 
힘전달에 의한 지압력+마찰력
(신기술)

앵커체와 암반의 힘전달에 의한 압축력
+마찰력(현 기술 수준)복합형

정착체 일반형(현 기술 수준)

확공형(현 기술 수준)

쐐기형 정착체

긴장하여 정착 후 그라우팅(신기술)

그라우팅 후 정착(현 기술 수준)시공방법

쐐기형, 정착체로 주변 지반 직접 가압
(신기술)

지압형, 주변 암반 밀착(현 기술 수준)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 선단부 진행성 파괴를 방지하는 앵커공법의 개발과 적용성 증대

- 천공 길이, 천공경 및 정착장을 최소화하는 앵커의 개발과 적용성 증대

- 그라우팅전 설계인장력을 얻는 앵커의 개발과 긴급공사에의 적용성 증대

- 주변 지반을 가압하여 정착하는 영구앵커의 개발 및 적용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 그라우팅 전 설계 인장력 확보에 의한 재해 예방 및 경쟁력 확보

- 공사비, 공사기간, 시공의 편리성 개선에 의한 경쟁력 확보

- 소음, 진동, 대기오염의 감소와 경관 확보에 의한 친환경성 확대

- 구조적 안전성, 앵커의 수명 증대에 의한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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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지반조건 규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연암
FBP-40
L=9.6m

공 698,130 220,035 19,515 937,680

                               
    (2) 공사비

구분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계 대비(%)

신기술 698,130 220,035 19,515 937,680 100.0

기존기술
마찰형 1,049,480 471,123 27,048 1,547,651 165.1

확공 지압형 673,351 261,364 24,855 959,570 102.3

    (3) 공사기간 

구분
신기술

(복합형)
기존기술
(마찰형)

기존기술
(쐐기지압형)

기존기술
(확공지압형)

정착소요시간

시간(분) 96 235 287 213

대비(%) 100 245 299 222

증감(%) 0 145 199 122

총 소요시간

시간(분) 138 242 329 255

대비(%) 100 175 238 185

증감(%) 0 75 138 85

    (4) 유지관리비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마찰형 지압형

유지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기 정착에 의해 설계 
인장력을 얻으므로 그라우트에 

의한 여유 안전도를 얻음

앵커체 앞쪽에서 진행성 파괴 
발생 우려가 있음

그라우트와 정착에 의한 
지압강도로 설계 인장력을 

얻으므로 여유 안전도가 없음

수명 가장 길다 가장 짧다 중간

유지관리 비용의 
발생 가능성

가장 적음 가장 많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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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공기계 작업감소에 의한 에너지 절감, 소음 및 진동, 대기오염 감소 

- 그라우팅 전 설계 인장력 확보에 의한 긴급공사의 앵커공법 적용에 의한 시장확대

- 철강재 산업, 시멘트 업계, 재해예방 업계, 지반공사 업계 및 건설업계에서의 고용창출 및 

산업 활성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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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어 오르는 콘크리트 돔

 콘크리트나 석재로 제작된 대형 셸 구조물은 

이제까지 건설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크고 비싼 

지지 구조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엔나 공과대학교에서 완벽히 새로운 건설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 방식에서는 목재 구조

체가 전혀 필요 없다. 편평한 콘크리트 슬래브가 

땅 위에 고정된 다음, 플레이트 아래의 에어쿠션이 

부풀어 올라서 콘크리트를 굴곡지게 하고, 재빠

르게 지속가능한 셸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비엔나

에서, 최초의 실험적 구조물이 이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여 건설 중이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절단된 다음 탁자에 편평

해지는 오렌지 껍질과 유사하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먼저 편평한 플레이

트를 준비한 다음 그것을 셸로 굴곡지게 만든 것"

이라고 조안 콜레거(Johann Kollegger) 교수는 

말했다. 

 콜레거(Kollegger) 교수와 이 대학교 벤자민 

크로모서(Benjamin Kromoser)교수는 새로운 건설

방식을 개발했는데, 이 방식은 현재 비엔나의 

아스팡 그라운드(Aspang Grounds)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중이다. 

 처음에, 편평한 슬래브가 표준적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제작된다. 기하학적으로 형태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슬래브는 몇 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된다. 웨지-형태의 공간이 이 세

그먼트 사이에 남겨져서, 구조체가 굴곡이 진 

이후에도 완벽하게 세그먼트는 잘 맞게 된다. 

 일단 슬래브가 굳게 되면, 아래의 에어쿠션이 

부풀어 오른다. 쿠션은 2개의 용접된 플라스틱 

시트로 구성된다. 동시에, 강철 케이블이 콘크리트 

세그먼트 주위를 묶어서, 콘크리트가 중앙부로 

리프팅되어 외부로 밀려나가도록 한다. 모든 콘크리트 

세그먼트가 완벽하게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것들은 금속 빔으로 연결되었다. 

 실험에서, 전체 프로세스는 약 2시간 이후에 

완료되었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최종 높이는 

2.9m가 되었다. 콘크리트가 굴곡지게 될 때, 

많은 미소 균열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셸의 안정

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균열을 오래된 석조 아치에서 

볼 수 있다. 만약 형태가 맞는다면, 각 석재는 

그 자리에서 다른 석재를 유지시키고 건축물은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구조물은 회반죽이 되면 같은 특성을 

유지하고 기존 방식으로 제작된 콘크리트 셸과 

같은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다. 

