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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건설공사는 물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서 방수공사는 중점품질관리

대상의 하나로 지정되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방수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세밀하게 계획 관리되고 있다.

 일전에 준공 즈음의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보니 지상 건물은 외관으로만 보면 흠잡을 수 없게 미려

하고 견고하며 장엄하기조차 했다. 그런데 막상 지하로 내려가 보니 일부에서 벽면과 천정을 타고 흐르는 

축축한 기운이 엄습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와 관련서류 및 시공방법 등을 되짚어 보며 문제의 근본 

원인과 이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느라 오래 고심한 적이 있었다. 방수공사의 흠은 사용자에게 시간적 

공간적 불편은 물론 시공사에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시공 및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기존의 방수공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환경을 고려한 방수공법의 예를 들어 개선방안을 고찰 해 

보기로 한다.

 

2.  전통적인 방수시공의 취약점

 1) 시멘트 액체방수시공은 신장률이 없어 방수시공 후 구조체의 균열이 진행된 경우 방수성능이 없다.

 2) 도막방수시공은 도막두께가 균등하지 않고 방수층 파단 및 부풂 현상이 발생한다.

 3) 시트방수는 균열대응에 미흡하여 이음부 하자가 우려되고 누수부위 확인 및 보수가 어렵다. 

 4) 복합방수공법 시공은 비싸고 작업이 복잡하며 석유화학자재로서 경화현상에 의한 균열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경험된 방수공법의 원초적인 문제점은 위에서 열거된 전통적인 취약점은 물론 모체 특히 

바탕구조물 자체의 수밀성 부족 및 균열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수공사를 시공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으로 사용자에게 시간적·공간적 제약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10월 20일 시코쿠 마츠야마에서 개최된 ‘제44회 한·일기술사 국제 컨퍼런스

(conference)’에서 발표된 ‘WPS 복합방수(WPS Composite Waterproofing Method) 사례연구’의 재조명을 

통해 이 공법의 물리 화학적 특성 및 재료, 시공에 관해 검토함으로써 방수공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고 인체 유해성을 최소화하며 친환경적인 특성, 미래 지향성 및 현실 적용성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친환경적 방수공법에 대한 고찰

   박 태 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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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PS 복합방수의 구성 및 특징

 WPS 방수공법은 자착식으로 <사진 1>과 같이 비노출방식과 노출방식이 있다. 

  (a) 주원료는 부틸고무(Butyl Rubber)에 폴리부텐(Polybutene), 흑카본, 쿠마론, 탄소섬유 실(Sill) 등을 

첨가한 것으로, 접착력, 내열성, 신장율을 개선한 비노출 방식이다. 

  (b)는 (a)에 알루미늄필름(Aluminium Film), 불소 도장, 페트(PET) 등을 합체하여 만든 노출방식이다.

  

(a) 비노출 자착식 방수시트 (b) 노출 자착식 방수 시트

<사진 1> WPS 복합방수 시트 구성도

 3.1 복합방수공법의 재료적 특징

 (1) 비가황 부틸고무(Butyl Rubber)1)의 친환경적인 특성

  비가황 부틸고무(Butyl Rubber)는 자착식 방수 시트의 주 방수층을 구성하는 재료이다. 일반 석유화학 

제품은 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 부틸고무는 천연고무 성분을 분석해 만든 친환경 제품으로 환경부 

기능인증(수도용 친환경시험)에 통과했다.  재료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부틸고무는 오존, 묽은 천연 산, 알칼리에 침식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고무 고유의 신축성과 점착성을 

갖는 연질형의 끈적이는 성질이 있어 콘크리트 바탕과의 접착 시 접착제 및 열풍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부착이 가능하며<사진 2>, 구조물의 수축, 팽창 거동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표 1> 부틸고무의 재료적 특성

구 분 물리적  성질

기계적 · 물리적 특성 비중 : 0.92, 흡수성 없음, 내수성 우수

온도 · 열 특성 내열, 내한성(-30 ~ 150℃) 우수

전기특성 고주파 절연성 우수

화학특성 내오존성, 적외선 및 내화학 약품성 대응 우수

<사진 2> 바탕콘크리트와 부틸고무의 긴밀한 부착특성

1) 부틸고무(천연고무)에 알루미늄 필름을 부착한 방수 시트로서 인체에 무해한 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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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재 자체의 강력한 접착력 구조제와 시트의 밀착 접착으로 들뜸 에어포켓 등이 없다

이음새(overlap) 부위의 일체화 열융착기 사용이나 토치가열 불필요, 이음새 겹침 부위 최소화

신장율 540%의 거동 대응력
구조체 거동시 신축성이 높아 유연하게 흡수된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 중 동아건설에서 수로관 연결 부위에 사용

외부 신장에 대한  우수한 원상 회복력

-20˚C ~ 60˚C 범위에서 제품특성을 유지하는 내한성 및 내구성

시공단계의 축소로 공기단축

원가경쟁력 보호재가 필요없고 단순 시공으로 공사비가 절감되며 사용과정 중 유지관리가 용이

수도용 자재로 적합 수도법 및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에 의거한 위생안전기준 합격제품

     

(2) 폴리부텐 (Polybutene)

 폴리부텐은 부틸고무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혼합 첨가제이다. 폴리부텐은 부틸고무에 저온 

유연성 등의 내한성을 유지시켜 –30℃ 이하 저온에서의 부러짐을 방지하고, 바탕체와의 접착성을 갖도록 

한다. 또한 폴리부텐은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고, 화학적으로 안정되며, 열이나 자외선에 변화가 

적다. 

(3) 쿠마론(Coumarone)

 벤조퓨란 이라고도 하며(화학식 C8H6O), 방향성을 가지는 무색 액체로 분자량 118.14, 녹는점 －18℃, 

끓는점 174℃, 비중 1.0913이다. 물에는 녹지 않지만 여러 유기용매에는 녹는다. 쿠마론 및 인덴을 함유

하는 타르 유분을 정제하여 중합시키면 쿠마론수지 또는 쿠마론인덴 수지(인덴쿠마론 수지)라고 하는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얻는다.

(4) WPS 복합방수의 특장점

 WPS 공법의 특장점은 <표 2>와 같다.

