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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지난 12월 중순 일본 동경에 다녀왔다. 마침 그때 서울은 영하 12도의 강추위였는데, 동경에서는 그때서야
노란 은행잎이 떨어질 정도로 따뜻했다. 동경은 5 ~8월(4개월)에 전체 강수량의 60 ~70%가 내리는데 반하여,
서울은 6 ~8월(3개월)에 전체의 60 ~70%가 내리는 것을 보면, 서울에 더 강한 폭우와 더 긴 가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후조건에서 볼 때 서울은 동경보다 열악하다.
지형조건도 열악하다. 전망대에 올라가 동경을 내려다보면 저 멀리 보이는 후지산까지 모두 평지이다. 반면에
서울은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산이다.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서울의 빗물은 그 위치에너지 때문에 평지인
동경의 빗물보다 파괴력이 더 크고 위험하다. 한번 산에서 내려온 빗물은 지하수를 보충할 수가 없다. 물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최악의 자연조건이다.
최악의 자연조건이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 예를 들면 일본의 지진대비 및 복구 기술은 세계 제일이다. 지진
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으면서 일본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에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 논리로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 대비에는 동경보다 자연조건이 열악한 서울시가 더 높은 기술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가장 열악한 자연조건하에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물려주신 우리 선조들의 물관리 철학과 기술을
찾아내고, 거기에 현대적인 첨단 관리기술을 접목시켜 우리 땅에 맞는 빗물관리를 개발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새로운 한류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물관리 챔피언 나라는?
홍수나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의 물관리 안전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빗물관리이다.
빗물관리의 세계 최고의 기술은 어디에 있을까? 어딘지 모르지만 강수의 불규칙성이 큰 나라 중 그것을 잘
극복한 나라일 것이다. 중학교 수준의 통계지식에 따라 강수의 불규칙성을 분산치로 나타낼 수 있다. 전
세계 주요 나라의 강수량과 강수분산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94mm이고, 분산치는 11,677m㎡ 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분산치가 매우 크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강수량이 적지만 일년 내내 골고루 비가 온다. 빗물관리의 어려움을 수학문제로 비유한다면 우리나라는
대학생 수준, 일본은 중학생 수준, 유럽은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수 분산치가 작은 유럽에서 하천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대학생 문제를
초등학생에게 물어보아 틀린 답을 써내는 것과 같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이 선진국이라고 해서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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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까지 선진국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가끔 내리는 물폭탄급의 빗물을 겪어보지 못한 선진국에서 그에 대
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다. 물관리에 있어서 선진국은 강수 분산치가 크지만, 그것을 잘 극복한 나
라이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최악의 기후 및 지형조건에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물려준 나라
즉, 고조선으로 대표되는 우리 선조들이 세운 나라들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림 1> 주요 나라의 강수량과 강수 분산치

3. 물관리 세계 최고의 철학
우리 선조들의 물관리 우수성의 증거로서 두 가지의 철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홍익인간의 철학
이다. 고조선 건국(BC2333년)의 기본 이념이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사상인 홍익인간 정신은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행복하자는 것이다. 물관리에 적용하면 상류와
하류의 사람이 서로 행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행복하고, 현세와 후세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철학은 마을을 나타내는 글자 洞(= 水 + 同)이다.
이 글자 한자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를 살리는 심오한
뜻이 들어 있다<그림 2>. 첫 번째는 마을을 만들거나 운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물관리란 뜻이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을 사람들은 같은 물에 의존한다는 공동
체의식을 나타내는 교훈이다. 세 번째는 개발 전과

후의

물상태를 똑같이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네 번째는 마을에
떨어지는 빗물을 잘 활용하여 분산형의 빗물관리를 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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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洞자에 들어 있는 물관리 철학

뜻이다. 이 洞자야 말로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전 세계의 모든 도시를 계획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철학
이다.
우리 선조들은 개발 행위를 할 때 항상 洞자 철학을
지켜왔으며 그러한 증거를 서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복궁의 커다란 두 개의 연못이다<그림 3>.
연못을 만든 이유는 새로 궁궐을 지으면 하류에 많은
빗물이 내려가서 홍수피해를 줄 것에 대비한 것이다.
또한 지붕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물을 지하
수로 집어넣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지하수위를 높여
식수를 항상 공급하고, 화재 등의 위험에 대비한 소방용
수로 활용하며, 연못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게다가 아름다움과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으니
“모두가 행복한” 다목적 빗물관리를 한 셈이다. 이와

<그림 3> 경복궁과 두 개의 연못

같은 연못은 전국의 많은 대가 사찰이나 대갓집에서도
한국정원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여 연못을
만들 땅을 제공하고 물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미국
이나 태국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모두 이 洞자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증거는 측우기이다. 강수량과 강수분포는 백성들의 경제와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1441년 세종대왕 때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였고, 그 구조와 오차범위는 현대의 우량계와 큰 차이가
안날 정도로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해인 1442년에 전국 344곳에 측우기를 보내어 강우를 기록하여,
그것을 근거로 세금을 매겼으니 정량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관리를 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정조대왕 때인 1770년부터 매일의 강우기록을 찾을 수 있다<그림 4>. 이렇게 245년간의 정확한 강우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미국이 1776년 독립을 하였으니 미국이 태어나기 6년
전부터 강우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다.

<그림 4> 서울시의 1770년부터의 강우기록, 조선왕조실록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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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의 물관리 방법의 허와 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자와 정치가들을 비롯한 의사결정자들은 우리선조들의 귀중한 철학과 기술을 과소
평가하거나 잊고 있는 듯하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 침수에 대비한다는 한가지 목적을 위하여 일본의 빗물
관리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서울대 정문앞에 6만톤짜리 빗물저류조와 양천구에 대
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평가는 과연 모두가 행복할까에 대한 질문을 하면 자명해진다.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도 정작 사용하는 날 수는 일 년에 3~4일 정도 일 것인데 이것을 알게 되면 시민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가동이 안 되면 그 위험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의
후손에게 돌아가며, 그 유지관리비를 내야 할 그 지역의 후손들은 행복하지 않다. 홍수가 날 때마다 그런 비
싼 시설을 만들어 주면 세금을 내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비가 많이 와서 저류조가 꽉 찼을 때
또 비가 와서 빗물을 퍼내게 되면 하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빗물이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다 버리
거나 지하수를 보충하지 못하면 하천이 다 말라버려 자연생태계가 행복하지 않다. 수해방지라는 한 가지 목적
만을 위한 시책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류사람도, 자연도, 후세도 행복하지 못한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도 모르고 그저 일본식이 좋다는 식으로 도입한 결과이다. 조금만 더 생각하여
우리의 고유한 철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5. 세계를 리드하는 서울시의 빗물관리 방안
한편, 서울시의 물관리가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1),(2),(3). 창의적인 옥상녹화
방법은 국제적인 상을 받고 있다(4). 서울시에서 제안한 IT를 이용한 창의적인 빗물관리는 선진국의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다. 서울시의 빗물조례는 전국의 도시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우리의 빗물관리 철학에 바탕을
둔 빗물관리 조례를 다른 나라에서도 도시계획의 한 부분으로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1) 스타시티 다목적 빗물이용시설
2008년 12월 호 국제물협회(IWA) 잡지의 표지에 빗물관리의 모범사례로서 서울시 광진구 스타시티가 소개
되었다(2). 상습적으로 침수되던 이 지역을 개발할 때 정부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빗물시설을 만들도록 하였더니 정부나 건설업체 모두 행복하다. 지을 때 B동의 지하 4층 전체를 개조
하여 3000톤의 빗물탱크를 만들었다<그림 5>. 그것을 각 천 톤짜리 탱크 3개로 나누어, 첫 번째 통은 그
지역에 떨어진 빗물을 저장하여 하류의 홍수를 방지하고, 두 번째 통에 모은 물은 수자원으로 활용하니 지역
주민들은 아주 싼 값에 조경을 즐긴다. 세 번째 천 톤의 빗물은 화재나 정전 및 단수 시에 비상용수로서
긴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를 잘 적용하면 큰 돈 안들이고도 모두가 행복한 시설이 되면서 개발한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는 빗물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인하여 서울시에 빗물
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국의 다른 도시들은 물론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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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타시티의 다목적 빗물관리시설

