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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시설물 유지관리시의 이해당사자

그림2. 전통적 의사결정기준

1. 서언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성수대교(1994.10) 및 삼풍백화점(1995.6)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제정되었다. 서울시는 한강상 교량, 지하철 등의 시특법상 1,2종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교량 및 하수암거 등의 종외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관리대상 시설물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왔으며, 시설안전포럼 등을 통해 시설물안전 분야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등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시설물 관리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공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는 그림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설물 관리주체(Owner), 유지관리업체(Agent) 및 시설물 

사용자(User) 사이의 상호협조관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때 

구현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와 같은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사용자인 시민의 위임을 받은 의사결정주체로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방법의 발전

과정과 방법론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의사결정 과정에 조금이나마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통적 의사결정 방법

 시설물 유지관리 행위 결정을 위한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그림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기술적 측면(Technical aspect)은 시설물 유

지관리 행위와 관련된 제반 기술적 사항들인 시설물의 안전성(Safety), 

사용성(Serviceability), 내구성(Durability) 및 시공성(Constructibility)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대안들을 설정하고 그 장단점

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측면(Economical aspect)은 선정된 

》  칼  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 

   진 남 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기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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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대안들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안별 투입비용을 분석하고 투

입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일컫는다. 

 시설물 유지관리 대안별로 투입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주로 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ing, LCC)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은 시설물의 전체 생애주기 

동안 발생되는 모든 비용 즉,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 ․ 폐기 등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말하나, 

이미 공용중인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표1에 제시된 비용을 주로 고려하게 된다. 

표1.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구분 

구분 직접비용(Direct Cost) 간접비용(Indirect Cost)

비용 지불자 시설물 소유자 시설물 사용자

비용 발생근거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대가 교통체증에 따른 비용

비용의 종류
- 점검(진단) 비용  - 보수보강 비용

- 교통통제 비용   - 해체, 폐기 비용

- 시간지연 비용   - 연료소모 비용

- 사고처리 비용
  

 서울시와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행위 시 수반되는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간접비용이 직접비용에 비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간접비용을 시설물 유지관리 대안 선정시 중

요한 인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 대안별 생애주기비용은 비용의 투입시기와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식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되며, 각 대안별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여기서,  PV : 현재가치 (present value),  C : 미래가격(Cost), 

          r : 할인율(test discount rate), t : 시간(년, year)

3.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근거한 시설물 유지관리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해서 공식화된 것으로서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로 정의되는 것이며, 이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두 가지 평등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즉, ‘세대 간 평등 (inter-generational 

equity)’ 은 미래 세대가 인구수 증가를 고려하여 적어도 현 세대와 동등한 자산(천연자원, 창조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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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도

인간적 가능성 등)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말하며, ‘세대 내 평등 (intra-generational equity)’은

특히,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은 그림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의사결정방법에서 고려하였던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 외에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표2와 같이 일상적 유지관리, 예방적 유

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로 구분한다.

표2. 시설물 유지관리 구분

종류 일상적 유지관리 예방적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

적용근거
- 일정한 주기로 수행되어야

  하는 간단한 유지관리

- 현재로서는 필수적이지 않으나 시설물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거나 열화 발생속도를 지연시키기위해

  이루어지는 유지관리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당화)

- 시설물의 안전성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유지관리

예시
- 배수구의 청소

- 받침의 이물질제거

- 방수       - 강재도장

- 탄산화방지 코팅 

- 부재의 치환

- 시설물 개축

 그림4는 지속가능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일상적 

유지관리, 예방적 유지관리 및 사후 유지관리가 조화롭게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만일 그림4의 

(b)와 같이 당장에는 예산투입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상적 및 예방적 유지관리 

행위가 충분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 미래의 일정시점에서는 시설물의 개축이나 부재의 치환을 위한 

사후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거나 통제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현 세대가 감당

했어야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됨을 나타낸다. 

    (a) 이상적 유지관리 프로그램 (b) 장기적인 예산투입 지연효과

그림 4. 예산투입 효과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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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 측면에서 서울시는 최근 이상강우로 인한 사면붕괴 등 예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설물 붕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에 크게 기인한다. 이러한 자연재해 방지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시 이산화탄소 등의 환경부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멘트 성분이 적게 포함된 보수재료를 선정하거나 차량정체를 최소화함으로써 배기가스가 적게 배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설물 안전 분야에서 소외받거나 

피해 입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시특법 대상시설물 외의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임

으로써 민원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분출되는 서울시민들의 각종 요구에 선제적이고 현명

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자산관리 개념에 근거한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관리(Asset Management)는 한 기관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으며 사기업에서 먼저 발달하였으나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도 그 방법론을 도입

하여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교량, 터널, 도로 등의 다양한 기반시설물

(Infrastructure)은 경제적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서울시의 주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산인 기반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 이를 최적상태로 보수하고 운영

하기에 필요한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서울시와 같은 시설물 유지관리주체는 부족한 

예산, 제한된 인적 및 물적 자원,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노후시설물의 증가 및 시민들의 높아지는 복지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기대치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반시설물을 관리, 운용 및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는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원리를 시설물 관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도 이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기반시설물에 적용되는 자산관리는 ‘현재 및 미래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반시설

물의 관리, 운용, 보존 및 증진을 위한 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찾는 전략적 접근법’ (a strategic 

approach that identifies the 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 for the management, operation, 

preservation and enhancement of the infrastructure to meet the needs of current and 

future customers)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자산관리는 고객의 기대치를 반영하고 자산의 전체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고객들의 경쟁적인 요구사항들의 균형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을 

할당하는 전략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전형적인 도로 기반시설물은 차도, 인도, 자전거 도로, 교량, 

토공 및 제방, 포장, 조명시설, 교통표지판, 교통신호체계, 배수시설, 갓길 및 기타구조물 등을 포함

하며 도로 기반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는 이러한 모든 구성성분의 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개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교량유지관리 시스템, 포장 유지관리 시스템 등)과 데이터의 단순한 통합 

그 이상을 의미한다. 

 자산관리는 재정적, 경제적 및 공학적 해석을 통해서 자의적인 공학적 판단이나 추측에 의존했던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고 자산운영 주체로 하여금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더 나은 가치를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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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성능은 자산의 상태, 안전성, 

접근성, 이용가능성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 수준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 식에 근거할 때 자산관리를 

통한 이점은 축소된 비용으로 같거나 향상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할 때, 같거나 또는 조금 증가된 비용

으로 더 좋은 서비스 수준을 제공할 때 획득될 수 있다.
 