<표 2> WPS 복합방수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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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출형 (1 Roll) 비노출 건축용(1 Roll) 비노출 토목용(1 Roll)

두께 1.2T 1.2T 1.5T, 2.0T

길이(W x L) 1.0m x 10.0m 1.0m x 10.0m 1.0m x 10.0m

3.2 고무 아스팔트시트와 부틸고무의 비교

 KSF4934(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기준에 의거 WPS의 시험값은 <표 3>과 같다

<표 3> 고무 아스팔트 시트(KSF4934)와 WPS 부틸고무 시트 비교

 WPS 복합방수 자재의 규격은 <표 4> 와 같다.

<표 4> WPS 복합방수 자재 규격

4. 시공방법 및 시공사진

 시공방법 순서는 다음 <사진 3>과 같다.

1) 프라이머(Primer) 도포

  - 도포량은 0.3kg/㎡으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모체의 수분 함유량이 많은 경우에 시공해야만 할 경우는 습윤용 프라이머를 

반드시 사용한다．

2) WPS 복합방수 시트 시공   

  - 복합방수시트 부착은 시트와 바닥 접착면의 크기에 비례하여 접착강도가 증가되므로 평활한 시트

자체의 접착성을 이용하여 공극이 없도록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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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S 복합방수 시트의 겹치는 부위는 5cm이상 되도록 한다.

  - 벽체와 바닥 이음부 25㎝이상 확보해야 한다.

3) 적용범위

 ① 노출방수<사진 3>

   a) 건축구조물 : 노출옥상방수, 노출트렌치 

   b) 공장 : 샌드위치 판넬 지붕      

   c) 상하수도 : 저수조, 침수조, 물탱크 등 

 ②　비노출방수<사진 3> 

   a) 건축구조물 :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옥상, 공동구, 신축이음(expansion joint) 방수

   b) 토목구조물 : 지하차도, 터널, 통로암거, 통신구, 지하철 방수구간

   c) 관로공사 : 상하수도관, 통신관로 공사 등

기존옥상보수: 프라이머 도포 WPS 복합방수 시트 작업중(노출) WPS 복합방수 시트 시공 완료

신축: 프라이머 도포후 WPS 복합방수  WPS 복합방수 시트 시공 완료  누름 콘크리트 타설(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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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복합방수 생태 터널 복합방수 합벽구간 역방수

<사진 3> WPS 복합방수(노출 및 비노출)

기존도로 아스콘  연삭 표면청소 프라이머 도표

WPS 복합방수 시트 시공 아스콘 포장 1차선 포장후 통행모습

                                   <사진 4> 교량과 포장체 사이 방수

5. 결론

 WPS 복합방수 공법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했다.

1) 재료적 특성은 부틸고무(Butyl Rubber)가 주성분이며, 친환경 재료이다.

2) 기존 아스팔트계열 자착식 시트는 열융착(열풍기)이 필요하다. WPS 복합방수 공법은 상온에서 콘크

리트 바탕위에 직접 접착 시공하여 열기구가 필요 없다. 

3) 기온변화 및 바탕구조물의 거동에 유연하다.

4) 도막방수 공사기간은 교면방수<사진 4> 공사 시 2~3일이 소요된다. WPS 복합방수시트 공사기간은 

아스콘연삭 – 청소 – 프라이머도포 – WPS 시트 시공 – 아스콘 포설 공정으로 1일이 소요 된다. 따라서 

교통통제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5) 수도용으로 가능하다.(수도법 및 환경부고시 제2009-59호에 의거 위생안전기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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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부 방수공법시공에 유효하며 내약품성이 있어 정화조시공에 적합하다.

7) 사용단계에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며 곡면부의 시공성이 우수하다. 시공공정을 2단계 축소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며 공사비가 타 공법에 비해 30% 절감된다. 

8) 문제점은 비노출 작업 시 롤과 롤의 사이의 겹침 이음을 5㎝ 확보해야 하나 이를 균일하게 확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누수 우려가 있으며 기능공의 숙련도가 영향을 미친다.

9) 시공실적은 한국도로공사, LH공사, 호남고속철도, 국토유지관리청, 지하철공사, YTN 방송국 등 약 

250건이며, 하자보수기간은 공법의 종류에 따라 5~10년이다.  

 위와 같이 한·일기술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첨단 기술내용을 발표할 때 일본 기술사들의 이목

을 끌었던 부틸 주성분인 복합방수 공법을 되새겨 보면, 작업의 단순화와 공사기간 축소가 주요 포인트

였다. 재료비와 공사비를 조합해 비용면에서 경제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도 관심 중의 하나였다.

 부틸계 복합방수 공법을 아스팔트계 복합방수와 비교해 보면 KSF4934의 기준 요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시공실적은 신뢰의 척도로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확인될 것이며 지금까지 널리 

이용된 기존 방수공법과 동등하게 비교 분석되어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 공법은 기존 방수

공법에 비해 결함 발생률이 낮게 나타나지만, 신공법이므로 소비자들이 쉽게 채택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일이 그렇듯 문제는 근본이다. 즉 바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균열 여부, 균열의 심도 및 모체의 

밀실과 기밀성 등 자체적인 모순점을 해결한 후 그 다음 우수한 방수공법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구환경을 고려한 사용자 측면의 품질관련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개선 

및 향상은 친환경적으로,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수 신공법이란 현장에 속출하는 바탕처리 문제, 방수하자 관련 성가신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용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미래 지향적이고 진보적이며 친환경적인 방수공법이 아닐까 자문해 본다.

▷▷ 참고문헌

- 권영화, 오상근, 안용선, HDPE-부틸고무 이중복합시트와 다발형 유리섬유 직포 적층형 방수재의 성능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27권, 제 3호, 2011년 3월

- 오상근 외, 저온환경에서의 자착형 방수시트의 부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제 26권, 

제 01호, 2011년 1월

- 유준식, 표면 처리 및 방수 시트를 이용한 복합식 방수 처리 공법 및 이에 의하여 시공된 방수 구조와 그 

조성물, 대한민국특허청, 10-1028953, 2010년 4월 7일

- 백두환외 WPS 복합방수(WPS Composite Waterproofing Method) 사례. 제 44회 한·일기술사 국제 

Conference, 2014년 10월 20일 시코쿠 마츠야마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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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서울시가 혹한, 폭설이 집중되는 겨울철을 맞아 

11월15일(토)부터 내년 3월15일(일)까지 4개월간 

한파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제설대책 등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의 ‘201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이 기간에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등 총 33개 기관에서 동시 운영에 들어간다.