(2) 모두가 행복한 오목형 옥상녹화
“모두가 행복한 돈버는 옥상”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35동에
840㎡의 꽃밭과 텃밭을 가꾸어 물-에너지-식량을 연계한 오목형
옥상녹화가 조성되었다. 이 작품은 2014년 국제적인 Energy
Global Award를 서울시와 함께 수상한 바 있다(4)<그림 6>. 이 지붕
에 떨어진 빗물을 받아서 홍수를 방지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고,
열섬현상을 줄이며, 채소를 심고, 지역주민들과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 옥상에 오면 누구든지 손해
보는 사람이 없이 행복하다. 서울시는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제도
<그림 6> 서울시와 공동수상한
Energy Global Award, 2014

화하여 널리 보급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3) IT를 이용한 분산형 빗물관리에 의한 재해방지
서울시는 2004년도에 국내 최초로 빗물조례를 만들었다. 빗물저류조와 IT를 이용하여 도심지 침수를 방지
하기 위한 방안을 브로셔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한 적이 있다<그림 7>.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시설의 빗물 수위를 모니터링하여, 큰 비가 오기 하루 전에 미리 시민
들에게 연락을 하여 저류조를 비워 놓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부족한 하수도의 용량을
키우지 않고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협조를 해준 시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구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도시의 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방안이다. 이러한 IT를 이용한 첨단의 분산형 빗물관리의 동영상을 호주와 프랑스에서는
교과서나 기술매뉴얼에 넣어 교육하는 등 전 세계 사람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에서는
그 이후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
- 6 -

<그림 7> IT를 이용한 빗물관리 모식도

(4) 서울시 빗물조례
최근에야 비로소 서울시의 빗물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듯하다. 빗물이용시설을 만드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비용보조를 해주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 차원의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빗물주치의라는 제도도 만들
었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한 세미나나 행사 및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빗물관리 확산을 위한 활동이나 예산의 뒷받침이 매우 미흡하다. 그 이유는 집행부나 의회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계자가 빗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빗물관리의 목표가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건이나 관리 목표를 이루기 위한 빗물관리시설의 설계나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집행계획도 미흡
하다. 관리의 대상은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에 한정되어 서울시 전역에 일년에 떨어지는 빗물 양의 0.001%
정도도 안된다. 서울시에 맞는 고유하고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일본 등 외국의 것을 참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빗물관리 챔피언의 종주국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철학과 기술에
바탕을 둔 홍수도 막고, 가뭄도 막고, 비상용수도 해결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다목적의 분산형 빗물
시설”을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하여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과 실제 사례를
근거로 다음 세대에도 금수강산을 물려주기 위한 서울시만의 조례를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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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언

수토불이식 물관리
과거 유행가 중에 “신토불이” 란 노래가 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것을 왜 찾느냐?......
잊지 마라 잊지 마.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불이 신토불이 신토불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땅에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식의 물관리가 존재하고 있다. 왜 우리
기후나 지형조건에 맞는 기술과 철학을 두고, 그보다 못한 외국의 기술을 찾으려고 하는가? 우리 선조들이 만든
물관리 철학과 기술을 배경으로 하여, 그 위에 첨단의 IT기술을 첨가하여 만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땅에
맞는 물관리이다. 우리의 훌륭한 모범사례를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남의 것만 따라하려고 한다. 우리 땅에는 우리에 맞는 물관리, 수토불이(水土不二)를 제안한다.
한국식 빗물관리는 새로운 한류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수 천년 동안 최악의 자연조건을 극복한 우리
나라의 물관리 철학과 기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5). 여기에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6),(7),(8), 첨단의
기술을 접목시키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기술과 철학은 그 제목 자체가 “모두가 행복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에 바탕을 둔 순수한 것
이라서 시작부터 호감을 주어 다른 나라의 기술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우리식의 물
관리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 다음에 경제적, 정치적 협력방안을 구상해보자.
최근에 불어온 한류의 시작은 춤과 노래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 다음 단계는 대한
민국이 가진 철학과 과학기술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새로운 한류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신만 가지면 우리의 젊은 청소년들이 전세계를 무대로 활약하여 우리 선조들의 빛나는 전통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마라 잊지 마, 너와 나는 한국인, ⽔⼟不⼆, ⽔⼟不⼆,⽔⼟不⼆야....

▷▷ 참고문헌
1) Seoul begins leap the rainwater harvesting, IWA, Water 21, Apr. 2006, pp. 52-53
2) Seoul’s Star City: A rainwater Harvesting Benchmark for Korea (Cover Story), IWA Water 21, Dec 2008, pp17-18.
3) Worldwide rainwater harvesting potential: South Korea leads the way, IWA Water 21, Dec.2010, pp 47-49.
4) 2014 Energy Global Award: http://www.energyglobe.info/southkorea2014?cl=english
5) 빗물관리 한국선조들의 지혜, 과학과 기술 (과총), 2014, 12월, pp84-85
6) 빗물과 물순환, 한무영 역, 2014, 씨아이알
7) 기후회복을 위한 새로운 물 패러다임, 한무영 역, 2014, 씨아이알
8) 빗물과 당신, 한무영, 강창래, 2012, 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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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정보
기술심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공공사업 기술심사로 379억 원 절감
서울시가 작년 한 해 시가 발주하는 기술용역과

공동주택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

건설공사 등 총 3,192건의 공공사업에 대한 집중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되짚어