Delivery)Serviceof(Cost
ce)(Performan (Value) 

비용

성능
가치 =

   

 자산관리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5와 같다. 이들 

활동들을 전체적인 자산관리 체계 내에서 접목시키는 것이 자산관리와 기존에 쓰이는 관리방법의 주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5에 제시된 흐름도에 따라 자산관리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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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제공 (Service Delivery)

4. 의사 결정 (Decision making)

3. 옵션의 선정 (Option  Identification)

2. 서비스 수준 (Levels of Service)

1. 시작점 (Star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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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목표 및 정책
(Goals, Objectives & Policies)

자산 목록
(Inventory)

상태 평가
(Condition Assessment)

요구조건
(Demand Aspiration)

갭 분석

(Performance Gaps)

생애주기 계획

(Lifecycle Planning)

최적화 & 예산 고려

(Optimisation, Budget)

위험도 분석

(Risk Assessment)

향후 업무프로그램

(Forward Work Programme)

물리적 작업 & 서비스

(Physical works & Services)

그림 5. 일반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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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시작점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목표, 목적 및 

정책을 자산관리 개념에 맞게 재정립하고 기존의 자산에 대한 현황분석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시설물 자산관리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시설물 상태등급과 같이 시설물들의 관리수준을 

정량화할 수 있는 지수를 선정하고 그 지수가 전체 관리대상시설물에 적용될 때 평균적으로 도달하

여야 하는 목표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수준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이 

많아지게 되고, 낮게 책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기반시설물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하고 온전하며 최근의 상황이 반영된 자산 현황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자산데이터를 검토하고 자산관리 목적에 부합되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수집이 이루

어져야 한다.   

 다음 단계로 서비스 수준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 수준은 고객의 이득을 위해서 자산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하며 그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목적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지수가 된다. 서비스 수준은 크게 상태평가와 요구조건으로 나뉜다. 상태평가

(Condition assessment)는 자산의 물리적 상태를 측정하는 것인 반면, 요구조건(Demand 

aspiration)은 자산의 상태 이외의 성능조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자들이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안전성(safe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 및 접근성(accessibility) 등을 의미한다. 각각의 관리

당국에 적합한 서비스수준은 법적 요구조건, 고객의 기대사항, 조직의 목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결정된 서비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와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서비스 수준이 결정된 후 기존의 관리수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목표 서비스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gap)를 메우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결정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갭 분석(Gap analysis) 및 생애주기 계획(Life cycle planning)이 이용된다. 기존의 서비스 수준과 

목표 서비스 수준 사이에 갭이 있는 경우 갭 분석을 실시한다. 갭은 자산의 상태가 목표수준에 못 

미치거나 서비스 수준이 목표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발생된다. 이러한 갭을 메우기 위해서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작업 계획은 구조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애주기 옵션들은 일상적 유지관리, 교체, 보강, 폐기 및 개축 등을 포함

한다. 이러한 생애주기에 근거한 옵션들을 고려하여 자산의 서비스 수준을 목표수준으로 높일 수 있

도록 여러 가지 작업 계획들을 선정한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계획들이 선정되면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기법으로 최적화와 위험도 분석이 이용될 수 있다. 최적화는 선정된 옵션들 

중에서 자산을 관리 및 운용하기에 최적의 안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최적화 과정은 크게 단일 자산/

서비스에 대한 최적화와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최적화로 구분될 수 있다. 단일 자산/서비스에 대한 최적화 

결과와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최적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최적화 기법을 통해 

결정된 작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허용된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위험도 분석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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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문서화하는 작업이다. 자산관리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명의 안전, 자연재해, 물리적 위험, 

경제적 리스크, 법적 리스크 등의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결정하고 이들이 발생했을 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한된 예산 및 자원 내에서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 위험도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의사 결정 기법을 통해 결정된 자산의 관리 방향을 토대로 미래에 수행해야 할 작업계획을 구체적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향후 작업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최대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들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측정/모니터링 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찾아내어 추후의 자산관리 방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요약하면, 자산관리는 자산의 가치를 정량화하고 그 가치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결정하고 적용해 가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자산관리 개념에 근거한 시설물 유지관리 실시를 위한 기본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시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기반시설물을 서울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산관리 방법론을 적용

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확보 및 집행에서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로서의 서울시의 선도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결언

 본 고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시설물 사용자인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조건이 반영되어야 한다. 기반시설물을 사회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소중히 관리하는 마음을 서울시의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련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에 종사하는 기술자들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참고문헌

1. County Surveyors' Society (2004), Framework for Highway Asset Management

2. Roads Liaison Group (2005) Management of Highway Structures - A code of Practice, 

London; TSO  



- 9 -

서울시 ‘풍수해 정보지도’ 공개

 서울시가 ‘풍수해 정보지도’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서울안전누리(safecity. 

seoul.go.k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풍수해 정보지도’를 

만들었으며, 올 여름 GIS를 기반으로 과거 침수

이력을 보완하고, 시간당 95mm의 집중호우 발생시 

침수 예상지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 정보지도는 ▴과거 침수이력(′10년~′13년) 

▴침수 예상지역 ▴재난발생시 대피경로 및 안전

대피소(261곳) ▴응급의료기관(385곳) ▴공공기관

(810곳) ▴재해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213곳) ▴재난상황 전파체계 및 재해구호물자 

현황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지번이나 도로명 등으로 우리 동네의 침수

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세분화했고, 침수

예상 지역은 보기 쉽게 색깔로 구분했다.

 아울러 시는 올 11월까지 ▴하천재해 위험 ▴
도로·주택가 침수 위험 ▴토사유출 위험 ▴사면

재해 위험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방재시설 현황 등의 내용도 추가할 예정이다.

  〔하천관리과 (02)2133-3867)〕

서울시, 「C40-지멘스 어워드」 수상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제2회 도시

기후리더십 어워드」에서 녹색에너지분야 ‘C40-

지멘스 어워드’를 수상했다.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에

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하나로, 서울 

곳곳이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2일(월)<현지시간> 

뉴욕 맨하튼센터에서 진행된 시상식에 참석, 수상

하며 “서울은 시민이 직접 태양광 등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지구의 미래와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도시들의 좋은 사업모델은 서로 공유

하고 협력을 제안하며 서울이 먼저 노력하고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기후리더십 어워드는 세계 주요 도시 간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을 주도하는 대도시들의 

모임인 C40와 지멘스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13년부터 10대 분야에 대해 매년 심사평가해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정책평가 및 시상분야는 ①녹색에너지, 

②건물에너지 효율화, ③지능형 도시인프라, ④

고형폐기물 관리, ⑤재정과 경제개발, ⑥탄소

측정과 계획, ⑦도시교통, ⑧지속가능한 지역사회, 

⑨대기질, ⑩적응과 회복력 10개 분야다.