 ‘2014년 겨울철 종합대책’은 ①겨울철 취약계층 

특별보호 ②제설대책 ③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④

보건·위생관리 ⑤시민생활 불편해소의 5개 분야로 

추진된다.

 올 겨울 강화되는 주요 대책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 등 도로상황에 따라 제설 

목표시간과 제설 수준을 달리하는 ‘제설 목표제’를 

시범 시행하고, 동파에 취약한 복도식 아파트 5,908

개소에 벽체형 계량기함 보온재를 시범 설치한다.

 또한, 친환경 제설제를 5%에서 10%로 늘리고, 

제설제의 사용량을 줄여 도로부식을 방지하며, 제설

효과가 높은 습염식 제설시스템도 작년 21대에서 

올해 27대로 확대한다.

 또, 한파에 대비한 노숙인 응급잠자리 규모를 작년

(하루 460명)보다 19% 정도 늘려 서울역과 영등

포역 인근 대피소에 하루 55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14 김장문화제를 통해 시민

들이 만든 김장 260톤을 저소득 가정 및 복지시설에 

지원한다. 

 현장 중심의 취약지역 소방특별검사와 화재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11월 말까지 

서울시내 연면적 400㎡ 이상 건물 총 12만 3,607

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전수조

사를 실시하고 내년 2월까지 대형화재 취약대상 

1,29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겨울철 도시시설물의 균열, 붕괴에 대비해 

도로시설물 541개소(11/17∼12/12), 동절기 취약 

도시기반시설 공사장 59개소(11/1∼30)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시설의 균열상태, 소화시설의 

구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107개 공원의 관리상태, 동·식물 보호대책 등을 

살피고 254개 부동산 문화재의 경우 동결·동파여부, 

소화·전기설비 등을 점검한다.

                〔기획담당관 (02)2133-6629]

서울시, ‘환기구 특별안전점검 결과’ 발표

 서울시가 지난 10월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민·관 

합동 「서울시내 전체 환기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고, 부분

파손 · 변형 등이 나타난 일부 시설에 대해 보수 · 

보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총 18,862개의 환기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됐으며, 이 중 지하철·공동구·지하도상가·공영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가 2,809개

(15%), 공동주택 등 일반건축물 부속 환기구가 

16,053개(85%)를 차지했다.

 이 중 조금이라도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등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시설은 1,318개

(전체의 7%) 였다.

 지적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덮개 걸침턱 일부 

손상(121개, 전체 0.6%) ▴덮개 훼손 · 변형(666

개, 3.5%) ▴지지구조물의 마감재 훼손 또는 접근 

차단시설 미흡 등(531개, 2.8%) 이다.

 서울시는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은 12월까지 보수·보강을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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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시설 지적사항에 대해

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에 즉시 시정조치토록 한다.

 보완조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에 대해

서는 관련부서(기관)별로 계획을 수립, ‘15년 상

반기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민간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시설물 안전점검 시 환기구의 

상태도 점검 ▴‘환기구 안전 관련 종합신고센터’ 

운영 ▴통행로 상의 환기구 이중안전장치 설치 방안 

검토 등도 추진한다.

 우선 시 도시안전실 내에 12월부터 ‘환기구 안전 

관련 종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시 공공기반

시설 환기구 설치·관리기준」 도 내년 4월까지 마련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건축법규, 재난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법규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시 

환기구의 상태도 점검항목의 하나로 정해 별도 확인

토록 할 계획이다.

  〔도시안전과 (02)2133-8041〕

지하철 9호선 2단계구간, ‘에너지 절감형’으로

 내년 초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2단계(논현동 차병원사거리∼삼성동 

코엑스∼잠실 종합운동장, 4.5km) 5개 정거장을 

전력 소모량이 적은 ‘에너지 절감형’ 정거장으로 

건설하여 연간 136백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한다.

4.5km

 우선, 5개 정거장에 설치 예정인 조명 총 

11,310개 가운데 승강장, 대합실 등 승객 이용이 

많은 구간의 8,344개(약 74%)가 고효율 LED로 

설치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형광등 사용 때 전력 사용량

(연간 2,744Mwh)보다 약 847Mwh를 절감, 연간 

약 1억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고효율 LED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형광등 조명을 사용할 때보다 지하철 

승강장과 대합실이 한층 밝아져 각종 지하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이용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풍문은 외부 출입구로 연결되는 계단 앞, 총 

16개소에 설치된다. 특히 실내외 온도변화가 큰 

혹서기와 혹한기에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연간 

150Mwh의 전력을 절감하고 1,830만원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최초로 간접조명 안내표지판은 

기존에 내장형 조명이 전면에서 빛을 내는 형태의 

직접조명과 달리 LED 조명을 위아래로 설치, 안내

표지판 1개당 필요한 LED소자 개수가 40% 정도 

줄어들어 연간 1,5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02)772-7340〕

서울시, 공공자전거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의 하나의 

공공자전거를 확대하기로 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마련, 2015년 9월

부터 서울시내 5대 거점(4대문안,여의도,상암동,

신촌,성수동)을 중심으로 2천대를 보급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키오스크 

대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손쉽게 대여·반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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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토록 하고, 상용자전거와 일반거치대의 디자인과 

구조를 변경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축비용을  

공공자전거 시스템보다 50% 이상 감축한다.  

 5대 거점 내에선 공공자전거를 단절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150개 이상의 스테이션을 촘촘히 

설치한다. 특히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아파트, 

대학 구내 등에 배치해 대중교통 연계이용성을 

높여 성공적 모범사례를 만들고 지속적인 확대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자전거를 

‘17년에 1만대까지 늘리고, ’20년까지 2만대 이상을 

설치해 서울시 전역에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공공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안전을 위한 자전거 친화노선 발굴과 

자전거도로 확충, 생활권 정비 등을 병행하고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한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자전거를 비

롯한 배려의 교통문화 조성 및 운전자 인식전환

에도 힘쓴다.