적인 기술심사를 통하여 총 379억 원의 예산을

보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효율 1등급(의무규정)이

아꼈다.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 관련 심의기준을

핵심적으로는 모든 공공사업 발주 전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심사과정’에서 199억 원, 공무원

개선·보완하는 등 건설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7〕

직접 설계 수행으로 145억 원의 용역비를 아꼈으며,
특히 시 직원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공사비 검증
프로그램 운영으로 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개선방안 시행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시에서 직접 산하 사업
소와 자치구 등 점검 대상 기관을 돌면서 설계
변경 적정성을 점검하며 금액환수 및 줄이는 식

분

용역비 적정성 사전심사

적인 언론보도와 관련, 최근 4년간 시행한 용역 중
31건을 표본으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

으로 7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구

서울시가 최근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부정

5개 분야(터널, 지하철, 교량 · 고가차도, 복개구
건 수

절감액(억 원)

조물 · 상수도,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1,091

199

기술직 공무원 직접설계 수행

890

145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

230

7

점검은 참여기술자 관리 실태, 시험 항목 누락

설계변경 원가계산 검증 프로그램 활용

887

9

및 기준수량 충족여부, 시험데이터와 용역보고서

94

19

3,192

379

물가변동 조정금액 적정성 검증
총

계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였다.

일치 여부, 진단 측정장비 검·교정 시행실태,
개정된 세부지침 적용여부, 현장 점검 지적사항에

이중 ‘물가변동 조정금액 적정 산출 검증 프로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마련하였다.

그램’은 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때 변경
금액과 조정률 등을 입력하면 오류 여부를 자동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작년 서울시 직원

① 투명한 참여기술자 관리로 내실있는 진단 유도

들이 자체 개발한 획기적 검증 프로그램이다.
또한 ‘설계변경 원가계산 검증프로그램’은 건설
공사 설계 변경 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경
비가 과다 계산됐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
으로 시 직원들이 지난 ‘10년에 직접 개발 · 보급
한 것이다.

작업일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기술자의 투입현황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작업
일지 및 참여기술자 관리대장 등 공통양식을 제공
하고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로 책임감을 유도한다.
② 시험 데이터 보관 방법 개선

한편, 시는 올 한 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동
주택 등 시설물 하자발생 예방과 선진에너지 정책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으로 손꼽히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분야의

보고서의 형태로 진단보고서에 수록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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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되어 있으나 철근탐사, 염화물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을

시

홈페이지

함유량 시험데이터 위주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

(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하였다.

이므로,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의 모든 시험 데이터

공개대상은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원장, 야장)는 용역보고서 부록편에 수록하여

아우르는 ▴5억 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3억 원

제출토록 하고 발주부서에서 보관·관리토록 한다.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③ 진단 측정장비 검·교정 대상 확대로 검증 강화
법정 검·교정 대상 측정장비가 6종에 불과하여
장비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진단에 사용되는 주요
측정장비(13종)로 확대하고 감독자 성적서 확인
후 현장 투입토록 한다.
④ 체크리스트 제공 및 교육을 통한 감독자 역량 강화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해설서에 의거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분량이 많아 어려움이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로, 총1,639건이다.
서울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충분한
준비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사와 용역의 품질
강화에도 기 여하기 위해 ‘13년부터 연간 발주
계획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발주계획 사전공개 총 조회수는
‘13년 약 1만2천 건에서 작년 약 1만8천건으로
50% 증가하는 등 관련 업체와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있으므로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교육을

이번에 공개된 올해 발주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실시(‘15. 2. 9. 15시~17시, 후생동 강당)하여

▴토목공사 282건 6,284억 원 ▴건축공사 69건

감독자 역량을 강화한다.

8,220억 원 ▴조경공사 18건 619억원 ▴설비공사

⑤ 정밀안전진단용역 건설기술심의 강화

202건 3,691억 원 ▴용역 311건 1,791억 원 ▴

용역보고서, 외관조사망도 등 도서검토 위주의

물품 757건 1,332억 원이다.

건설기술심의를 심의위원, 발주부서, 용역사 합동

공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으로 현장검증을 추가 실시하여 심도있는 심의

분야별 정보 → 세금 ․ 재정 ․ 계약 → 계약 →

이행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조회서비스 → 발주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보한다.

공개 항목은 ▴분야 ▴사업명 ▴사업비(천원)

이 외에도 상·하수도 시설물의 경우 용역발주

▴발주시기 ▴발주기관 ▴전화번호 등 6개로,

시기 조정, 발주부서 자문회의 최소 2회 이상

엑셀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발주시기별, 기

실시, 재료시험 결정횟수 및 미실시 사유 명기

관별, 분야별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등 기타 개선내용을 마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용역

시는 발주계획이 변경되거나 신규 사업이 발생

이나 향후 용역 시 시행토록 각 발주부서에 통보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월별로 업데이트해

하였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2〕

2015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발주계획 공개

〔계약심사과 (02)2133-3307〕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 발표
서울시가 최근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

서울시가 올 한해 총 2조 1,937억 원 규모의

화재와 관련해 서울시내 도시형생활주택 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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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와 1차 안전점검을 통해

방염뿜칠 ▴출입문을 갑종 방화문으로 교체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대상 건축물이 민간 소유인만큼 화재예방

조사결과 ①외벽가연성 마감재 시공 ②후면 드라이
비트 공법 시공 ③협소한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

시설 설치비용을 저리융자 · 알선 등을 통해 조기에
시설 교체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④비상구 앞 적치물 적치 ⑤1층 필로티 천정에

이 외에도 소방차 진입로 확보, 소화기 · 완강기

가연성 마감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⑥완강기

등 사용법과 화재 시 피난요령 주민교육을 실시

고장 ⑦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등이 주요 문제점

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입주자 안내 매뉴얼을

으로 확인됐다.

작성 배포한다.

이에 서울시가 5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이와 관련해 시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마련한 「도시형생활주택

에도 이러한 사항을 모두 적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안전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새로 지어지는 민간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첫째,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도 강화된 기준을

이러한 수준을 갖춰 화재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마련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을 11층

아울러 시는 이번에 실시한 12개소 도시형생활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 ▴6층 이상 건축물은

주택 표본조사에 이어 준공된 도시형생활주택에

전층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 의무화 ▴1층 필로티

대한 전수 합동 안전점검을 2월 3일까지 완료하고

갑종 방화문 및 열 · 연기 감지기 설치 ▴1층

발견된 개선사항은 보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필로티 천정 마감재는 비가연성재료 사용 의무화,

※도시형생활주택은 전 · 월세난 심화, 1~2인 가구의

1층 필로티층 상부(2층 바닥)를 내단열로 하거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제도

외단열로 할 경우 비가연성재료(불연 · 준불연 ·

로서, 단지형 연립 · 다세대주택 50세대까지 건축허

난연재) 사용 의무화 ▴주차대수 강화 등이다.