 이번에 서울시는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수상하는 

것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추진성과를 통해 서울의 

에너지 현황과 생산여건, 시민 참여의 우수사례 

등을 평가한 결과 국제사회의 다른 도시와 견주어 

녹색에너지 분야 태양광 사업이 짧은 시간에 가시

적인 효과를 얻고 있음이 높이 평가됐다.

》  지식정보



- 10 -

C40 개요

∘ 설 립 : 2005년

  ※Ken Livingstone 前 런던 시장 주도하에 C20그룹 

설치, 2007년 C40로 확대

∘ 목 적 :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대도시들의 모임

∘ 의 장 : 에두아르도 파에스(Eduardo Paes) 리우 시장

∘ 조 직 : 총 69개 회원도시(43개 대도시, 22개 

혁신도시 회원)

∘ 주요활동

  - 2년에 한번 도시 시장들을 위한 정상회의 개최, 

도시의 성과 교류

  - 워크숍 및 소규모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기후변화대응 

정책 실무자 교육

  - 도시의 탄소배출 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력 지원

     〔녹색에너지과 (02)2133-3568〕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서울공원’ 준공

 실크로드의 중심도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한국의 전통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한국전통정원 

‘서울정원’이 조성되었다.

 타슈켄트시 서울공원은 8,067㎡의 부지에 한국의 

누대, 서석지, 화계, 전통담장 등 우리나라 전통

정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나무 등 교목 249주, 

무궁화 등 관목 1,344주, 과꽃 등 초화류 5,150본 

등 우리나라 고유수종을 중점으로 식재하고 9. 1(월)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서울공원 조성은 2009년 5월 대통령 방문시 타슈

켄트시에 거주하는 많은 고려인들의 요청으로 

2010년 7월 타슈켄트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

하면서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서울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

하여 우리나라 정원의 전통미를 살린 “서울별서

(別墅)”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2012년 7월에 완료하고, 12월 착공

하여 올 5월에 공사완료하였다. 

  〔공원조성과 (02)2133-2066)〕

한강 교량기초 세굴심도 측정장치 고안

 서울시가 집중호우시 한강 교량들의 교각을 받

치는 교량기초의 흙, 모래 등 퇴적물이 얼마나 

쓸려내려 가는지 측정하는 ‘세굴심도 측정장치’를 

자체 고안했다.

 원리는 교량 상판에서 물속 바닥에 무게 150kg의 

낙하추를 늘어뜨리고 평상시 높이와 하상세굴 현상 

발생시 높이 차이를 모니터를 통해 측정하는 방식

이다.

◎ 하상세굴이란,

   교량의 교각을 지탱하고 있는 강바닥 교량기초

부의 흙, 모래 등 퇴적물이 집중호우가 발생

할 때 급격하고 빠르게 불어난 물로 쓸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한강교량의 경우 암반위에 견고하게 건설되고 

한강의 강폭이 넓고 평소 유량이 많기 때문에 하상

세굴 정도가 크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집중

호우시 발생되는 하상세굴 현상이 교량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서울시는 ‘세굴심도 측정 장치’를 지난 8. 22(금) 

성수대교 교각 8번에 설치, 내년 하반기까지 일 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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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정기적으로 매월 2회 측정하고, 이와 별도로 비가 

많이 내려 팔당댐 최대(3,000㎡/sec이상)방류를 

한 다음날 세굴심도를 측정한다.

 시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강교량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도로시설과 (02)2133-1672〕

전국 최초 ‘피아노선’으로 비둘기 퇴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피아노선을 이용한 조류

피해 방지시설을 개발, 성산1교와 서울역고가에 

시범 설치해 효과를 검증 받았다.

 교량이나 고가 시설물 위에 가느다란 피아노선을 

설치해 비둘기들이 앉으려고 왔다가도 발로 줄을 

잡을 수 없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가는 원리다.

 특히 이번 개발은 성산1교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는 비둘기들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시설물 부식 

등으로 인근 자전거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의 

민원을 고민하던 서울시 직원이 직접 개발한 것

으로 현재 특허청에 특허출원 중에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기존 방지시설의 

단점인 미관 저해, 좁은 공간에서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 조류퇴치 효과 면에서 우수하고, 특히 

비용면에서도 막대침군, 접근방지망, 조류 기피제, 

초음파 방지기 등 기성제품에 비해 약 50% 저렴해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다.

 설치 또한 간단한데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처짐 방지용 조정핸들과 온도변화에 따른 탄성

스프링도 설치해 교체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로시설과 (02)2133-1672〕

 

서울시 아리수 우수정책, 책으로 출간

 서울시 아리수의 우수정책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출간됐다. 서울시는 상수도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

하우를 타 지자체 및 수도 관련 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아리수의 우수 정책을 소개한 「세계 속의 

Arisu 우수정책 History」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1908년 

서울 상수도가 시작된 이래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까지 원

동력이 된 16개의 주요 정책

들을 생산, 공급, 운영관리 

분야로 나누어 상세히 소개

하고 있다.

 특히 정책의 추진 배경에서부터 추진과정, 주요 

내용, 정책실행의 경험 및 문제점 해결의 노하우, 

실행 결과를 비롯하여 타 지자체 및 개발도상국

에서의 적용 가능성까지 기술하고 있는 등 정책

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책은 국내 지방상수도 운영기관 및 수도 관

련 민간기업,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일반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책방을 통

해 서울시내 대형서점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도로관리과 (02)2133-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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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고가, 녹지공간으로 재생 추진

 서울시가 당초 올해 말 철거 예정이었던 서울역 

고가를 ‘사람’ 중심의 녹색 시민 보행공간으로 

재생시키기로 했다.

 ‘70년 준공돼 44년 된 산업화 시대 유산으로서 

도시인프라 이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살리고, 

숭례문, 한양도성, 남산공원, 남대문시장, 舊서울

역사 등 인근의 역사문화유산을 연계하면 걸어서 

즐길 수 있는 시민의 쉼터이자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울역고가 조감도

 시는 폐철로를 도시 랜드마크로 탈바꿈 시킨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를 뛰어 넘는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이라인파크는 지상 9m 높이에 만들어진 2.5km 

길이의 공원으로, 17m 높이에 위치한 서울역 

고가(폭 10.3m, 총연장 938m)와 유사한 여건 

속에서 녹색 공간으로의 변신에 성공한 바 있다.