 또한 스마트폰 등 기존 상용인프라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 도입으로 비용을 최소화하

고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본격 추

진되는 공공자전거의 조기 붐업을 위해 ▴명칭, 

BI 등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대사 및 체험단 

모집 ▴전용앱 등을 통한 스토리 및 사진 공모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관광 투어코스 개발 ▴
각종 홍보 이벤트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보행자전거과 (02)2133-2430〕

‘15년부터 건축물 태양광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

되지 않는 디자인과 높이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일조권 · 조망권 등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자체 설치기준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

하였다.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에 설치되는 건물

이나 주택, 공공건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제시되는 설치기준은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 태양광 설치의 높이, 면적, 

경사각, 디자인은 물론 구조의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태양광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1/3 이하로 설치

 - 공간 활용 디자인 권장시설은 최대 설치높이 6m 이하로 

완화 적용

  

 - 모듈경사각은 36도 이내 및 옥상 경계면에 돌출하지 

않도록 설치

 - 경계면 내측에서 안전 공간 3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설치면적은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로 설치

 - 구조물은 안전을 고려한 사전 구조 검토를 하여야 함

 설치기준은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청책토론회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설치기준 예외 시설이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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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건물 태양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범위를 결정한다.

 또한, 옥상녹화와 연계한 태양광 시설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디자인적 요소를 결합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아름다운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높이도 6m 이하로 완화한다.

 ‘건물 태양광 설치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고시·공고란 및 서울햇빛지도

(solarmap.seoul.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녹색에너지과 (02)2133-3713〕

하반기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종료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한 하반기 직장교육이 11월 종료되었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토목 ․ 기계 ․ 녹지분야 공무

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매주 1~2회에 걸쳐 총 16회 실시하였다.

 각 교육과정은 토목은 건설안전, 기계는 공조냉동

기계 및 소방, 녹지는 조경과정으로 분야별 외부

전문가의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총 25명이 수료

하였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4〕

용마터널, 구리암사대교 개통

 아차산과 한강으로 단절되어있던 서울 중랑과 

강동지역을 바로 연결하는 ‘용마터널’과 ‘구리암사

대교’가 11월 21일(금) 개통되었다. 

 이로 인해 강남북 지역간 이동 시간이 30~40분

에서 10분대로 대폭 단축되고,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교에서 전 방향 접근이 가능해 구리와 강동 

지역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용마터널은 2003년 8월 

서울시와 용마터널(주) 간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1,172억 

원을 들여 2009년 11월 착공, 5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용마터널

 용마터널은 폭 4~6차로, 총 연장 3.556km로 

터널 2.565km, 지하차도 383m, 교량 3개소

(210m) 및 요금소 1개소가 있으며, 중랑구 면목동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아천IC까지 연결한다. 

 특히, 나란한 두 개의 굴로 이루어진 쌍굴 터널은 

최근 터널 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나틈(NATM 

: 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공법이 사용

됐다. 나틈공법은 발파·굴착 등으로 터널을 뚫고 

벽에 콘크리트를 뿌려 굳히는 방식이다.

 터널 내에는 13개 비상대피시설, 터널 방재설비, 

제연설비(환기설비 겸용), 피난연락갱문, 예비 

전원설비(비상발전기, UPS, 축전지 및 충전지)를 

설치하고 터널출구에는 도로 결빙방지 자동분사 

장치를 설치해 안전운행 및 사고를 예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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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터널 내·외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오염물질 저감시설도 국내 최초로 터널내부에 

설치하고 터널 시·종점부에 대기오염 농도 전광판을 

설치해 터널 내의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기환경 오염 상황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강의 30번째 교량인 구리암사대교는 총 사업비 

4,117억 원을 들여 2006년 4월 착공, 8년 7개월 

만에 개통을 하게 됐다. 총 연장 1,133m, 폭 

4~6차로(24~44m) 규모로 주교량과 접속교량, 상

하행선에 각 1개소씩 2개소의 입체교차로(암사

IC, 아천IC)로 구성되어 있다.

구리암사대교

 구리암사대교의 아치교는 두 교각의 거리가 

180m나 되는 한강상 교량 중 교각 사이 거리가 

제일 긴 교량으로, 주교량의 아치교를 설치하기 

위해 육상에서 사전 제작한 아치교(길이 157m, 

높이 28m)를 레일을 이용해 수상까지 이동시킨 후 

바지(barge)에 선적한 뒤 예인선으로 바지를 교각 

위치까지 운송하고, 바지위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

벤트타워의 유압잭 8기를 이용해 3,230톤에 달하는 

아치교를 14m 들어 올려 이미 설치된 시종점부 

강교와 연결해 총 7,936개의 볼트로 고정시켰다.

 특히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암사정수장 오염방지 

및 광나루한강공원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본선

교량 전 구간(L=1,133m)을 강상판형(steel box) 

교량으로 시공해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또한 강우 시 발생되는 오염원을 초기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원 유도배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오염원이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했다

     〔도시계획과 (02)2133-807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

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11월15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개정된 법령 시행일(11월 15일) 이후 공공공사

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조치와 함께 

우수 업체들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그 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 과태료)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49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경영평가의 적시성 미흡 등 평가방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주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상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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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설업자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안 제2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그 동안 지침으로 시행 중이던 건설업 신규 

등록,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등의 수시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 부도,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

②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별표1 및 별표2)

 -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건설

공사 실적을 3년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실적을 가중하여 평균하며, 경영평점이 음수

가 될 경우 경영평가액이 공제될 수 있게 하

고, 신인도 평가 항목 조정 및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2〕

「건축심의기준(안)」 제정관련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관련 인허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 지자체별 상이한 심의기준의 표준화로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안)」을 제정코자 행정예고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심의기준의 법적 적합성 확보, 심의기준 통

합운영 및 재개정 절차 강화 등 건축심의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②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및 

편익 증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5574〕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던 「기부채납 운영기

준」을 「훈령」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

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

토교통부 훈령)을 개정코자 행정예고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신설(제3장 제17절)

   - (적용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총부담량)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실효성 및 예측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 내용을 명확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율 완화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율을 산

업단지 도로확보 기준을 고려하여 완화(10→8%)

②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4편 제10장 ‘기

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신설>

   - (적용대상)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제안하는 도시·군관리

계획

   - (총부담량)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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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③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제2장 제6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신설>

   - (적용대상) 개발행위허가 종류 중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의 채취

   - (총부담량)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5%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 내용을 명확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4〕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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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차 광복교~안양교 주변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 광복교의 경우 기존교량과 신설교량의 상이한 

