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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년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위험사면의 크고 작은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직 ·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경사지 개발로  

축대, 옹벽, 절토사면 붕괴 및 자연사면에서의 산사태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 토석류 등 토사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서울에서도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 도심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산지 및 구릉지의 자연 · 

인공 위험사면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의 

특성상 위험사면 인접지역까지 주거가 형성되어 있어 산사태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에 분포하고 있는 위험사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조사를 통해 산사태의 

자연적, 인위적 발생요인들을 조사하고, 산사태 발생위치를 예측해야 하며, 발생에 따른 피해 예상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강우패턴이 국지성 집중호우로 변함에 따라 과거 사후 대응방식의 재해 

대책은 더 이상 대책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었으며,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림 1> 우면산 산사태 피해 전경(1)

  

<그림 2> 우면산 산사태 피해 전경(2)

 서울시 산지사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전 성 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여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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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사태의 정의 

 산사태의 정의는 사면붕괴의 사전적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사면붕괴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사면파괴 중 주로 지질구조의 요인에 의해 사면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활동하는 것을 산사태

라고 한다.”고 되어있다. 산사태는 암석이나 흙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사면 형성 물질의 

하향 움직임에 따라 낙하(fall), 전도(topple), 활동(slide), 퍼짐(spread), 흐름(flow)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나 일반적으로 산사태, 토석류, 낙석으로 나눌 수 있다.

구 분 산사태 토석류(flow) 붕괴·낙석(fall)

모식도

정  의

w 흙의 결속을 줄이는 비나 
지진에 의해 흙이나 암석이 
균형을 잃고 중력장에 의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

w 산사태 등과 같은 붕괴로 
인해 무너진 흙, 또는 계류 
바닥에 쌓인 흙, 돌 등이 
물과 섞여 흘러내려오는 것

w 산이나 벼랑 따위에서 돌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고결
도는 높지만 균열이 많은 
암석에서 주로 발생함

주안점

w 토질, 암질조건으로 풍화에 
대한 내구성, 균열정도 
및 침식에 대한 저항력

w 지질구조(단층, 변질대 등)

w 지하수(지중 함수량의 대소, 
지하수위의 고저, 수맥이나 
용수의 유무 등)

w 자연적 장애물 유무(고사목 
등)

w 암반의 절리균열 발달 방향과 
비탈면 방향성과의 관례

w 절리틈의 공학적 특성(연장
성, 방향, 폭, 충진물질 등)

<표 1> 산사태 분류

 

 2011년 7월 27일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 지방에 3일간 약 500mm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4일(7월 

26일 ~ 29일)동안 내린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40% 이상으로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발생하였다.

평년 연강수량
2011년

(1.1 ~ 7.31)

장마기간

(6.22~7.17)

피해기간

(7.26 ~ 29)

1450.5 1751.6(120%) 802.5(55.3%) 595.0(41.0%)

<표 2> 2011년 서울지역 강우 현황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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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강우전선 형성 현황(2011년 7월 27일)

 당시 강우패턴을 분석해 보면 동서 방향의 좁은 띠 형태의 강우전선이 형성되어 일부 지역에 집중

적으로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였으며, 서울 내에서도 강우량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국내의 지형 특성상 이러한 집중호우 발생시에는 대부분의 산지 사면이 붕괴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산지 하부와 절개지 및 

계곡부까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서울시에 분포되어 

있는 산지사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정량적인 검토가 수행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산지 사면에 대한 정밀한 현장 조사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인 위험도 분석

  ▴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구조적 대책)

  ▴ 위험도 예측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구조적 대책)

3. 산사태의 위험도 평가 및 대응방안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지 및 구릉지가 51개소에 

달하며, 총 3년의 과업을 통해 각 산지별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산사태 위험도 평가 방법에는 크게 체험적 기법, 통계적 기법, 결정론적 기법으로 분류된다. 체험적 

기법이란 산사태 발생지역의 조사를 통해 유발인자를 조사하여 각 인자에 인위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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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총합으로 위험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과거 이력에 근거한 가중치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체험적 기법의 경우 산사태 발생의 공학적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어 실제 위험도를 판단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통계적 기법 역시 산사태 유발 요인들 간의 통계적 특성식을 이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과거 이력에 자료에 근거한다. 결정론적 기법은 산사태 발생과 연관된 내적 · 외적 인자들 간의 공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함으로써 보다 정량적인 위험도를 평가하게 된다.