하이라인파크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철도의 역사와 

생태 환경을 재조성해 공원화했다.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서 2009년 1구간(갠스부르

트가~20번가) 완공 후 뉴욕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11년 20번가~30번가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구간이 완성됐으며, 올해 34번가에 이르는 

마지막 구간 공사가 완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부 취약한 시설물만 최소비용으로 

보수보강하고, 원형구조물은 최대한 보존하는 

가운데 안전, 편의, 경관을 고려한 사람 중심의 

선형 녹지공간으로 재생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가 

상하부엔 공방, 갤러리 등 문화공간, 카페, 키오

스크, 기념품점 등의 상업공간, 대중교통 환승장과 

접한 휴식공간 등 ‘사람과 재생’을 주제로 한 다

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 국제현상 공모를 실시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설계안이 나오면 ‘15년 구체적인 

설계과정을 거쳐 공사에 착수, ’16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0월 중에 서울역 고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오는 

10.12(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서울역 

고가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개방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도로관리과 (02)2133-8154〕

서울시 건설현장 외국어 안전매뉴얼 배포

 서울시는 늘어나는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4개 국어로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건설

현장에 배포한다.

 지난 2월에 안전분야 전문 강사진 및 전문 통역

사와 함께 건설공사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안전매뉴얼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대한 후속 조치이다.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철 공사현장 등 대형공사

장에 근무하는 300명에 가까운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을 보면 ‘14. 8월 현재 베트남(83명), 캄보

디아(82명), 중국(65명), 미얀마(29명), 태국(22명) 

순으로 높았다. 그 중, 중국인은 대부분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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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외국인근로자 안전매뉴얼’은 공사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사장 안전 수칙 등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되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한 포켓북

(수첩) 형태(9×14cm, 100page)로 제작하여 항상 

꺼내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 건설알림이(http://cis.seoul.go.kr) 

사이트에서 전자(PDF)파일 형태로 다운받아 볼 수 

있어 누구나 외국인근로자 교육용 교재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02)772-7163〕

‘서울시 소방행정타운’ 설계 당선작 선정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동 물푸레골(은평뉴타운 

3-1지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 소방행정

타운’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마치고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소방행정타운은 시설이 노후되고 흩어져있는 

서울소방학교 ․ 특수구조단 ․ 소방재난본부 등 

소방기관을 한 자리에 모아 단일 공간 내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 

재난의 전 과정을 연계해 재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된다.

 설계공모 작품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공건축가, 대학교수 등 건축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감사

옴브즈만,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관한 

가운데 9. 19(금) 실시되었다.

 출품된 작품 6편 중 당선작은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자연과 건축, 공생의 어우름, 

공공성과 전문성의 어울림’으로, “대지의 지형

조건에 부합하는 배치계획과 단순 ․ 명료한 동선

체계가 돋보였다”며 “단계별 개발계획의 완결성과 

소방훈련, 교육, 거주, 업무기능의 분리와 연계

성이 좋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서울시 소방행정타운’은 사업규모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2018년까지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등을 이전하고 

특수 재난 전문훈련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소방재난본부 및 종합방재센터를 

건설해 이전할 계획이다.

 2018년 완공 예정인 소방학교는 강의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본관동을 비롯하여 구급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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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훈련타워, 생활관, 후생동으로 소방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중앙훈련타워는 전국 

소방학교 중 가장 높은 규모인 15층 높이로 건립

되며 통합관제실을 두어 소방훈련 전체를 관리 ․ 
감독할 수 있다.

 청소년과 시민들이 각종 극기 훈련을 통해 

담력을 기르고 모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119

챌린지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도 들어선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16〕

제16회 ‘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

 서울시는 최근 새롭게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6회 ‘신기술 소개의 장’을 9월 

24일(수)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지정되어 잘 알려지지 않은 

기계설비, 조경, 건축, 토목 4개 분야 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자의 동영상 및 자료의 자세한 설명

으로 직원들의 신기술에 대한 정보습득과 관심

도를 제고하였다. 

▴ 액압성형된 내부식 이중복합관을 이용한 분할 

클램프 연결공법(제735호)

▴ 격자형 철망 고정틀 내부에 삽입된 식생포대에 

토석을 채워 시공하는 비탈면의 옹벽녹화 및 하천

제방의 호안녹화 조성 기술(제739호)

▴ 고성능 숏크리트에 화학반응 착색제를 이용한 

경관조성물(View Rock) 시공방법(제701호)

▴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

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제734호)

▴ 압축 코일스프링이 장착된 쐐기형 정착체를 이용한 

연암이상 경질암반용 영구앵커공법(제733호)

 아울러 「신기술 적용 활성화 교육」을 병행하여  

신기술 적용 후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이행, 서울

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사항 안내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5〕

‘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1.1% 상승

 국토교통부는 총 1,968개 항목에 대한 ‘14년 하

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8월 29일 공고

하였다. 이번에 공고한 실적공사비의 평균단가는 

’14년 상반기 대비 1.1% 상승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1.0%, 건축․기계설비 공사는 1.3% 상승

하였다.

※ 실적공사비 :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하며 공공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

 한편,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는 0.4% 상승

하였으며, 노임지수는 1.2% 상승하고 토목 ․ 건축

부문 공사비지수가 1.1% 상승함에 따라 실적공사

비는 1.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과 부합

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2회(2, 8월) 갱신 ․ 공고하고 있으며, 금회

에는 기존의 1,961개 항목 외에 건축공사의 시스템

동바리 및 고름 모르타르 등 7개 항목을 신규로 

지정하여 실적공사비 전환항목은 총 1,968개 항목

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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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공고된 ‘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

사비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련,예규,고시)에서 열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는 ‘13년 6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며 공공

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하고 10월 1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적공사비 제도 명칭 변경 및 산정기준 개선

(안 제9조제3호)

  -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는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어 “시장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

토록 개선하고 그 명칭도 개선되는 내용에 

맞추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함

② 과징금 부과요건 정비(안 제76조의2)

  - ‘13년 6월부터 부정당업자의 행위가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

으나, 그 적용대상이 천재지변 또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에 기인한 경우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단순 경과실 행위나 

재발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

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개선함

③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신설

(안 제106조의2 신설)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탈락자 

중 우수설계 또는 우수대안제시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기술제안

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은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서도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수

기술제안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를 마련함

④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안 제

110조)

  -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13년 6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도입

하였으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이 

협소하여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사항도 동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을 확대함

<시행규칙>

① 실적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안 제5조제2항)

  -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시장

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단가 이

외에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도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개선함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비(안 제70조제1항)

  -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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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집행에 혼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규칙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되도록 정비함

③ 물품 제조·구매계약 등에 대한 지체상금률 개선

(안 제75조)

  - 현행 시행규칙은 계약의 유형에 따라 지체

상금률을, 공사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1, 물품 

제조·구매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1.5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에도 