가 대상이며 ▴건물과 건물간 간격(일반 공동주택
0.5H의 절반인 0.25H ▴주차장 설치(세대당 0.5 ~

시는 이 기준을 건축심의·허가를 통해 우선 준수

0.6대, 일반 공동주택 세대당 1대)에서 일반 공동주

하도록 유도하고 추후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의무

택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화할 계획이다.
둘째, 공사 중인 건축물 중 골조공사 시공 전인

〔건축기획과 (02)2133-7101〕

곳은 설계변경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 방화문 설치 등 화재 예방시설을
적용하도록 하고, 골조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사업 추진
서울시내 29개 놀이터가 미끄럼틀, 그네, 시소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 방화문 설치 등 화재

중심의 획일성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개념의 놀

예방을 위한 재료로 변경토록 유도한다.
셋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으로 1층

이터로 탈바꿈된다.

필로티 천정에 가연성소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서울시 도시공원 및 기타 공원 내에 있는 총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열 · 연기감지기 설치

1,357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불연 · 준 불연재료로 천정 기밀 추가시공 및

96%(1,300개소)가 안전기준 적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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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가운데, 시가 안전기준 미달이거나(24개소) 안전

특히, 3곳에는 세이브더칠드런, 한국공원시설업

기준은 충족했지만 노후한(5개소) 놀이터를 철거,

협동조합 등 민간단체가 사업비 전액을 투입해

창의적 · 모험적 놀이터로 탈바꿈시켜 어린이놀이

조성을 주도하고, 시, 자치구, 지역 주민이 함께

터의 새모델을 제시한다.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어린이놀이터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공원 조성 과정에서도 기존 관 주도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는 물론 부모, 교사,
조경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청책토론회는
물론, Daum 아고라 토론방까지 개설, 온·오프
라인을 아우르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사업’의 주요 골자는
①공원 내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26개소)
②민·관 협력 지역 거점 놀이터 조성(3개소) ③

[ 관악구 난곡어린이공원 계획(안) ]

‘좋은 어린이놀이터 10계명(안)’ 제정 ④주민 참여형
놀이터 유지관리체계 마련 등이다.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1〕

장충체육관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재개장
서울시가 지난 ‘12년 5월 장충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한 지 2년 8개월
만에 공사를 마치고 1월 17일(토) 재개장하였다.
1963년 2월 1일 국내 최초 실내경기장으로 개관,

[ 서대문구 거꾸로어린이공원 계획(안) ]

거대한 거미집에서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오르
내리는 놀이터(관악구 난곡어린이공원), 톰소여로
변신해 요새와 미로에서 숨바꼭질하고 뗏목을 타고
모래바다를 건너는 놀이터(은평구 구산동마을마당)

아마추어 농구를 비롯해 김일 선수의 프로레슬링
경기, 12대 대통령 선거까지 수 많은 역사를 간직한
장충체육관이 50년 만에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부활한 것이다.

같은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사업은 어린이
날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5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안전기준 미달인 나머지 놀이터 33개소 역시
국비(4개소)와 자치구예산(7개소)을 확보해 정비

외부디자인은 부채춤, 강강술래 등 한국의 대표

하거나, 우선 철거(22개소) 후 각 놀이터마다 테마가

적인 춤과 놀이를 웅장하고도 역동적인 곡선으로

있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터로 개선해나갈 계획

형상화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이다.

돔의 지붕(앵글 트러스)을 전면 철거하고 현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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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법을 이용한 파이프트러스(Truss) 구조로
교체해 천장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신설된 지하 2층에는 그동안 부족했던 선수들의
연습 공간이자 체력단련 공간인 564.7㎡ 규모

또, 기존 노후 구조물에 강판 및 섬유보강판을

보조경기장, 헬스장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이 이용

보강해 내력이 부족한 구조체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했다. 이 때 관람석, 기둥, 보 등 사용가능한 기존

아울러 ▴지하1층엔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실’ ▴지상1층 주경기장

구조물은 재활용했다.

및 선수대기실, 심판실, 관리실 등 경기 관련 및
운영지원시설 ▴지상2층 일반관람석 및 매표소,
카페테리아 등 서비스시설 ▴지상3층 일반관람
석이 자리하였다.
한편, 장충체육관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예비 인증을 받았으며, 본 인증을 받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02)2133-2681〕

「‘1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국토교통부가 201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공표
하였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월, 12월)에 걸쳐
그 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전체 2,495개 품셈 중 금년에는 총 348개 항목
(상반기 54, 하반기 294)이 정비되었으며, 주요
관람석엔 가족 · 연인석 등 테마석과 장애인 배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이 마련됐으며, 뮤지컬, 콘서트 등 각종 문화

▴토목분야 :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

공연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음향, 조명, 전광판,

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 및 해머비트에

방송중계 설비 등도 갖췄다. 3호선 동대입구역-

의한 암반 천공을, 고압주입 분사공법에서 초고압

체육관 전용 연결통로가 신설돼 접근성도 높아졌다.

펌프(400kg/㎠)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신규 반영

장충체육관은 리모델링을 거치며 당초 지하1층

하였다.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 ~

~ 지상3층(연면적 8,385㎡)에서 지하2층 ~ 지상

2,000mm에서 2,000 ~ 3,000mm까지 확대하는

3층 연면적 1만1,429㎡, 관람석 4,507석 규모로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하고,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

커졌다.

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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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

나. 기존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지정

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다양한 도장면(콘크

(안 제7조 신설)

리트, 철재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장

∘ 기존건축물의 종류를 사용승인을 받은 후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하였다. 수장 및 목

10년이 경과된 공공건축물 중 고시에 규정

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재료 유형

된 성능개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건축물

형태로 체계화하였다.

(공공 ·민간)로 규정

▴기계설비분야 :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 공사의 범위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기존 현장제작 및 설치에서 완제품(공장제작) 반입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및 수선으로 신규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가스배관

규정

공사는 배관작업(m당)과 접합작업(개소당)을 분리

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등(안 제

함으로써 가스배관의 설치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8조 신설)
∘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품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 · 절차 마련

기준이 불분명하여 예정가격 산정에 어려움을

- 에너지소비량 보고기한, 보고사항, 에너지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도움이 될 것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으로 기대되며,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

계획 등을 규정

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

라.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설치(안 제10조

re.kr)에서 확인(다운로드)이 가능하다.