형식 및 종조인트 연결방식에 대해 공용중 

단차 발생, 점검로 확보 등 유지관리측면에서 

교량형식 및 강결 방안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

○ 제방상 말뚝시공 등이 이루어지므로 서부간선

도로 통과부(P5) 침윤선 분석 등 공사중 파이

핑 안정성, 장비활동 등에 의한 영향요인 등

을 검토하여 교량 설치와 관련한 홍수위시 

수리안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연석, 측

구 등 제설제 사용 증가에 따른 구조물 콘크

리트 적용 강도를 검토할 것

○ PSMA 교면포장에 대하여 방수문제 등을 고

려하여 하부층과 상부층 다짐 및 공극율 등

의 시방규정을 검토 제시할 것

○ 광복교 교각의 말뚝과 관련하여 양방향의 기

초 규모가 크게 차이남에도 말뚝의 수가 유

사한 바, 과다 또는 과소가 예상되니 최적화 

설계를 시행할 것

○ 광명고가 하부는 파일 시공 깊이가 깊고 시공

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근입방법 

및 천공장비 등의 세부사항과 시공방법을 설

계도서에 반영할 것

○ 교량하부 첨가시설(통신, 가스관)은 점검 유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설치 방

안 등을 검토하여 설계도면을 보완할 것

■ 제105차 우면산터널 및 선암교 정밀안전진단

○ 과거 실시된 점검결과와 금회 실시한 현장조

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균열발생 등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반복적인 보수·보

강을 지양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

○ 터널 내 공기질 등 대기오염도를 포함한 터널 

환기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대책을 제시할 것

○ 교량받침장치 부식원인은 우수유입에 의한 것

으로 조사되었는바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할 것

■ 제106차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공사 

설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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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바닥 전이보(A6~A7구간)의 철근이 벽체에 

충분히 정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건축계획상 

가능하다면 전이보가 정착되는 구간에 기둥을 

추가하거나 벽체 단면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

○ 급성병동/외래와 발달센터 연결 브릿지의 구조

설계 안전성 재검토 및 재축방향 변형변위에 

대한 슬로트 구멍과 스톱터 설치할 것

○ 무대 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높이로 맞추되 

토심이 420mm로 한다면  허브식물 종류의 

식물도 잔디, 세덤과 같이 고려할 것

○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최우수

(그린 1등급) 인증을 취득하도록 할 것

○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분야 단열성능 

강화를 위하여 “외벽, 지붕, 바닥”에 대하여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배점 1점을 획득할 것

■ 제107차 둔촌로 침수해소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 박스 암거의 부재 두께 재검토 필요

  - 하부 슬래브가 상부 슬래브보다 모멘트가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단면 두께가 동일하므로 

  -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2012년)에 따라 

하중계수 및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재실시하고 단면력 검토 결과를 제시할 것

○ 교차로 구간의 상세 복공 계획 수립 

  - 교차로 및 현장 타설의 일부 구간에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세한 복공 계획 및 

지장물 보호 대책 등 제시할 것

○ 현장 건설기술자의 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 작업

공간 확보

  - 가시설과 박스 암거의 이격거리가 0.5m로 

협소하므로 현장 건설기술자의 적정 작업 

공간을 확보할 것

■ 제108차 일원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 보수부위가 재 손상된 구간에 대하여는 하자

유무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재차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 옹벽배면의 철근탐사 사진을 추가하고, 피복

두께 부족단면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방법을 

제시 할 것

○ 터널단면 측량은 기준점이 동일하지 않아 매 

진단 시 측정값이 달라 터널단면 변화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기준점을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할 것

■ 제109차 영등포구청 외 5역 에스컬레이터 공사 

설계심의

○ 외부출입구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는 공사 

중에 역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침수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에스컬레이터 턱 높이는 주변 

강우강도에 따라 침수된 물이 에스컬레이터 

출입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에스컬레이터 트러스 해체 설치 시, 협착 · 낙하물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구조물 양중용 

후크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 확인할 것

○ 공사중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하여 승객대피 계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기재할 것

○ 에스컬레이터 구동체인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제어반 및 기계실 내의 발열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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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할 것

○ 승강시설에 사용되는 방청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부식

방지 페인트칠을 하도록 명시할 것

■ 제110차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사업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발주심의

○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는 실시설계시 입찰자의 

의도적인 품질저하나 발주기관의 무리한 품질

향상 요구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상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

○ 성능개선사업에 따른 방재 및 악취누출 방지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기존시설의 철거공사에 대한 시공방식(보양, 

안전 등)을 명시하고,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

할 것

○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및 폐자재

처리 등 환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

○ 성능개선사업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토록 과업내용을 추가할 것

■ 제111차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담수구조물의 일부가 조사에서 누락되었으므로 

담수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할 것

○ 안전성평가에서 시공당시의 설계를 위한 검토

조건(하중조건, 재료특성, 지반조건, 설계기준 

등)과 금회 안전성검토에서의 검토조건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할 것

○ 진단결과 일정규모 이상(0.3㎜이상)의 관리 

균열에 대해서는 기존 점검결과상의 균열현황과 

금회 진단시 균열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진행성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외관

조사망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112차 가산2빗물펌프장 유수지복개(차고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

○ “5.2. 구조물설계”는 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제시된 과업내용서 본문의 내용과 아래의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추가 또는 수정 조치 

할 것

  - 조사․계획업무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

형식에 따라 각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전

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상세히 

설계

  - 구조물의 각 단면을 상세히 산정하고, 관련 

시방서 등에서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

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

○ 기계설비 설계항목에 차고지 설비 및 차량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것

  - 차고지내 배기가스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설비

  - 세차시설 및 정비시설 등의 폐수처리설비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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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제740호)

(보호기간 :  2014. 08. 19. ～ 2019. 08. 1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무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점착 특성의 ‘터보시트 GTR’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Pre-GTR’을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① 친환경+자원재활용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터보시트 GTR), ② 방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구조물 바닥 부위에 대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체 부착형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Pre-GTR), ③ 접합부 전용 시공 장비(Joint Roller) 및 취약부 전용 보강 소재(GTR Gel) 

개발, ④ 시공안정성 개선을 위한 별도의 바탕 정리 미실시 및 프라이머 미사용 · 위험요소 제거 

방안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방수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 “온통 GTR 외방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바탕면 정리가