 최근 GIS와 연계된 다양한 결정론적 해석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국내 지반 조건에 부합된 

해석 기법을 이용 또는 개발하여 산지사면에 대한 위험도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도 

평가 결과는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응방안마련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SINMAP TRIGRS

GEOtop-FS SHALSTAB

<그림 4> 다양한 결정론적 해석기법

 산사태의 선제적 대응방안으로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대책은 

산사태위험도 평가 결과와 산사태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정량적인 발생 유량 산정을 통해 합당한 

구조적 방호시설의 위치 및 규모 선정을 말한다.

 비구조적 대책은 산지사면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산재되어 있던 자연 및 인공사면 등 분석에 필요한 현황자료(도면, 통계, 항공 및 위성

영상 등)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DB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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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산지사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흐름도 

관리와 산지사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 통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지

사면의 정보와 함께 상시계측 모니터링과 같은 산사태 예 · 경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4. 맺음말

 기후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재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재해의 발생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같은 광역 도심지의 경우 특히 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 ·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재해의 안전지역이라는 인식은 버려야 할 것이다. 과거 사후 

대응방식의 재해 대책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산사태에 대한 사전 검토와 예 · 경보 시스

템을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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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옥외 인공조명 빛 밝기 차등 적용

 서울시가 지나친 인공조명 빛공해로 인한 수면

장애, 생태계 교란 등 시민생활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제1종 ~ 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이처럼 ‘조명환경관리구역’

을 지정, 관리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13년 2월 2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정 · 시행에 따라 그간 조명환경관리구역(용도별 

조명밝기 기준) 지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등 사전 

절차 이행을 거쳐 제1종 ~ 4종 지역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정하였으며, 시민생활에 빛이 필요한 

곳은 충분히 비추어 안전은 확보하고 과도한 빛은 

절제한다.

 옥외 인공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광고 조명(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 돌출간판, 

10cm이상 가로형 간판 등)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이 포함

된다.

 차등 적용하는 빛은 크게 개인가정 창가에 스며

드는 빛을 나타내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와 도로를 

비추는 ‘발광표면 휘도’다.

 특히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주거지 

창문의 연직면 조도’의 경우 ▴공간조명과 옥외 

광고조명은 1·2·3종 지역에선 10룩스 이하, 4종 

지역엔 25룩스 이하를 적용해야 하며 ▴장식조명

의 경우 1·2종 지역에선 5칸델라 이하, 3종 지역

은 15칸델라 이하, 4종 지역에선 25칸델라 이하를 

적용해야 한다.

룩스 (lux, lx) 

룩스는 조도 (Illuminance, 照度)의 단위로, 조도란 단위

면적(제곱미터)에 비춰지는 빛의 밝기를 말함

칸델라 (candela, cd)

칸델라는 광도(luminous intensity, 光度)의 단위로, 

광도란 1 스테라디안(steraian) 당 나오는 빛의 세기

를 말함. 1979년에 수정된 현재의 정의는 ‘주파수 

540×1012Hz의 단색광(單色光)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

도가 1W/sr일 때의 광도가 683cd이다.’라고 되어 있음

 서울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과 25개 자치구 도시디자인과(인공조명관리

부서)에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 고시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신고를 접수받는 각 자치구 인공조명관리부서를 

통해 바로 적용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옥외 

인공조명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빛정책추진반 (02)2133-1926〕

서울시, 승강기 공사비 산정기준 도입

 공사비를 산정하는 표준 기준이 없어서 시공업체

마다 제각각이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해 올해부터 본청, 25개 자치구, 사업소, 투자·

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의 업체 견적 방식보다 

에스컬레이터는 1대당 평균 400만 원의 설치공사비 

거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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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향후 약 3년 동안 서울시에 예정된 

에스컬레이터 약 320대, 엘리베이터 약 678대의 

설치공사에 적용해보면 기존 업체의 견적방식 

대비 총 154억 원(에스컬레이터 약 129억 원, 

엘리베이터 약 25억 원)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업체마다 달랐던 원가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서 표준화된 객관적 방식에 의한 공사비 

산정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한층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청 관련 부서,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

관에서는 승강기 설치 공사를 발주할 때 시가 

마련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자체 산정기준(서울형 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산

정해야 한다.