신설)
∘ 일사조절장치 설치가 필요한 창호 또는 외벽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1〕

건축재료를 채광 · 조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공고

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안 제15~19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법률

신설, 부칙추가)

제12703호, 2014.5.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

∘ 자격의 원활한 관리 · 운영을 위해 시험일정,

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응시자격, 검정수수료, 시험절차, 전문기관,

규정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교육훈련, 자격관리 등 신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5년 3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기초자료 제출기관(안

「터널표준시방서」 개정 내용 고시

제2조 신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 기초자료 제출대상 전문기관으로 에너지관리
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을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터널표준시방서」를
전면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신규 지정

이번 개정목적은 터널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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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여건 변화 등에 따른

○ 지하철

8호선 구간의 굴착완료후 토피가

합리적 터널표준시방서 개정과 최근 지속적으로

1.7~3.8m 정도로 공사중 부력에 대한 안정성

발생하고 있는 터널 굴착현장 붕괴사고 방지를

검토를 수행할 것

위한 관련 시방기준의 재정립, 타 기준과 상충된
내용에 대한 정비, 최근 연구수행 완료된 국가연

○ 흙막이 가시설 중 사보재 양단부는 Jack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전단력 영향에

구과제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터널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02-3465-3663)로 문의하면
되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

■ 제135차 난지배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암거 안정성 검토에서 철근실측치와 오래된

에 게재될 예정이다.

도면(2구간 : 1987년 실시설계도, 3구간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1983년 하천구조 표준도)을 활용하였으나,
2구간, 3구간 시공 시 설계 적용 적정성과

‘15년 1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전차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 결과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안정성 검토를 시행하여 보완할 것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이후, 금회 진단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에서 다시 손상된 부분으로 평가된 곳은 어느

○ 접속방법

곳인지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상태평가 결과로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주요정보 →

제시된 수치데이터를 이용한 검토의견 및 보수

회의록 → 위원회회의

‧ 보강 우선순위 등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 바로가기(http://gov20.seoul.go.kr/discuss/cmeeting)

○ 시설물의 안전등급 D등급으로 긴급 보수보강
시행 이전에 우선 조치(중점 유지관리)해야
할 사항 등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 제134차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 참여기술자의 성명, 업무, 실제 참여기간 등을

실시설계용역 설계 심의

명확하게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석촌호수 인접 공사임을 고려 지하수위 변동이
본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시공 전, 중, 후의 지하수위 측정데이터 등
주기적인 지하수위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 제136차 녹번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조사된 0.3㎜이상의 균열에 대해서는 각각 관리

도면에 상세히 명기(note)할 것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번호별 구조물 균열 끝

○ 공사중 작업구가 당초 2개소에 계획되어 있으나

지점에 지워지지 않도록 착색 및 번호를 표시

작업여건 및 교통처리 단계에 따라 위치의

하고, 정기점검시 점검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이동 및 설치 개소 증가 등에 대한 검토가

균열 관리번호에 따른 별도 외관조사망도를

필요하며, 작업구 계획을 가시설 계획도(복공

작성하여 균열의 진행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계획), 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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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결과 철근 노출부가 다수 발견되고

일괄 50mm를 적용하였으나, 측정 피복두께가

있고, 측정 피복두께가 설계기준 값을 만족하지

설계기준 값을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안전성 평가를

이를 고려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토록 보완바람

수행하기 바람(안정성평가시 적용 피복값을
명기하기 바람)

■ 제3차 오류천 복개구조물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심의

■ 제1차 봉천천 복개 정밀안전진단심의

○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 및 경관 향상
등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봉천천내 4곳의 횡단교량이 복개박스 수준으로

(VE) 실시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하류 시점부에서 박스 하부 세굴이 발생되어

- 기본설계 60% 이전, 실시실계 60% 이전 단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에서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설계에 반영

강구할 것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 하천 시점부 박스 하부를 횡단하는 차집관로의

○ 용역 특성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추진사항
합동검토

중간슬래브 안전검토 필요 : 슬래브 마모로
인해 d값 축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조

-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검토를 실시하고 단면 복구 방안을 수립할 것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 가시설 설계시 지하매설물 조사 철저히 할 것

■ 제2차 욱천 1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과업구간 내 0.3m이상의 균열발생 현황을 전체적
으로 재조사 하고, 조사된 0.3㎜이상의 균열에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의무화(공간
정보담당관 운영)

대해서는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번호별

·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조물 균열 끝 지점에 지워지지 않도록 착색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

및 번호를 표시하고, 정기점검시 점검자가 휴대

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균열 관리번호에 따른 별도 외관

· 설계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지하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균열의 진행여부를 확인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가능토록 할 것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이행

○ 상태평가에서 염화물함유량 시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며, 안정성 평가는
구조물 Type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완할 것
○ 현장조사시의 암거의 피복두께는 20mm ~
115mm로 조사하고, 부재 단면력 검토시에는

-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철저
이행
· 지하시설물 조사 등 사전조사를 소홀하게
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업무
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철저 이행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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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소개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초기 사인장
균열제어를 위한 합성수지 응력분산 곡면판 설치 공법(제744호)
(보호기간 : 2014. 09. 26. ～ 2019. 09. 2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 합성수지 응력분산 곡면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재료
특성(건조수축, 온도변형 등)에 의한 초기 사인장 균열을 제어하는 공법이다.
(2) 내용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을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 응력집중현상
으로 발생하는 초기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으로 개구부코너에 집중되는 응력을 원활하게
전달 분산하고 구속효과를 경감한다.
․ 초기 사인장균열을 효과적으로 방지
․ 수월한 현장시공과 저렴한 단가로 경제적
․ 건축물의 외관을 미려하게 유지
․ 구조체 내구성 확보로 품질개선
․ 종전의 문제점을 해소한 사인장균열 제어공법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응력분산곡면판”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개구부의 단부 수직, 수평 보강철근이 직교하는
코너의 내측에 설치
(2) 벽체의 두께에 맞춰 결속선으로 결속, 개구부 코너를 원형으로 감싸는 형태로 긴 결되고
곡면판 내측에 거푸집을 조립
(3) 조립된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 콘크리트와 일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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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분산곡면판 설치 중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후

2. 국내 · 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 62개 지구, 122,330개 공급

(‘14. 08. 31 현재)

연번

공사명

발주처명

시공자명

공사기간

공사규모

1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A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도국제화
복합단지개발(주)

롯데건설(주),
(주)한진중공업

2010.10∼2013.10
(36개월)

아파트 13개동
1439호

2

인천공항출입국
지원센터신축공사

법무부

케이에스엘건설(주)

2011.05∼2013.08
(27개월)

지하1층지상3층
3개동

3

창원오동동 주택
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오동동
지역주택조합,
중앙건설주식회사

중앙건설주식회사

2012.02∼2014.08
(30개월)

지하1층지상33층
5개동

4

여수웅천지웰 3차
아파트 신축공사

하나다올신탁
위탁사:(주)신영

주식회사 한라

2012.05∼2014.10
(29개월)

지하2층지상25층
9개동

5

광주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신축공사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 주식회사

2012.06∼2016.03
(45개월)

지하2층지상33층
35개동

6

서울대학교병원
메디컬HRD센터
건립공사

경남기업(주)

(주)성진건설산업

2012.10∼2014.04
(18개월)