필요없음

보호재 시공이

필요없음

1. 바탕면 정리

1. Pre GTR 시트 시공

2. 터보시트GTR 시공 3. 조인트롤러 압착 4. 보호재 시공

2. Pre GTR 도막 시공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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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건설공사 수주실적 현황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자 공사규모

연평도 대피호건설공사 1공구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2,172㎡

연평도 대피호건설공사 (2공구) 철콘공사 중 방수공사(GTR)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2,182㎡

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중 터보시트 방수공사 경기도 오산시 2,079㎡

행정도시 정부청사1단계 2구역건축공사(건설분야)방수공사(2단계공동구) 한국토지주택공사 3,956㎡

대전 도안신도시 계룡로 우회도로(광2-14호선외 2개노선)건설공사 중 
천변지하차도 상부 방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593㎡

수도권 복합 화물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 중 지하차도 방수공사
국토해양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71,924㎡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 2구역 건립공사 중 통로박스 및 공동구 방수공사 행정안전부 1,921㎡

잠실길지하차도 조성사업중 가시설 및 구조물공사 (GTR방수공사) 롯데물산㈜ 30,359㎡

8호선 연결통로 및 진입램프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 롯데물산㈜ 12,032㎡

포천시 문화원사 신축공사(건축) 중 방수공사 포천시 1,139㎡

8호선 공영주차장 진출램프 중 방수공사 롯데물산㈜ 1,938㎡

김제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중 방수공사(GTR) 전라북도 김제시 4,910㎡

  나. 향후 활용전망

     2012년 7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이 

토목에서 발전시설 공사 발주가 이어지고 

비주거용을 비롯한 건축도 호조를 보인데다 

전년 동월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27.1% 증가하였고, 민간은 기계 

설치 공사의 부진에 기인하여 토목이 부진

했으나 건축은 신규주택공급 및 공장시설 

발주 증가 등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이 

동반 호조를 나타내며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 동

월 대비 18.6% 증가하였다. 이에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온통 GTR 복합방수공법”은 방수산업분야에 있어 선도적 친환경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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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개발 및 방수재료 적용에 있어 환경적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 소재의 활용, 현장 콘크

리트 일체화 선행공법 도입 등 차별화된 첨단기술로써 제안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활용가치가 

높아 국내 건설공사(방수부문)에서 사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선행공법으로 적용되는 방수 관련 기술 및 소재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 타설 콘크리트에 일체화 부착이 가능한 원천기술 확보

     ▣ 바닥부위는 레이턴스, 습윤상태, 버림콘크리트 미양생시에도 시공 가능한 기술 개발

     ▣ 프라이머(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 가능한 기술개발

     ▣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건설 자재 개발에 새로운 방향 제시 및 VOCs 및 유독물질 발생이 

없는 녹색기술 확보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재활용 라텍스를 이용한 방수소재 개발은 국내외적으로 신규성을 확보하고 있고(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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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 획득), 바닥방수에 있어서 선행방수공법으로 적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콘크리트에 일체화 부착이 가능한 시트가 있지만, 시트의 특성상 접합부에 대한 안정성

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도막으로 마감을 하여 이음새 없는 일체화된 방수층을 형성한 신기

술은 기술적 발전 및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여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 원 / ㎡)

신기술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바닥 30,135 22,883 685 53,703

벽 32,025 17,936 486 50,447

    (2) 공사비

 

공사비 비교(바닥) 공사비 비교(벽)

    (3)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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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관리비

                                                                                 (단위 : 원 / ㎡)

구분 신기술 건설신기술 A 건설신기술 B

재료비 15,369 15,669 15,744

노무비

직접노무비 11,442 19,327 16,825

간접노무비 1,018 1,720 1,497

소계 12,460 21,047 18,322

경비 산출내역 20,61 2,926 2,663

원가 29,889 39,642 36,788

       * 비용산출기준 : 보수주기 8년, 유지보수율 20%      

    (4)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편승하여 재활용 

라텍스를 활용하여 고점착 방수소재의 개발은 

폐기물 저감 및 작업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VOCs 저감형 방수재를 통해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기술이 주로 점유한 선행방수공법을 

국내기술로 대체함으로써 바닥방수, 터널방수, 

합벽방수 등 선행방수공법이 적용되는 현장의 

시장확보 및 선행방수공법의 추가기술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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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장에서 제조되는 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제741호)

(보호기간 :  2014. 8. 25. ～ 2019. 8. 2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복합계면활성제를 첨가한 라텍스 에멀젼을 혼합하여 가사시간이 90분 이상인 라텍스개질

콘크리트를 레미콘공장에서 제조하여 현장운반 및 시공하는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

   

    (2) 내용

      복합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알칼리 환경하에서 안정한 라텍스 에멀전을 이용하여 90분이상 

가사시간을 발현하는 라텍스개질콘크리트(LMC)를 모바일 믹서 대신 레미콘공장에서 제조하여 

시공되는 포장체의 기계적 물성과 내구성을 만족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설교량용 교면

포장공법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복합계면활성제를 첨가한 라텍스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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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절차

 [R-LMC 시공시스템의 개요]

[R-LMC 현장시공 절차]

1. 교면절삭 2. 바닥판청소 3. 데크피니셔 설치

4. R-LMC의 생산 및 이송 5. 레미콘 타설 6. 면마무리

7. 타이닝 작업 8. 양생제 살포 9. 시공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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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 사용) 비고

1 국도 5호선
효령교 보수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진지 
건설(주) 3,630㎡ 4,156,800,000원

(489,912,000원)

2 국도 24호선
운봉교 포장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승화명품
건설 700㎡ -

(47,698,560원)

3 국도 19호선
칠리 1교,2교 보수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승화명품
건설 2,920㎡ -

(266,913,865원)

4 국도 47호선 철원-서면 
우회 도로공사 원주국도관리청 신안종합 

건설 5,089㎡ -
(240,240,000원)

5 인제 오토테마파크
접속도로 및 진입교량 (주)태영건설 ㈜하이 

아이엠씨 1,916㎡ -
(83,600,000원)

6 울릉도 도동항 게이트 
웨이 기반정비사업 울릉군청 ㈜일진 

종합건설 840㎡ -
(74,580,000원)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나. 향후 활용전망