 설치공사비 자체 산정기준은 시가 지난 ‘12년 

1월 「승강기 설치공사 품셈연구 기본계획」을 수립

한 이래 3년(2012~2014년)에 걸친 ▴현장실사 

▴발주기관 대상 의견수렴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시는 1차로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산정기준(‘13년 

5월)을 마련해 우선 시행 중이며, 2차로 지난 1월 

1일 엘리베이터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승강

기에 대한 표준화된 공사비 산출 기준을 모두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년부터 정부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공정을 적극 발굴, 

지금까지 총 57건(토목 37, 전기 5, 건축 5, 조경 

5, 설비 4, 기계 1)의 서울시 자체 산정기준(서

울형 품셈)을 마련했으며, 이를 621개 사업에 

적용해 약 29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계약심사과 (02)2133-3346〕

서울시-도쿄도, ‘도시안전’ 등 6개 분야 협력 공동선언

 서울시와 도쿄도가 ‘대도시 문제 공동대응’을 

목표로 협력한다. 서울시장과 도쿄도지사는 2월 

3일(화) 도쿄도청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

시안전 ▴환경 ▴복지 ▴스포츠 · 올림픽 ▴관광 

▴문화 등 시민 삶과 도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6개 민생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공동 선언하였다.

 양 도시 협력의 방점은 각 도시의 경험이나 행정 

등을 실리적으로 주고받는 데 있다.

 예컨대 서울시가 주력하는 핵심 교류 협력 분야는 

‘안전’이다. 앞서 시는 도쿄도와 도로함몰 기술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날 공동발표를 통해 

수해, 지하철, 교량, 건물과 인프라 등의 내진화 

및 노후화와 관련한 기술정보를 상호 제공·협력

하기로 했다. 양 도시 소방방재훈련에도 상호 참가

한다.

 이외에도 (환경) ▴대기오염대책에 관한 기술교

류·협력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 등 지구온난

화대책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보건복지) ▴저

출산에 관한 효율적인 대책 공유 ▴전염병 대책

에 대한 협력 관계 강화, (문화) ▴에도 도쿄박

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수장품을 활용한 전람회 

개최 및 양 박물관의 학예원 상호교류 등을 실시

한다.

 〔국제교류담당관 (02)2133-5279〕

지하철·교량·터널 등 계획단계부터 시민 참여

 서울시는 지하철, 교량, 터널 등 모든 건설공사

발주 시 계획단계부터 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시민, 

유지관리기관, 분야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현장에서의 공정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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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실제 이용하는 시민이나 유지관리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단계는 물론 기본계획 단계부터 이용자, 

유지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효율성을 증진

하는 ‘이용자 중심의 건설’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계획 착수초기부터 각 단계별로 주민

합동 토론회와 집중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관심 분야와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

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시로 설계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기술적 

토론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주민대표, 유지관리기관으로 구성된 설계자문단을 

구성 ·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02)772-7140〕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내년까지 100% 설치

 지난해 서울시는 ‘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13년 66% → ’14년 

79.4%까지 확충했다. 시는 올해에도 CCTV를 대폭 

확충, 불법 주·정차, 과속을 단속하고 생활범죄를 

감시해 어린이 대상 사고 · 범죄를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600대를 추가로 설치해 내년 말까지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100% 확충할 예정이다.

 시는 유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막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도로에 

CCTV를 설치해 왔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보호

구역 1,683개소 중 79.4%인 1,336개소에 2,800

대가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CCTV 설치와 함께 운영도 중요하다고 

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효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자치구 내 통합관제

센터에서 각종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직원, 경찰 

등 인력이 상주하며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단속하고 있다.

 시는 CCTV 설치가 범죄 예방,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설치 전 해당 시설

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예고(1개월 이상) 및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CCTV 설치 위치 선정부터 설치 시 이뤄

지는 도로굴착 · 교통 통제 등이 「도로법」, 「도로

교통법」 등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보행자전거과 (02)2133-2422〕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서울시가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서울시-대한적십자사(서울특별시지사)-대한전문

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와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난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초기대응’

으로, 서울시, 대한적십자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각종 재난발생시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서울시-피해상황과 규모 

전파·지원 요청 ▴대한적십자사-이재민을 위한 

급식, 세탁 등 지원 ▴대한전문건설협회-복구에 

필요한 장비·인력 동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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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발생시 이재민과 전문건

설협회 긴급복구 인력 등을 위한 급식, 세탁 등 

지원 ▴협약기관의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및 구호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맡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재난복구에 필요한 건설장비 

및 전문인력 동원을 위한 비용 지원 ▴상시 재난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회원사간 긴급 연락망을 

유지한다.