공사와 유사하게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사와 동일한 지체상금률을 적용

토록 개선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지역 지반에 동공이 발생

하고 이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누수 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을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

인력 자격기준 및 장비보유기준의 일부 과도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28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사항 항목 신설(영 제12조제1항)

  - 중대한 결함 항목에 지반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인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누수 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를 포함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조정

(영 별표3)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중급기술자) 특정분야에 대한 ‘기사’ 자격으로 

제한을 두던 항목을 삭제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필수 보유 장비 축소(규칙 별표1)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장비 중 현재 유사 기능 장비가 시중에 많이 

보급되어 안전점검 및 진단 수행 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항목인 ‘비디오카메라’를 삭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

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턴키비리 방지를 통한 공정․투명한 턴키심의제도 

정립과 건설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등 성능향상을 

위해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검토(설계VE)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설계의 품질을 제고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진

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1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① 건설기준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업무에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 ․ 자문 업무를 추가

  - 기준센터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 기준센터는 정보화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기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기준센터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건설

기준의 구성체계 및 상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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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

하여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② 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관리규정 신설

(안 제65조의3)

  - 기준센터는 출연금 출연요구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기준센터의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③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시행령 별표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④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안 제75조제1항)

  -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기본

설계 ․ 실시설계 뿐만 아니라 시공 중에도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⑤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범위 확대(안 제

57조)

  - 설계의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실시설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의무화

⑥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5조, 안 제116조)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건설

기준으로 용어 변경

  -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조정

(안 시행령 별표1)

    •자연 토양환경분야를 ‘자연환경’과 ‘토양

환경’으로 세분화

<시행규칙>

①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신설(안 제37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가기준센터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 건설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준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기준센터에 통보하도록 함

②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

37조의2, 안 제37조의3)

  -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을 건설기준

으로 변경

③ 기준센터의 운영 등 신설(안 제38조)

  - 기준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기준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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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차 양평1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탈취설비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악취 

물질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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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계측설비 운영에 의한 

본 시설의 설치 전후대비 연간 삭감부하량 데

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용이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

○ 하천제방에 인접하여 시공할 경우 하천홍수위시 

발생할 수 있는 PIPING현상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을 계획에 반영

○ 공사 중 유수지 면적이 축소된다면 호우시에 

주변지역 침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대처방안 

등, 본 사업수행시 예상되는 위험도 분석이 

요구

○ 지역특성상 강우 유출수 내에 미생물의 활성을 

저해하는 중금속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처리효율이 

낮아질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

○ CSOs 처리시설의 대안별 구조물 및 공사비 

제시와 함께 처리 대안별 톤당 운영비도 제시

■ 제86차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강남지역) 

기본설계심의

○ 연결램프 등 주요 구조물 기초부 지장물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시추, 줄파기 등)를 시행

○ 조사 결과 기본설계 교각 기초위치 등에 대한 

변경이 발생될 경우 기본설계를 보완하여 재심

의를 득한 후 실시설계를 추진

○ 램프 F2교는 향후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폭원보다 확대 필요

○ 기존 램프 교각 위치와 신설교각설치 위치 

및 교량형식이 상이하여 상대처짐이 크게 발생

되므로 신설교량접속구간은 교각위치가 기존

교각과 동일하게 선형계획 및 형식 검토 필요

■ 제87차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사업 실시설계심의

○ 계획상 해결이 가능하다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기둥을 지하에서 살려 전이기둥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

○ 지하1층 하역장(⑤-⑦*ⓓ-ⓕ)에서 하역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지하2층에서 올라오는 차량

과의 간섭이 예상되니 올라오는 경사로를 후퇴

하는 것으로 검토

○ B1 하역장 폭 확장 : 양쪽 데크보다 후면 

데크의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후면 데크의 폭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강관 버팀보 공법과 일반 STRUT(H-BEAM)

공법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에 

대한 비교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나(토목_흙

막이 설계보고서-7p) 경제성에 대해서 당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수록하여 경제성을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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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긴장 강연선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비내진 접합부 일체형 공법(제736호)

(보호기간 :  2014. 7. 25. ～ 2019. 7. 2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2～3층이 한절로 구성된 PC기둥과 연속되는 U자형의 Half PC보의 접합을 위하여 기둥 접합면 

상부에는 개구부(opening)를 설치하여 철근을 관통·배근하고, 하부에는 설치된 관통홀에 비긴장  

 강연선을 배근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비내진 접합부 일체형 

공법을 신기술 범위로 한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적용 가능한 PC공법으로, 수직철근이 노출되지 않은 PC

기둥과 Half PC보의 접합을 기둥 접합부에 형성된 관통 홀에 인장을 가하지 않은 강연선을 관통

시킴으로써, 접합부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시공성을 증대시킨 공법이다.

      비긴장 강연선을 관통 배근하는 보-기둥 시스템의 특징은, U자형 단부형상을 갖는 Half PC보와 

PC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가 접합되는 PC기둥면 상하부에 미리 관통 홀을 설치하여 

철근과 비긴장 강연선을 배근한다. PC기둥은 2개층의 기둥이 연속하는 1절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

의 접합부는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피복되어 있으며 기둥의 표면보다 50㎜ 안으로 

셋백된 상태로 제작된다. 셋백된 중앙 접합부는 상부 오프닝 1개소, 하부 2개의 관통 홀이 있어 

철근과 강연선을 연속으로 배근함으로써, 상부 주근의 일체성 확보뿐만 아니라 하부도 강연선에 

의해 마주보는 보와 일체성을 확보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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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앙부 기둥단면 (b) 접합부 철근 관통 평면

신기술의 PC보-기둥 접합부 상세도면 

     이 신기술은 기존 PC공법에 비해 접합부 보 상하부 연속배근이 가능하여 일체성이 증가하며, 

기둥 내 단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거치대를 형성하여 시공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또한 불필요한 공정을 제거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강연선을 도입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경제성에 있어서도 기존 PC대비 동등 또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 체 성 안 전 성
Ÿ 접합부에서 보 상하부 연속배근 가능
Ÿ 보-기둥 접합부의 일체화 가능

Ÿ half-PC보의 안전한 거치를 위해 헌치 도입
Ÿ 기둥 내 단면손실 최소화

시 공 성 경 제 성

Ÿ 보-기둥 접합 시 별도의 내장철물 불필요
Ÿ 수급이 보편화된 철근과 강연선 사용

Ÿ 2개층 동시시공 가능
Ÿ 공기단축으로 인한 간접비용 절감가능

신기술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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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신기술의 시공순서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지하주차장 면적)
비고