    (1) 국내 수급동향 및 전망

      이 기술의 적용은 현재 국내에서 시공되며 신설 교면포장의 주를 이루고 있는 LMC 교면포장

에서 우위를 점하여 국내 LMC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LMC의 경우, 

경제성이 뛰어난 기술과 가격경쟁력으로 시장진입을 하고 있는 기타 콘크리트 교면포장재와의 

가격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일부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LMC의 성능이 우수하나 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적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R-LMC를 이용한다면 레미콘 생산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LMC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공함으로서 LMC 시장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외 수급동향 및 전망

      LMC 교면포장 기술의 해외 수주 시, 기존의 기술은 모바일 믹서의 유·무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모바일 믹서의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R-LMC 신기술을 이용하여 해외수주 시 모바일 믹서라는 장비없이 국외현장의 

레미콘을 이용할 수 있고 대형 수주의 경우, 직접 현장 BP(Barcher Plants)를 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빠르면서도 동시다발적인 공사로 인해 국내 인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국내

에서 가지고 가야할 장비와 자재도 최소화될 수 있다. 이처럼 R-LMC의 경우 기술의 해외 이전 

및 보급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해외 수급 동향에서도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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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기존의 LMC시공에 비하여 선행공정 또는 작업조건에 의한 변동이 거의 없이 

균질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자재, 인력, 기술력 등이 환경변화

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아 우수한 품질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며 역으로 외국으로의 기술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품 명: LMC 포장공법 단위 : 원/㎡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 합계 비고

1 LMC공법 라텍스 15%  ㎡  27,717  8,425  3,561 39,703 　

2 LMC공법 라텍스 8%  ㎡ 19,528  8,425  3,561 31,514 　

    (2) 공사비

     이 R-LMC 기술은 기존 교면포장공법들과 비교하여 우월한 경제성을 나타낸다. 기존 LMC와 

동일하게 유지관리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초기공사비용에서 25% 이상 저렴함을 알 

수 있고, 공사 구간이나 일정에 따라 더 저렴한 공사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교면포장 공법에 따른 공사비용 산정]

                                                                                             (단위 : 원/m2)

구    분
HPC

교면포장

LMC

교면포장

R-LMC 교면포장

15% 8%

단가

재료비 16,301 26,162 24,958 17,696

노무비 21,261 22,439 18,393 18,393

경비 6,922 14,483 3,688 3,688

택코팅 - - - -

도막방수단가 - - - -

총비용 44,484 63,084 47,039(0.75) 39,77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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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이 R-LMC 신기술의 경우, LMC생산에 필요한 준비과정과 중간과정이 생략가능하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레미콘 제조공장과 레미콘 운반트럭을 사용하여 동시다발적인 시공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공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유지관리비

      기존 LMC와 R-LMC에 대한 LCC 분석결과, 기존공법 대비 유지관리비 65%의 절감이 가능

하며 30년의 생애주기 기간동안 발생비용 54%의 절감이 가능하다.

[LMC와 R-LMC의 LCC 분석의 결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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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발광형 도로정보 시스템 

개발 및 시사점 
 

개 요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라 하면, 복잡한 

IT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만남

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2012년 

발광페인트와 축전시스템을 결합하여 스마트한 도

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그널 페인트(Signal Paint)는 단 로세하르데

(Daan Roosengaarde)가 물속에서 해파리가 빛을 

방출하는 것에서 창안하여 발광도료를 개발하였다. 

 발광도료는 야간 조명등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 

차선의 시인성을 증진시켜 주행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로에너지 소비전력 저감으로 녹색에너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광도료의 효과 및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네덜란드 오스지역의 N329(Regional Highway) 

노선(500m)에 시험운영(2014. 4.)하였다. 

 ▶ 발광도로 시범운영지역

축광 및 축전 시스템 

 발광도료(Luminescent Paint)는 빛을 내는 물질

(축광파우더)을 도료 내에 첨가시켜 어두운 곳에

서도 빛을 발산하도록 만든 도료로, 축광 · 형광 · 

야광도료라고도 한다. 축광과 야광도료는 빛 에너

지를 흡수하여 방출하는 기본적 원리는 같으나, 

빛이 유지되는 잔광의 지속시간으로 구분된다. 

즉, 야광도료는 약 20분 정도 발광하는 수준이

지만, 축광은 5~8시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도료라고 볼 수 있다. 

 축광도료는 고온에서 형성된 화학적으로 극히 

안정된 결정체로 내열성 및 내한성이 뛰어나 고온

(1,200℃) · 저온(-20℃)에서도 축광성이 보전되도록 

개발되었다. 

 러프버러(Loughborough)대학의 피트 토마스

(Pete Thomas) 교수는 도로의 혁신기술은 필요

하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하며, 발광차선을 도로설계기준에 포함시킬 경우 

제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네덜란드 Heijmans社는 발광도료가 시인성, 마

모성, 내염성 등을 성능기준 이상으로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외에서도 적합한 성능이 

발휘되는지를 평가하고자 N329 고속도로에 시험

시공을 통해 성능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발광도료는 축광시간에 따라 발광하는 시간이 

변화하기 때문에 Heijmams社에서는 축광과 축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쾌청일은 평균 180일로 1년의 절반은 축광이 

원활하지 않다. 강우 · 강설 · 강무 및 흐린 날 축광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기모드로 전환하여 발광

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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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광도료는 기존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야간 도로선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는 곧 교통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페인트 보다는 비싸지만 가로등 설치 및 운영

비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도로의 노면도색 색상은 황색과 백색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의 색상을 이용하여 지정차로 등 특정

구간의 차로운영을 운전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 Heijmans社에서는 발광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초록색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였으며, 

N329번 고속도로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현재 청색

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백색과 황색은 

개발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발광형 도로정보 제공 기술 

 단 로세하르데(Daan Roosengaarde)는 본 프로

젝트가 미래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의 

모습이며, 미래의 모든 도로에 빛나는 차선이 보급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뿐 아니라 노면동결 

위험안내, 풍차발전 시스템, 전기차 충전도로, 빛나는 

자전거 도로 등 미래 스마트 하이웨이 방향을 

제시하였다. 

 
■빛나는 페인트(Glow Paints) 

 야간이나 악천후 시 도로를 운전할 때 운전자가 

느끼는 공통된 문제점은 차선이 보이지 않아 심리적

으로 불안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야간이나 악천후 

시 도로 이용자의 시선유도를 통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조명시설이다. 