  〔안전총괄과 (02)2133-8033〕

 

저지대 지하주택 8,600여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지원

 서울시가 올 여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각 자치구와 함께 총 8,600여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과거 침수피해를 경험했거나 저지대 주택 거주

자가 해당되며, 해당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

청하면 된다. 접수가 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과 시설 · 물량을 결정한다.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신청 · 설치 절차

  

 

 설치될 침수방지시설 중 ▴노면수 월류에 취약한 

지점은 물막이판(주택출입구, 지하계단 입구, 반

지하주택 창문 등) ▴하수역류에 취약한 주택은 

역류방지시설(배수구, 싱크대, 변기 등) ▴구조적

으로 배수가 불량한 주택은 수중펌프를 지급하는 

등 주택의 지형과 특성에 맞춰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만여 가구에 

집수정 12,589개, 물막이판 35,695개, 역류방지

시설 102,535개, 수중펌프 3,948대를 지원하고 

있다.

〔하천관리과 (02)2133-3873〕 

안전위험요소 신고시 최대 100만원 포상

 서울시가 생활 속에서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시한 시민에게 분기별 평가를 

실시, 5~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2월 27일(금)부터 실시한다.

 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모바일 등 기존의 민원시스템을 보완하여 ‘서울시 

안전신문고’를 구축, ▴서울시 응답소(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불편 신고앱 ▴120다산콜센터 

▴안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 · 제안할 수 있게 했다.

 신고 · 제안 대상은 교통시설, 취약시설, 다중이용

시설, 안전관련 공공시설 등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안전위해요소 및 개선사항이 해당되며, 

접수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접수

자에게 알리게 된다.

〔안전총괄과 (02)2133-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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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용역 교육 개최

 서울시가 정밀안전전단용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

(’14.12.17~’15.1.9)하고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용역 관리요령 등에 대해 2월 9일(월) 서울시, 

자치구, 공사 · 공단 관계자 2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시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은 용역 점검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대신이엔지 하상우 대표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

점검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 용역관리 요령, 주요 

지적사항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2〕

2015년 상반기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시행

 서울시는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역량을 배양

하고 우수한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5년 전문교육 과정을 개강한다.

 교육과목은 총 3개 과정으로 토목(도시계획), 

건축(건축시공), 전기(건축전기설비)이며, 2. 24

(화) ~ 6. 16(화)까지 각 16회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과정당 주 1~2회 3시간(19시~22

시)이며, 교육인원은 총 111명이다.

 교육은 각 분야별 전문강사 총 10명의 강의로  

이루어지며, 장소는 서소문청사 2동 2층 기술심

사담당관 회의실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4〕

서울기록원(Archives) 건립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울시청사의 

설계도면부터 30년 이상 된 중요 시정기록물, 

세월호 관련 민간 기록물까지 문서와 사진, 영상, 

박물 등 중요기록물 100만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 

체계적·과학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서울기록원

(Archives)’을 건립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설계공모를 실시, ‘도시와 

사람과 자연과의 대화’를 주제로 한 ㈜해안종합

건축사사무소의 ‘기록의 터(Land Monument)’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설계공모는 총 33개사가 응모, 이중 10개사가 

최종 작품을 제출했으며, 당선작(1개) 이외에도 

우수작(1개), 가작(3개) 등 총 5개의 작품이 선정

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세종대학교 심재현 교수는 

“대지의 경사, 주변 숲 등 지형을 이용한 내 · 외부 

공간의 연계성과 장소성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수

하며, 특히 정보문화공간으로서 기록관리 업무 

동선 기능 뿐 아니라 건축물 이미지가 우수한 

작품”이라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은평구 옛 질병관리본부 내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만 5,920㎡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9월 

착공예정으로, ‘17년 9월 문을 열 계획이다.

 서울기록원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등 개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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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분산 · 관리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들과 청

도문서고의 30년 이상 된 9만 7천여 권의 자료 

등이 모두 보관된다.

 서울기록원 건립으로 서울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핵심기록물의 체계적 · 과학적 관리는 물론 

연구자, 일반시민, 학생 등의 시정 자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51〕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부에는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업 지역안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인접대지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외벽을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②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③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이격기준(6m 이내

에서 조례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1층 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사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

하여야 하며, 천장과 벽체 부분은 난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정부 화재사고의 

경우 현관 앞 주차 차량의 연소로 피난이 

어려웠고, 천장에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

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설비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

정착장치, 건축이나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

장 등의 설치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도 가능

해진다.

 이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화) 국무회의

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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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건의내

용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점용

허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의 세

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태양에너지설비

 - 재생에너지설비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설비는 

공원관리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나, 일반사업

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송유관

 - 석유산업의 생산시설인 송유관 설치는 여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

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도로에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중정착장치와 공사용 재료·비품의 적치장

 - 도시공원 또는 녹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건축이나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토사유출 방지용 지중정착장치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

치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

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

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

허가 대상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최

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와 이

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동시에 제고시키고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기업 경쟁

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표준시장단가 공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2일(목) 국가정책조정

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

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2월 28일(토) 공고하였다.