지하1층지상7층
1개동

7

삼척시 건지동
코아루플러스아파트
신축공사

(주)한국토지신탁

우남건설(주)

2013.03∼2015.04
(26개월)

지상19층5개동
부속2개동

총공사금액
(신기술 공사금액)
241,073백만원
(610천원)
(460EA)
8,740백만원
(481천원)
(220EA)
80,205백만원
(12,000천원)
(3,000EA)
89,057백만원
(1,774천원)
(1,224EA)
635,360백만원
(480천원 )
(400EA)
13,843백만원
(2,040천원)
(600EA)
31,599백만원
(2,970천원)
(3,000EA)

비고
시공사 확인

시공사 확인

시공사 확인

시공사 확인

시공사 확인

시공사 확인

시공자 확인

나. 향후 활용전망
균열방지를 위한 기존기술은 시공이 까다로우며 균열방지효과가 없고, 발생한 균열은 진행형으로
균열하자에 대한 시공사 보수의무기간 10년이나, 신기술은 균열이 제어되면서 시공 간단, 비용 절감,
유지보수비 절약, 품질개선, 건축물 미관확보 등 시공 VE 달성으로 확대보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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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 · 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신기술

기존 기술
균열방지보강철근설치

치장줄눈 시공

사 진

차별성

변형구속에 의한 응력을

보강철근 설치가 어렵고

일부 균열이 사인장으로

분산,유도하고 저감하여

방지효과가 없어 균열이

진행되며 발생한 균열은

초기 사인장균열을 제어

지속적으로 발생

균열하자로 10년 보수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해석 및 실험결과 균열발생의 주요 원인인 온도수축 시 32%, 건조수축 시 43%의 인장응력 감소
효과가 있는 응력분산곡면판을 콘크리트구조물에 적용한다.
⋅ 균열을 간단하게 효과적으로 방지
⋅ 수월한 현장반입으로 시공용이
⋅ 저렴한 단가로 공사비 절감
⋅ 건축물의 외관을 설계대로 유지
⋅ 균열하자 보수의무(10년) 해소
⋅ 구조체 내구성 유지 및 품질개선
- 균열방지 및 비용절감으로 건설시장 수요증가 예측이 가능하다.

(3) 국내 · 외 기술 대비 경쟁력
- 작업시간 단축, 공사비 절감, 시공성 향상, 유지관리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시공 VE를 달성할 수 있고,
기준강화에 의한 균열하자 보수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응력분산 곡면판 설치공법”이 필요
하다.
- 응력을 분산저감으로 초기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국내 ․ 외 유일한 기술로 해외시장에서도 경쟁
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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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신기술
표기

규격

일위

w :

A-1호표
일위

150mm
w :

A-2호표

200mm

기존 기술
단위

합계(A)

개소

1,850

개소

2,478

표기
일위
B-1호표
일위
B-1호표

단위

합계(B)

절감액
(C=B-A)

절감률
(D=C÷B)

개소

6,167

4,317원

70.0 %

개소

6,167

3,689원

59.8 %

(2) 공사비 절감
- 균열보수비 절감
․ A-1호 절감액 4,317원 (절감률 : 70.0%)
․ A-2호 절감액 3,689원 (절감률 : 59.8%)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를 절약
(3) 작업시간 단축
- 응력분산곡면판 작업시간 측정결과
․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평균 13초 소요
․ 공수는 0.0005 인
․ 사인장균열방지철근 작업시간 87초 소요
- 준비작업, 자재운반, 현장정리 등을 동일조건으로 하고 기존기술 기구손료,기계 등을 제외한
신기술 응력분산곡면판 설치와 기존기술 사인장균열방지철근 가공 및 현장조립에 소요되는
작업시간 비교
․ 기존기술과 비교 작업시간 1/6배로 단축
(4) 유지관리비 절약
- 한번 발생한 사인장균열은 건조수축과 온도수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진행형으로
지속적인 하자보수(시공사 보수의무 10년)가 필요
- 응력분산곡면판 설치공법은 초기의 사인장균열 제어로 추가 부담되는 유지관리비용 절약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 사용재료는 재생합성수지를 활용하고 철근을 대체하여 자연친화적
- 연간 10만호 적용 시 117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
- 균열방지성능에 대한 효과로 보급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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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판넬에 T형·H형 프레임을 적용한 외부 보강형 물탱크 조립기술(제746호)
(보호기간 : 2014. 11. 10. ～ 2019. 11. 0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조립식 외부보강 T프레임과 칸막이보강 H프레임을 조립식 물탱크용 판넬과 결합시켜,
외벽과 칸막이의 수압에 저항하는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 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저장식수의

부식오염방지와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외부보강

공법으로

물탱크 내부에 복잡한 격자형식 보강 환봉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보강 T프레임과 칸막이 H
프레임을 물탱크용 판넬과 합성 조립하여 외벽과 칸막이 수압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공법이며,
물탱크 내부에 수압 저항용 금속 환봉을 제한하여 청소 시 활동이 자유롭고 물탱크에 비축된
물의 위생적인 유지 관리가 용이한 외부 보강형 물탱크 조립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신기술 대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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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콘크리트 위에 저면 판넬 배치 및 조립(그림 ①, ②)
2. 저면 판넬에 PE시트 융착 시공(그림 ③)
3. 저면 판넬 조립 후 측면 판넬은 T프레임과 결합조립(그림 ④)
4. 조립된 측면 판넬을 저면 판넬과 조립 시공(그림 ⑤)
5. 조립된 칸막이 판넬을 하부 판넬과 조립 시공(그림 ⑥)
6. 측면 판넬 조립 후 상부 판넬 조립 시공(그림 ⑦)
7. 사다리, 배관, 후렌지, 수위계, 환기구 등 기타 조립 시공
8. 조립 완성된 제품을 점검 및 검수(그림 ⑧)
9. 물탱크 청소 및 충수, 검수
2. 국내 · 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 공규모

시 공기 간

지 역

1

사천 덕진 임대아파트

태거플랜트㈜

17 X 26 X
3H(1,326톤)

2010.8.10.2010.9.6

사천시

2

3

4

5
6

순천 신대배후단지 A-2블럭 중흥
29 X 35 X
중흥토건㈜
2012.10.10.~20
S-클래스 신축공사 중 물탱크 납품
3.0H(3,045톤) 외
순천시
외
12.11.15. 외
및 설치 외 3 건
4대(9,739톤)
하남2지구 C-1BL 중흥 S-클래스
20.5 X 25 X
중흥건설(주)
2012.10.10.~20
신축공사 중 SMC 물탱크 납품 및
3H(1,537톤) 외
광주시
외
13.10.31. 외
설치 외 2건
6대 (2,227톤)
부산신호2102B/L현장 외 3건