하지만, 조명시설은 설치와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대처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

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빛나는 페인트

(Glow Paints)는 야간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이용자의 차선 시인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교통

사고 저감과 더불어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에 

대한 에너지 저감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광 차선은 기존의 조명이 존재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Glow Paints >

■변화하는 페인트(Dynamic Paints)

 겨울철 교통사고의 발생요인 중 하나는 도로결빙

이다. 운전자가 사전에 도로상태를 인지한다면 

운전자는 도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의 결빙이 구간이 아닌 특정지점에 나타날 

경우 운전자는 단순히 젖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며, 이는 곧 교통사고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도로결빙 현상을 블랙아이스(Black Ice)라고 하며, 

블랙아이스는 터널 입·출부, 곡선 도로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변화하는 페인트(Dynamic Paints)는 도로노면의 

온도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발광도료이며, 도로노면 

결빙 시 시각적인 무늬를 통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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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즉, 평상시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평범한 도로인데, 겨울철 노면결빙 시 그 구간에 

시각적으로 눈꽃 표시가 발광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멀리서도 결빙구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빙판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ynamic Paints>

 

결론 및 시사점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는 도로-차량의 

연속적인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빠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구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네덜란드의 Signal Paint는 IT 통신의 발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반응하는 도로를 구현한다는 혁신

적인 개념에서 새로운 도로 구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러프버러 대학의 피트 토마스 

교수는 도로의 혁신기술은 필요하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발광차선을 

도로설계기준에 포함시킬 경우 제반 기준을 재

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분류부

에서 도로 이용자가 원활한 경로선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면 칼라도색을 설치 ·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룬 네덜란드의 발광도로 및 변화

하는 도로를 국내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도입한

다면 야간 및 겨울철 교통사고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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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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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사업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 시설규모 : 750톤/일

․ 로터리킬른 및 바이패스 덕트 

제거, 보일러 수관 연장 설치 등

38,810

(1,166)

조건부

채택
기계

112
가산2빗물펌프장 유수지복개

(차고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유수지복개 4,300㎡(차고지 

3,000㎡, 체육시설 1,300㎡)

7,075

(236)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

심의

100
광복교~안양교 주변 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확장공사 L=1.12km, B=23~36.7m

62,800

(947)

조건부

채택
토목

106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공사

․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 연면적 : 11,950.88㎡

21,018

(1,105)

조건부

채택
건축

107
둔촌로 침수해소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하수암거 신·증설 1.5*2.0m*1련 

~ 2.5*2.0m*2련, L=4,461m

36,902

(759)

조건부

채택
토목

109
영등포구청 외 5역 에스컬

레이터 공사

․ 에스컬레이터 26대(교체 18대, 

신설 8대)
6,080

조건부

채택
기계

정밀

안전

진단

심의

105
우면산터널 및 선암교 정밀

안전진단용역
․ 터널 1900m, 교량 150m (192)

조건부

채택
토목

108 일원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 일원터널 정밀안전진단 (105)
조건부

채택
토목

11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214) 재심의 토목

113
2014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

점검용역(망원,신천,암사나들목)

․ 한강공원 나들목 3개소 

정밀안전진단
(383)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

적격

심의

2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

시설 확충공사 설계적격심의

․ 빗물저류배수시설 : 연장 3,607m, 

유도터널 2개소, 수직구 6개소 등
127,018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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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건     축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설계용역 등 11건 7,236 6,859

교 통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재정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용역 등 2건

287 286

기 계 설 비
마곡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용역 등 2건

1,301 740

도 로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외 1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6건

6,339 5,770

도 시 계 획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12건 4,538 3,955

상 하 수 도 
둔촌로 하수암거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4건

4,504 3,936

전 기 통 신
3호선 종로3가 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건

172 161

정 밀 진 단
2015년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2건

83 77

조 경
오금근린공원 긴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건

37 35

지 하 철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건설(3단계) 
시스템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

4,175 3,912

기 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재정비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5건

443 423

 계 51건 29,115 26,15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1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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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례

필름 생산공정에서 롤 사이에 끼여 사망

2014.10월 충남 아산시 소재 OPP 필름 등 포장가공제품 

생산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와인더의 롤 세정작업 중 

회전하는 롤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 피재자는 와이더 제품 교환을 위한 롤 세척을 위해 1회용 

작업복을 갈아입고 알코올, 헝겊 등을 준비하여 코로나

롤 세척 실시

 - Pull 롤과 3번 코로나롤 사이에서 세척작업 도중 2번 코

로나롤과 3번 코로나롤 사이(126.5mm)에 끼여 발생한 

사고로 추정

◯ 동종 재해 예방 대책

 ▸ 롤 세정작업 등 설비의 정비 · 청소 · 검사 · 

수리 · 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시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 롤과 롤 사이는 끼임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

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또는 방호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덮개나 방호울을 개방한 상태에서는 가동이 

안되거나, 가동 중 덮개나 방호울이 개방하더

라도 설비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연동장치를 

설치(권장사항)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 기술자격정보는 2015년 다시 제공합니다.

☞ 원고를 받습니다 !

서울기술이야기에 게재할 각종 건설관련 신기술, 신정보, 
법령 및 제도의 제ㆍ개정 및 공사관련 체험담, 기타 여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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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홀(worm hole) 

 우주공간에서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통로

 블랙홀(BlackHole)은 중력이 너무 커서 심지어 빛 

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천체를 가리키며, 화이트홀

(WhiteHole)은 물질이 그 내부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내뿜기만 하는 천체를 가리킨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블랙홀처럼 끌어들이기만 하는 

세계가 있으면, 반드시 물질이 그 내부로는 절대 들어

갈 수 없는 내뿜기만 하는 세계인 화이트홀이 존재한다고 

한다. 블랙홀은 그 존재가 확실해졌으나 아직 화이트

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블랙홀의 명명자 휠러(J. A. Wheeler)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사건의 지평면 내부를 잘라내고 그 나머지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가를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블랙홀에 흡입된 물질은 화이트홀에서 

방출된다. 이때 블랙홀의 흡입구가 있는 세계와 화이

트홀의 방출구가 있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이다.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를 휠러는 '웜홀

(wormhole)'이라 명명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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