1 마천지구 에스에이치공사 신창건설 ‘09.09 8×8(m)모듈 3개 시험시공

2 신내3지구 1단지 에스에이치공사 한신공영 ‘10.12.15∼’13.12.31 1,402세대

본시공

3 신내3지구 2단지 에스에이치공사 태영건설 ‘10.12.30∼’13.11.14 1,896세대

4 마곡4단지 에스에이치공사 경남기업 ‘11.09.21∼’14.05.24 464세대

5 마곡6단지 에스에이치공사 경남기업 ‘11.09.21∼’14.05.14 1,466세대

6 내곡3단지 에스에이치공사 한신공영 ‘12.01.06∼’14.05.29 482세대

7 내곡5단지 에스에이치공사 한신공영 ‘12.01.06∼’14.04.11 547세대

8 내곡7단지 에스에이치공사 한신공영 ‘12.01.06∼’13.09.11 311세대

9 세곡2지구 1단지 에스에이치공사 태영건설 ‘12.02.27∼’14.07.07 78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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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현장타설 콘크리트공법은 보편화된 공법이나 거푸집과 동바리 안전사고의 재해율이 비교적 높고, 

균열제어가 까다로워 품질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와 인력공급 차질로 인한 공기의 증가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건설자재를 규격화 ․ 표준화하여 조립하는 건설방법인 복합화 공법이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신기술은 시공성과 구조 안전성이 개선된 복합화 공법으로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대형구조물의 현장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PC 보-기둥 접합부에 긴장을 가하지 않은 강연선을 이용한 시공방법에 관한 것

으로서, 단면손실을 최소화한 다층의 기둥을 제작하여 시공성을 개선시켜 PC의 장점인 공기단축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안전성, 시공성에서 타 공법 대비 우수한 공법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향상된 안전성, 시공성 및 기존 재래식 RC공법 대비 우수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현장 적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밖에 물류창고, 판매시설, 경기장 

등의 장스팬, 대형구조물에서 철골조를 대체하는 공법으로서 활용 전망이 매우 밝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이 신기술은 기존 PC공법의 복잡한 접합부 시공방법을 개선한 공법으로, 기존 PC공법과 비교

하여 설계 단가 및 설치 단가는 동일한 수준이다. 

검토면적 : 128㎡ 기준 

품명 기존 RC공법 신기술 공법 비고(절감율)

직접
공사비 

PC공사비 - 33,599,888
현장시공 공사비 40,428,621 8,762,483

계 40,428,621 42,362,371

간접공사비 계 18,069,901 14,578,428

총원가 58,498,522 56,940,799

증감율 (%) -1,557,72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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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기간

      지하주차장 골조공사를 현장타설로 시공하는 것과 다르게,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제작한 구조 

부재를 현장에서 간단히 조립하는 공법으로 ‘철근배근’, ‘거푸집설치 및 해체’, ‘콘크리트 양생’ 

등의 작업은 대폭 감소하거나 생략된다. 뿐만 아니라 층단위 작업에서 탈피하여 ‘2개층 1절’ 또는 

‘3개층 1절’로 제작되는 기둥으로 인해 지하 1층과 2층(또는 3층)을 동시에 시공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이와 같이 공사의 단순화와 동시시공의 효율성으로 인해 이 신공법은 기존 재래식 공법에 

비해 공기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기존 PC공법 대비 접합부에서 진동과 충격에도 강하고 단부에서 균열발생 확률이 

작으므로 기존에 소요되던 민원처리 및 하자소송 비용과 시간적 낭비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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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부재는 가설구조물이 최소화되고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조립만 진행하게 되므로 비산 먼지, 

소음 및 진동, 폐기물 등이 현저히 줄어들어 현장 환경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어 민원문제와 이로 

인한 비생산적 시간의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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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정착 앵커 공법 (EJP 공법)

(제737호)

(보호기간 :  2014. 7. 29. ～ 2019. 7. 2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1단계로 록커블럭이 확장되고, 인장재를 긴장함에 따라 록커블럭이 

이동블럭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2단계로 확장되어 천공홀 주변에 압력을 가하면서 밀착되는 

확장형 앵커체를 정착한 후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연암이상의 강도를 갖는 앵커 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인장재 선단에 장착된 확장형 앵커체를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천공홀에 밀착

시킨 후 인장재를 긴장하여 천공홀 주변 암반에 압력을 가하면서 정착시켜 초기 인발저항력을 

확보한 다음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것으로, 2단계로 작동되는 확장형 앵커체가 초기 슬립을 방지

하고, 지반 천공홀 내에 인발력에 상응하는 확장압이 작용되어 정착됨으로써 인장재에 긴장력이 

유지되어 불안정한 사면활동 외측에서 저항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무그라우팅 상태

에서 초기 인발성능을 확보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앵커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구성

      EJP 앵커는 천공홀과 밀착되어 인발에 저항하는 주요 요소인 록커블럭과 록커블럭의 위치를 

고정하는 고정블럭, 고정블럭 내부에 삽입되어 록커블럭을 확장시키는 이동블럭, PC 강연선 단부를 

고정하는 견인블럭, 견인블럭의 변위를 이동블럭에 전달시켜주는 캡커플링, 탄성력에 의해 1차 

확장시키는 코일스프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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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앵커체 삽입
2.잠금핀 제거 
(1단계 확장)

3.앵커체 인장
(2단계 확장)

4.그라우트/양생 완료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비고

1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공사 

8공구
한국도로공사

동양건설
산업

2013년 10월1일
~10월15일

사면보강
앵커 20공

시공사
확인

2
울산혁신도시내 C-1BL 북측 

사면붕괴복구공사
LH공사

아이에스
동서

2013년
03월1일
~06월1일

사면보강 앵커
656공

시공사
확인

  나. 향후 활용전망

부력앵커 교량 앵커리지 흙막이 가시설 사면보강용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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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마찰형 및 지압형 앵커공법은 그라우트재를 통해 천공홀과 마찰저항에 의해 인발저항을 

하거나, 확공하여 확공된 일부 면적에 하중이 재하되는 형태로 인발력에 저항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라우트재의 경화 후 인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신기술은 확장형 앵커체의 기계적 마찰력에 의해 

인발력에 저항하기 때문에 그라우트재의 주입 및 양생기간에 관계없이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어 공사기간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기존의 앵커는 그라우트를 매개로 하여 인발저항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라우트 양생기간에 따른 

공사기간이 증가하고 시공 완료 후 그라우트의 불량으로 인한 인발저항력 감소로 사면 및 흙막이 

벽체의 붕괴 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신기술은 그라우트를 매개로 하지 않고 앵커체와 주변지반의 직접 마찰로 인발저항력을 발휘