㈜부영주택

7 X 33 X
4H(924톤) 외
3대(3,496톤)

2013.06.12.~20
부산시
13.7.10 외

행정중심복합도시 1-3 생활권 M4BL
21 X 24 X
중흥에스클래
2013.11.29.~20
중흥 S-클래스 신축공사 중 물탱크
3.5H(1,764톤) 외
세종시
스㈜ 외
13.12.10 외
납품 및 설치 외 5 건
16대 (5,873)톤
금호건설(주) 익산신동 재건축

금호건설
(YDT)

354 m2 X 4H
외 2대(1503.5톤)

2013.10.15.~
2013.11.10

익산시

나. 향후 활용전망
일반적으로 조립식 물탱크는 각종 건설 및 공용 건축물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와
각종 산업용수, 소방용수 확보 등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 · 외 물 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기존 물탱크 시장의 수질관리에 대한 향상된 공법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조에 따라 기존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내부 보강공법의 보강재 부식에 따른 수질 오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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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격자환봉 설치로 청소 및 유지관리 어려움의 문제점을, 신기술은 탱크 내부의 금속 환봉을
제한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청소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공법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내 · 외 건설시장에 부응하는 외부보강 물탱크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 · 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의 내부보강 판넬 조립식 물탱크는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지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금속계
환봉을 격자로 설치하여 수압을 지탱하는 공법이나, 신기술은 내부 보강재를 제거하여 부식문제
및 수돗물 2차 오염 등을 해소하였으며,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o 내부 부식문제 및 2차 오염 방지로 위생 안전성 확보
o 금속 보강재 미사용으로 시공 및 현장 적용성 향상
o 현장용접으로 인한 재해 및 작업환경의 저해 요인을 개선
o 내부 청소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저수조 설치 규정에 따라 저수조 물탱크는 건설현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먹는
물의 수질관리와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층의 욕구 증대로 외부 보강 물탱크의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내부보강공법의 복잡한 내부보강재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신기술로의 공법전환이 불가피하며, 외부보강시스템을 통해 국내 기술시장 확대와 기술수출을
선도할 것이다.

(3) 국내 · 외 기술 대비 경쟁력
○ 물탱크 – 수돗물이 안전하게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 저장 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함
o 국내 시공되고 있거나 사용 중인 대부분의 내부보강 판넬 조립식 물탱크는 내부에 격자로
환봉이 설치되고 있음
o 금속성 내부보강재의 부식으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복잡한 격자보강 환봉으로 청소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비위생적임
o 환봉이 고정된 브래킷부에 집중되는 과도한 장력에 의해 판넬 파손 및 누수 등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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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은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제품으로 탱크 내부에 보강 환봉을 사용하지 않아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며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공법이다.
특히 진동대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의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킨 공법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에
서도 기술 경쟁력을 갖춘 외부보강 물탱크이다.

<국내물탱크 내부>

<일본 외부보강물탱크 내. 외부>

<신기술 물탱크 내부>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2) 공사비
이 신기술은 물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격자 환봉이 제거됨에 따라 기존의 내부보강형 SMC
대비 평균 5.1%, PDF 탱크 대비 평균 7.5%, 스테인리스(STS) 물탱크 대비 평균 20.5%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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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88ton

2944ton

SMC내부보강 물탱크

191,438,246

257,320,000

PDF 물탱크

199,100,000

260,900,000

STS 물탱크

229,200,000

306,980,000

신기술
(NICE외부보강 물탱크)

182,957,689

242,578,276

비

고

(3) 공사기간
신기술은 모든 공정을 표준화된 설계제작으로 조립공정의 일괄성 및 편리성으로 타 공법 대비
약 20%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가진다.

(4) 유지관리비
기존 내부보강형 물탱크는 내부의 복잡한 환봉으로 인해 청소 시 장비반입이 곤란하고 청소
인력이 과다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신기술 물탱크는 내부에 격자환봉 등 부속자재를 사용
하지 않아 내부를 청결히 유지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며 청소비
절감이 가능하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기존 제작 공법 대비 내부 보강재 미사용으로 부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기존의
현장 용접제작으로 인한 재해, 작업환경의 저해 요인을 개선하여 현장 적용성을 향상시킨 공법
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따른 수돗물 수질의 적정관리의 기술적 요구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의 수요 창출과 전반적인 건설 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술 내용이 활용될 것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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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술정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국 연방도로청의

미국 연방도로청(FHWA)의 대응

새로운 제안

이러한 도로이용자의 특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 연방도로청(FHWA)은 1998년 처음으로 고령

여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점유율이

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동수단은 자가용이고 고령화될 운전

도로 설계 및 운영, 공학적 대응사례를 담은

자와 보행자가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Older Driver Highway Design Handbook을 발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로이용자의 고령화는 신체

하였다.
2001년에는

및 지각 능력의 다양한 변화 뿐 아니라, 준 대중

적용

경험과

피드백을

토대로

교통과 응급차량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Highway Design Handbook for Older Drivers

된다.

and Pedestrians, 2014년에는 Handbook for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자의 이동

Designing

Roadways

for

the

Aging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를 고려한 도로

Population을 발간하였다. 세 번째 버전에서는

설계 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인 고령 운전자로 간주한
다는 점에서 이전 버전과는 차이가 있다.
2014년 버전에서는 고령자 행태의 최신 연구

미국의 인구구조 변화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

결과가 포함되었고 지침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

인구는 2012년 4,300만 명에서 2020년에는 5,500만

으며 신규사례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아직 모든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7,210만 명으로

주(State)에 완전히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고령화

미국 운전자의 약 20%를 차지하게 된다. 제2차

되는 도로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46 ~ 1964

으로 기대된다.
▶ FHWA의 Handbook

년생)에서 노령자 수가 증가함에 따른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21세기 초에는 여러 면에서 도로계획
및 디자인 시, 설계 운전자(design driver)와 설계
보행자(design pedestrian)는 65세 또는 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대상이 될 것이다.

<1998년 1st Edition>

<2001년 2nd Edition> <2014년 3rd Edition>

▶ 미국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Handbook for Designing Roadways for the
Aging Population 소개
출처 : 미국 통계국(Census Bureau) News Releases CB12-243,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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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book의 구성

▶ Handbook 적용 절차

PART I은 고령자와 연관이 있는 5개의 카테고리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설계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는 교차로로서 고령운전자에게
사고위험이 가장 높고 고령보행자에게도 사고노출이
가장 많은 지점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차로의

■ 신규로 추가된 사례(Promising Practice) 중 주요 내용

합류와 분류가 발생하여 주의와 집중력이 요구되는

2014년 Handbook은 보완된 33개의 기존 설계안

인터체인지, 세번째는 곡선반경과 추월구간이다.

외에 18개 신규 설계안과 이에 대한 20개 권고안이

네번째는 돌발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집중력이 필요

추가되었다.