평면 콘크리트 제작(The plane concrete plate)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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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식 웨지 방식(Pneumatic Wedge Method) 

완성된 돔(The completed dome)

 "우리는 단순한 회전 대칭(rotationally symmetric) 

형태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제작한 

건물은 약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단순한 기하

학적인 형태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여 복잡한 자유형태의 구조

물을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벤

자민 크로모서(Benjamin Kromoser) 교수는 말

했다. 

 이러한 흥미로운 자유 형태의 셸은 동시대 건축

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와 

에어쿠션의 형태를 주의 깊게 설계함으로써, 공압 

웨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건설

될 수 있다. 

 "지름 50m의 셸을 건설하는 것은 이 기술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조안 콜레거(Johann 

Kollegger) 교수는 말했다. 가장 힘든 도전은 매우 

작은 직경의 곡선반경을 가진 복잡한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대학교 실험실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굴곡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종류의 강화방식이 시험되었다. 즉, 단 3m 정도의 

곡선반경도 가능하다. 

 새롭게 개발된 건설방식이 목재 구조물을 멀리

하도록 함에 따라, 시간과 자원을 줄일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벤자민 크로

모서(Benjamin Kromoser) 교수는 건설비용의 

약 절반정도가 절감이 가능하며 대형 구조물은 

더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오스트리아 연방철도(OEBB-Infrastruktur 

AG, Austrian Federal Railways)가 관심을 가지고 

오스트리아 카른시아의 2개의 고속철도 궤도 

위로 사슴이 출입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건설방식에 기반을 둔 설계 프로젝트 과업을 

주문했다.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mirian.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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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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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지하철9호선1단계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 지하철 연장 25.5km, 

․ 정거장 25개소, 차량기지 1개소

3,481,500

(221)

조건부

채택
토목

77
강남순환도로4공구 시점부 

지하차도 보완설계용역 
․ 지하차도 폭4차로 연장315m

180,763

(330)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

심의
74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사업 

설계용역

․ 연면적 : 16,227.81㎡

․ 용도 : 폐기물처리시설

․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44,909

(1,599)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
안전
진단
심의

72
서울메트로2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2호선 교대역~서초역 외 

14개구간 정밀안전진단
(895)

조건부

채택
토목

73
차량기지 수문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차량기지수문(L462m*1련)

․ 마곡배수문(L146m*3련)
(57)

조건부

채택
토목

75
서울메트로3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3호선 연신내역~불광역 외 15개 

구간
(1,197)

조건부

채택
토목

사후
평가

12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공급사업(BOT)
․ 수열원 히트펌프 9Gcal/h, 7대 37,272 기계

13 신림2빗물펌프장 설치공사 ․ 빗물 펌프장 설치
7,500

(80)
토목

14 시흥계곡 방수설비공사 ․ 빗물 저류조 설치
6,500

(450)
토목

15
암사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고도정수처리시설 110만톤/일

62,900

(500)
토목

16
강북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 고도정수처리시설 72만톤/일

56,1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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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     축 
강북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 
및 감리용역 등 20건

1,501 1,449

기 계 설 비
목동빙상장 공조설비 개선공사 설계용역 
등 2건

42 37

기 타
2011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용역 등 
3건

758 680

도 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 시점부 
지하차도 보완 설계용역 등 3건 

457 456

도 시 계 획
뉴타운 해재(존치) 도시재생 실행방안용역 
등 3건

1,159 1,093

상 하 수 도 
대치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7건

10,969 7,893

전 기 통 신
잠실운동장 고압케이블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건

137 137

정 밀 진 단
정릉천2복개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61건

11,440 9,815

조 경 고향숲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등 4건 58 46

지 하 철 지하철 9호선1단계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248 221

하 천
청계천 상류 지천복원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193 173

 계 109건 26,962 22,000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7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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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정보

< 2014년 제4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8.22~8.28 9.20 10.02
10.06~10.08,

10.10
12.12

< 2014년 제5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9.12～9.18 10.11 10.24 10.27~10.30 12.26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q-net.or.kr]

시사상식 용어

 번아웃 증후군 [Burnout syndrome]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ㆍ정신적인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

 현대 사회의 탈진증후군이나 연소증후군을 뜻하는 신조

어로, 미국의 정신분석의사 H. 프뤼덴버그가 자신이 

치료하던 한 간호사에게서 이 증후군의 최초 사례를 

찾아내면서 사용한 심리학 용어다.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다보면 어느 시점에서 갑

자기 모두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무기력해지면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이 실현되지 않을 때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가 극도로 쌓였을 때 나타

난다. 

 따라서 ‘연소증후군/탈진증후군/소진증후군’이라고도 

부른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난해 평균 근무시간은 

총 2090시간, 하루 평균 10시간 30분에 달해 직장인의 

약 85퍼센트가 직무 스트레스로 번아웃증후군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 주부, 학생들

까지 번아웃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상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

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면장애, 우울증, 

심리적 회피, 인지능력 저하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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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