하여 그라우트를 주입하기 전 상태에서 인장재의 긴장작업이 가능하여 급속 시공이 가능하므로 

사면 및 흙막이 벽체의 붕괴와 같은 응급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여 관련시장에

서의 활용전망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구 분 신기술의 특징

안정성
￭ 앵커체가 2단계로 확장되면서 천공홀에 밀착되어 기계적 정착력 형성
￭ 그라우트재의 주입으로 영구 정착력 형성
￭ 기계적 2단 정착 및 그라우트에 의한 마찰정착으로 인장하중 극대화, 견고한 정착력 유지

시공성
￭ 확공없이 천공으로 앵커체를 삽입하고 2단계 기계적 정착력으로 시공단계 정착력 확보
￭ 그라우트재의 경화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다음 시공단계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음
￭ 복합적 저항으로 천공 및 정착길이 최소화, 자재물량 감소, 천공깊이 감소

경제성
￭ 확장형 앵커체를 통한 정착장 길이 감소, 그라우트 감소
￭ 그라우트 양생시간을 배제한 신속시공
￭ 시공편의 및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경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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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공법별
단
위

수 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EJP공법 　 　 　 695,680,945 　 242,037,722 　 19,597,640 　 957,316,307

장비조립,해체 회 1 75,936 75,936 530,120 530,120 82,896 82,896 688,952 688,952

천  공(토사) m 2619 5 13,095 12,459 32,630,121 1,116 2,922,804 13,580 35,566,020

천   공(연암) m 9571 7,139 68,327,369 14,611 139,841,881 1,564 14,969,044 23,314 223,138,294

Casing 설치 m 2619 12,051 31,561,569 　 　 　 　 12,051 31,561,569

앵커제작
(12.7mmx4ea) m 8785 43,000 377,755,000 　 0 　 　 43,000 377,755,000

앵커제작
(12.7mmx6ea) m 3440 43,000 147,920,000 　 0 　 　 43,000 147,920,000

인장작업
(12.7mmx4ea) 공 403 43,331 17,462,393 41,760 16,829,280 1,136 457,808 86,227 34,749,481

인장작업
(12.7mmx6ea) 공 253 51,331 12,986,743 41,760 10,565,280 1,136 287,408 94,227 23,839,431

그라우팅 m 12190 2,036 24,818,840 3,416 41,641,040 72 877,680 5,524 67,337,560

지압판 설치 개
소 656 22,500 14,760,000 　 　 　 　 22,500 14,760,000

    (2) 공사비

구분
마찰형 앵커 지압형 앵커

신기술
인장형 압축형 확공형 쐐기형

재료비
360,948,475 1,067,308,975 998,848,975 901,048,975 602,187,530

59.9% 177.2% 165.8% 149.6% 100%

노무비
747,986,947 747,986,947 747,986,947 747,986,947 770,220,990

97.1% 97.1% 97.1% 97.1% 100%

경비
252,824,872 313,289,331 307,429,155 299,057,475 265,192,194

95.3% 118.1% 115.9% 112.7% 100%

순공사비
1,361,760,294 2,128,585,253 2,054,265,077 1,948,093,397 1,637,600,714

83.1% 129.9% 125.4% 118.9% 100%

    (3)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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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관리비

     기존 앵커는 대부분 천공홀에 앵커를 삽입하고 그라우트한 정착장의 마찰력으로 인장력을 확보

하기 때문에 그라우트의 양생으로 인한 구체의 축소현상과 반복적인 하중, 발파의 진동 등으로 

마찰력의 손실이 발생하여 굴착 배면의 변위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

기술은 앵커 선단에 확장형 앵커체를 장착하여 인장재에 인장력을 재하하면 할수록 확장장치가 

더욱 확장되어 천공홀 주변에 밀착되는 시스템을 갖기 때문에 인장력이 증가할수록 천공홀과의 

마찰력이 증대된다. 따라서, 변위발생이 작고, 안정적인 인발력이 유지되므로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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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앵커는 어스앵커 시공시 천공홀의 확공, 정착장 길이 및 공사기간 증대는 경제성 결여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장비운용 증대로 인한 탄소배출의 증대로 연결된다.

     이 신기술은 확장형 앵커체를 통한 정착장 길이 감소, 그라우트량 감소로 탄소배출 감소로 환경

부하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경험위주의 산업으로 선행경험의 중요성이 큰 산업 중 하나이다. 선행경험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다. 이 신기술은 기존 앵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한 기술로서 사면보강 분야에서 그 적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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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교통국의 사고다발지역 

선정 방법론 소개  

 캘리포니아 교통국(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Caltrans)은 안전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식별해내기 위해, 관할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관측은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새크라멘토에 

위치하고 있는 Caltrans의 본부에서 이루어지며, 

관측을 통하여 검지된 지점들의 리스트는 주기적

으로 12개 관할권역(District)에 통보된다. 그리고 

각 권역에 있는 안전관련 엔지니어들이 검지된 

지점들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사고를 유발할 

만한 원인이 있는지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개선책을 추천한다. 전체적인 관리와 진행은 

State Highway Operation Protection Program 

(SHOPP)의 주정부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이 되며, 

2014년부터 향후 5년 동안 72억 달러의 자금이 

SHOPP에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Caltrans가 관할 내 도로의 교통

사고를 관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관측 시 겪게 되는 문제들을 통해 시사점을 이야기

한다. 

사고 데이터 

 사고다발지역의 검지는 사고자료로부터 시작한다. 

캘리포니아에는 TASAS(Traffic Accident Surveillance 

and Analysis System)와 SWITRS (Statewide 

Integrated Traffic Records System)라는 두 개의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TASAS는 Caltrans에서, SWITRS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 이하 

CHP)에서 각각 운용한다. 캘리포니아 주가 관리

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포함하는 Ca 

ltrans의 TASAS와는 달리 CHP의 SWIRTS는 지

역 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포함하고 있

다. 이론적으로는 TASAS가 SWIRTS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지만, 두 데이터베이스간 차이가 종종 

보고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고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 과정 때문이다. 

 고속도로(Freeway)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CHP와 

Caltrans의 담당자들이 사고 현장에 파견된다. 

각 담당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CHP 측은 사고를 

겪은 당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고가 

야기된 과정을 기록하며, Caltrans 측은 사고발생

지점의 물리적 환경을 기록한다. 이때 만들어진 

교통사고 보고서에 근거하여 Caltrans 본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개략적인 위치를 일일이 사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이렇게 사람이 직접 

사고위치를 입력하는 과정을 GPS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이 현재 개발, 시험 중에 

있다.   