한 고속도로 공사구간, 마지막은 철도와 도로의

▶ 카테고리별 구성

평면교차지점이다. PART II에서는 PART I에서 제시한
지침과 관련된 이론적 · 실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Handbook 적용절차

Handbook의 적용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어떤 문제가 고령 도로이용자와 연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로서 총 4개의 체크리스
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다. 이 때

2014년 Handbook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최소한 해당지역 인구구조의 데이터 취득 및 분석이

같다. 첫째, 이단 횡단보도에는 도로 중앙에 보행자

요구된다.

안전지대 설치, 둘째, 신호등 배면에 노란색 반사

고령의 도로이용자와 연관성이 확인되면 2단계에

보드 설치, 셋째, 보행자 횡단시간 산정시 보행속도

서는 적용할 디자인 요소와 처리방안(treatments)을

조정(2.8ft/s → 3ft/s) 및 보도 내 횡단 시작점을

구체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5개의 카테고리에서

고려한 6ft 추가를 제안하였다.

제시하는 모든 디자인 요소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보행속도는 ft당 0.2초 증가되었으나, 고령자가

하되 주(State) 또는 지방정부에서 진행중인 사업

보도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지점을 고려하여 6ft가

과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한다.

추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행자는 좀 더 길어진

마지막으로 진행중인 사업과의 차이점과 해당 개

횡단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넷째, 고령자의 인지

선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편익을 근거로 처리방안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신호교차로에 잔여시간이

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표시되는 횡단신호등을 설치, 다섯째, 표지판 시인
거리가 30ft 높아질 때마다 1인치 큰 글자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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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째, 이동식 VMS는 모든 차로에서 볼 수 있

‘roadway’, ‘older driver/pedestrian’ 대신 ‘aging

도록 충분히 높이고, 일곱째, 고령 운전자의 시인성

population’을 사용함으로써 도로이용자를 바라

확보를 위해 1개 차로당 1개 신호등 원칙 등을

보는 관점이 이전 버전에 비해 확대되었음을 공고히

제안하였다.

하였다.

▶ 고령운전자를 위한 FHWA의 새로운 제안
<출처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시사점
첫째, 보행속도나 인지반응시간 등과 같은 설계
파라미터의 조정은 정책 목표에 따라 의견이 대립
될 수 있으므로 인구구조변화 관련 연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정책적·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전제되
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서울시는 노인보호구역의
횡단시간을 연장 (보행속도 1m/s→0.8m/s로 조정)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
는데, 횡단시간 연장은 또 다른 도로이용자인 대기
차량의 손실시간과 탄소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FHWA는 계층간 의견 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Handbook의 PART II에 파라미터 조정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고령자를 도로이용자로 수용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도입과 실천이 필요하다. 2014년 미국
FHWA Handbook은 이전 버전의 ‘highway’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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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5년 1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용 역
발 주

3

심 의

사

업

명

사 업

사업비
(용역비)

개 요

오류천 복구구조물 확장

․ 하수관로 정비 L=1.3km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관로 현황조사 L=1.7km

심 의
결 과

13,000 조건부
(500)

채택

비

고

토목

․ 면적 19,979㎡, 연장 311m,
폭 32~62m
설계
심의

134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

․ 지상1층 : 버스 진출입로,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 지하1~2층 : 버스환승시설, 버스
주차장,

107,900 조건부
(1,908)

채택

토목

연결통로,

기계실, 집수정

정밀

․ 난지수문(제내,외) 2.5m*2.5m*3

135

난지배수문 정밀안전진단용역

136

녹번천복개 정밀안전진단용역 ․ B=8.9~23.2m, L=3,212m

(278)

1

봉천천복개 정밀안전진단용역 ․ B=8.9~23.2m, L=3,500m

(264)

련, L=112.7m

(39)

안전
진단
심의

2

4

5

욱천 1복개 구조물 정밀안전
진단심의

․ L=3,058m, B=8.9~18m

낙성대배수지 외 1개소 정밀 ․ 낙성대배수지 및 낙성대 가압장
안전진단용역

북부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 본선 B=25m, L=4,212m
․ 램프 B=5.8~5.9m, L=1,4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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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275) 재심의

(127)

(531)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5년 1월)
(단위 : 백만원)
심
기

간

분 야

사

업

사

현

황

명

건

축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소음차폐시설 및
시장도매인동 증축공사 설계용역 등 19건

교

통

도심연결 자전거간선망 구축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1건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689

605

2,228

2,177

기계설비

동두천 드림파워 열거래사업
타당성검토용역 등 2건

398

366

도

헌릉교 외 1개소 성능개선 실시설계용역
등 2건

122

114

10,300

9,407

785

783

로

상하수도

영등포동8가 59-1~17-1호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1건

전기통신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동부남부권) 등 8건

조

경

2015 안양천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57건

1,572

1,525

하

천

제방산책로 연결 및 진입시설 설치 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 등 5건

624

574

기

타

서울시립대학교 공동구 연결 및
유지관리맨홀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38

37

16,756

15,588

2015. 1.

계

120건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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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세상
기술자격 정보

시사상식 용어

< 2015년 제105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인 터 넷
1.09～1.16

2.01

사물인터넷, 사물지능통신(IoT)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 서 접수
(인 터넷)

3.27

3.30～4.02

합격자
발 표

Internet of things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기기
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5.22

서로 주고받아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상호 운용이 가능한 정보
통신기술로 실제 또는 가상의 사물을 연결해 향상된

< 2015년 제1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인 터 넷
1.30~2.05

3.08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3.20

실기시험
원 서 접수
(인 터넷)

합격자
발 표

3.23～3.26

5.08
5.29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사회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 1999년 케빈 애시튼 미국 매사추세츠공
대(MIT) 교수가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유무선 통신 장비를
활용해 물건과 물건 사이에 사람이 끼지 않고 통신이
이뤄지는 개념이다.

< 2015년 제1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인 터 넷
1.06~1.12

1.25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2.06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센서나 통신 기능이 내장된

실기시험
원 서 접수
(인 터넷)

합격자
발 표

2.09～2.12

4.03
4.17

기기(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해 주변의 정보를 수집
하고 이 정보를 다른 기기와 주고받으며 적절한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사람이 일일이 조작하거나 지시하지
않더라도 기계가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는 셈이다.
사물지능통신(M2M · Machine to Machine)이라고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q-net.or.kr]

한다.
사물인터넷은 가전에서부터 자동차, 물류, 유통, 헬스
케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가전
제품에 IoT 기능을 접목시키면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 원고를 받습니다 !

이용해 집 안의 세탁기나 냉장고, 조명 등을 제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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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궁길 15 (100-739)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E-mail : lucid@seoul.go.kr

있다. 물류에 응용할 경우 공장이나 사업장에 보유
차량, 창고 적재물 등 자산의 위치추적, 현황파악, 원
격지 운영관리에 사용하는 식이다.
[S한경 경제용어 http://s.hankyung.com/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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