안전 개선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선정 

 고속도로와 같은 연속류 도로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서 Caltrans는 SMW(Sliding 

Moving Window) 방법론을 사용한다. Caltrans가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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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SMW 방법은 다음 그림의 (a)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0.2마일 길이의 구간(Window)

에서 관측되는 사고빈도를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 SPF)를 통해서 결정된 

참조값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안전성능함수란 교통사고와 설명변수들 사이에 

관측된 수학적 관계를 설명하는 함수이며 안전

성능함수 그래프의 X축은 연평균 일 교통량

(Average Annual Daily Traffic, AADT), Y축은 

교통사고 빈도를 나타낸다. 안전성능함수에 들어

가는 파라미터 값은 보편적으로 포아송 회귀분석

이나 음이항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산정하지만, 

실제로 사고를 야기시키는 모든 인자들을 안전

성능함수에 포함시키기는 비용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효과적인 안전성능함수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Caltrans에서는 구간 사이의 교통사고 빈도가 

안전성능함수의 참조값보다 작으면, 다음 그림의 

(b), (c)와 같이 분석구간을 0.02마일만큼 이동

시킨 뒤에 다시 같은 형식으로 분석을 반복한다. 

반면에 분석 중 어떤 구간의 교통사고 빈도가 

안전성능함수의 참조값보다 크다면 그 지역은 사고

다발지역(High Collision Concentration Locations, 

HCCL)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해 두고, 

이러한 구간들을 안전관련 엔지니어들을 통한 

실사를 위해 리스트에 기록하게 된다. 이 리스트는 

도로의 상태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된다. 도로가 

마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들만을 가지고 검지된 

구간은 일년에 4번 각 권역으로 통보되고, 젖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가지고 검지된 사고

다발지역의 리스트는 일년에 한번만 보내게 된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식별된 지역들은 왜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밝히기 

위해 교통안전 분야의 엔지니어들에 의해 현장

조사를 받게 된다. 안전조사관들은 해당 장소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대한 해결책들이 모아지면, 주어진 예산하

에서 각 대안들의 편익-비용분석 비율의 기대값에 

근거하여 자금이 할당된다. 사고다발지역이 실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없을 경우, 이 지역은 ‘False 

Positive 지역(사고다발지역이 아닌데 사고다발

지역으로 식별된 지역)’으로 간주된다. 

시사점 

 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도로상에서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고다발지역 선정 방법론이 필요하다. 또한 인명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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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사고만을 통해서 사고다발지역을 선정하는 

사후 대응적인(reactive) 방법뿐만 아니라 사전에 

한 구간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패턴을 보고, 그 

사고 숫자가 더 높아지기 전에 미리 사고다발지역이 

될 만한 지역을 찾아내는 예방적인(proactive) 

방법도 필요하다. 현재 Caltrans를 비롯한 주정부

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고다발지역 선정방법은 

사후 대응적인 방법들이고, 그 또한 주마다 제각각

인 상태이다. 

 Caltrans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고다발

지역 검지방법과 식별된 잠재적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많은 지역이 더욱 안전하게 

되었지만, 현재의 방법론은 사고다발지역 식별 

오인율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오인율이 높은 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먼저, 안전성능함수의 파라미터를 산정함에 있어 

포아송이나 음이항같은 일반화된 선형회귀분석 

방법에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한다. 최대우도법은 사고가 독립적

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상관성이 있다면 왜곡이 발생하고 이는 오인율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주게 된다. 

 도로의 구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오인율이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도로 네트워크

라도 정부가 그 도로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그 네트워크에 필요한 안전성능함수의 수도 달라

지고, 분석하는 구간의 길이를 어떻게 정하느냐

에 따라 오인율의 정도가 다르다. 

 현재 Caltrans가 사용하고 있는 0.2마일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없으며, 1973년부터 경험적으로 

정해진 길이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안전성능

함수의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주마다 파라미터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그대로 적용

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사고다발지역을 제대로 식별하기 위해

서는 먼저 정부가 사고자료를 공개하여 활발한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안전성능

함수와 네트워크 스크리닝 기법(Network 

Screening Method)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고다발지역 

검지방법과 안전검사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전체적인 체계는 도입할만하나, 그 안에 들어가는 

안전성능함수와 네트워크 스크리닝 기법은 국내 

사고자료를 활발히 연구한 후 결정하는 것이 성공

적인 사고다발지역 선정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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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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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양평1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CSOs저류조 46,000㎡ 설치

31,517

(1,654)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

심의

86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

개선(강남지역) 기본 및 실시

설계(올림픽대교 남단)

․ 램프시설 2개소(L=1,383m/600m)

․ 램프이설 4개소(L =499m / 667m, 

325m / 96m)

․ 본선선형변경 :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L=1.5km, 

 김포 L=1.46km

․ 구조물 : 교량4개소 / 953.6m

47,500

(780)

조건부

채택
토목

87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사업 

설계용역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 총면적 : 16,529.57㎡

․ 용  도 :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44,909

(1,599)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

안전

진단

심의

88
동작대교(도로교, 철도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폭 6~33.5m, 연장 6,691m

 (STB,SPG,RC슬래브, 아치, 

플레이트거더 등)

(763)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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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4. 9.

건     축 창신동 도시형생활주택설계용역 등 16건 3,620 3,588

교 통
버스전용차로 운영진단 및 종합계획 
기본설계용역 등 2건

333 315

기 계 설 비 기계분야(공조환기) 진단평가용역 142 113

도 로
올림픽대교 남단 연결램프 구조개선 건설사업
관리(설계감리)

165 165

도 시 계 획
북한산 고도지구 도시재생종합계획수립 등 
3건

1,496 1,336

상 하 수 도 
북가좌2동 저지대 침수해소 실시설계용역 
등 8건

1,068 904

소 방
위례지구A-10블럭 아파트 소방공사 
감리용역

650 581

전 기 통 신
고덕기지 및 도봉기지 전기실 변압기 
용량증설 설계용역 등 3건

22 22

정 밀 진 단
도시철도6호선 공덕~월곡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10건

8,270 7,060

기 타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피해저감시스템 
구측(4단계)

1,410 1,361

조 경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등 4건

172 129

 계 50건 17,348 15,57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9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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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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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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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 용어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특정사업에 대하여 공동

으로 사업비를 출자하고 그 사업을 위한 특수법인 

(Special Project Company)을 설립하여 사업에 

자본을 투자 ․ 건설하고 운영수입을 통한 이익배당

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ㅇ 민간투자사업의 분류 

-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

토록 하는 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

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2005년 도입) 

-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양도)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