표준시장단가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은 기존의 실적

공사비가 실제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

로써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각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되었던 1,968개 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율이 

커서 시설물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시공단가 조사를 통하여 

일부 현실화했다. 나머지 항목은 금번에는 실적

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2015년(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하여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하였으며,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현실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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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발주청, 민간,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한 전문

위원회 검증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민·관 위원을 

동수(同數)로 구성한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에서 단가를 최종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0〕

’15년 2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정보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 바로가기(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 제6차 신정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안전성 평가(해석 및 재하시험)를 프리플렉스 

구간에 대해 S4와 S10을 시행하였으나, 하천 

상에 있어 처짐계 등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변형률계 설치는 가능하므로 결함이 

많이 발견된 S6에 대해서도 실시해야하지 않는

지에 대해 향후 점검 시에라도 이에 대한 반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램프A, B STB BOX 내부 보수·보강 시(특히 도장

작업 등) 내부의 산소부족, 고온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 대비 환기계획 등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계획과 조명계획 수립 필요(안전보호구, 산소

농도측정, 비상대피계획 등)

○ 강교 접합부 볼트 체결 상태에 대한 조사방법을 

제시하고 볼트 파단 및 탈락 등 볼트풀림이 확인

되는 볼트군은 손상현황 및 위치도 등을 작성

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각 받침장치 위치별로 결함상태 및 주변 부재 

손상상태와 기능성(지지, 이동, 회전) 확보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발생원인, 조치대책을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제8차 남산1호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중점관리 등 보고서 작성은 서술형보다는 유지

관리 시 쉽게 알아보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목록화하여 작성 제시할 것

○ 내구성조사 결과에 대해 전회 조사된 진단결과

(보수 보강을 했을 경우도 포함)와 보다 상세히 

비교 · 검토하여 분석할 것. 특히 보수보강에 

대하여는 조사된 구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보편

적인 공법들보다는 지금까지 적용된 방법들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명확히 제시할 것

○ 보수·보강 물량 및 개략공사비를 시설물과 

우선순위 등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체크리스트도 보완할 것

■ 제9차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이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신설 차량지의 토양오염예방 대책, 창동 차량

기지 철거 후 중금속, 유류 등 오염토양 정화 

대책수립에 대하여 과업에 추가할 것

○ 제3장. 7. 3). (2)“검수고 설계조건”에 아래내

용을 추가할 것

   - 검수고에 침실 및 사무실을 전동차 진동소음의 

영향이 없는 곳에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 검수고는 건물이 높고, 개구부가 많아 난방이 

되지않는 실정으로, 개구부의 최소화 방안, 

단열방안, 효과적인 난방방안 등 동절기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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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위한 건물설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

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

도록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 용역 특성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추진사항 

합동검토(건설사업 업무추진프로세스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 ’14.10.13. 참고)

■ 제10차 서울도시철도 8호선 암사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전차 정밀안전진단 외관조사 비교·분석시 누수 

및 백태 발생원인 등 손상현황 재검토할 것

   - 전차 정밀안전진단시와 비교, 누수 발생개소는 

감소하였으나 백태현상 발생개소는 대폭 

증가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누수 발생없이 

백태가 증가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인분석 및 손상현황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계획되어진 손상부위별 보수, 보강방안은 적정

하다 판단되어지나 표면보수 및 철근노출부분에 

대한 단면보수 시공경우에는 소규모 보수에 

부착력 및 기존 건전면 간의 일체성이 높은 

자재를 고려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할 것

○ 유지관리방안은 일반적인 내용만 제시되었으니 

구간별로 중점관리지역을 취합 후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정리할 것

■ 제11차 공릉배수지 외 15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외관조사망도에 기존 진단시 이력관리 및 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출년도”, “최종보수

내역(년월, 보수내역)” 등 추가할 것

○ 유출입 밸브의 규격, 종류, 설치년도 등 현황 

및 작동여부를 조사할 것

○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의 모든 시험 데이터(원장, 

야장)는 용역보고서 부록편에 수록하여 제출

토록 하고 발주부서에서 보관 ‧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관리자가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점검

별 주요조사항목을 조사위치 및 방법을 표기

하여 수록할 것(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시 각 위치별, 부재별 중점 점검

항목, 점검 시 유의사항 등)

■ 제12차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총인처리시설 성능보증 확약 내용 제시 

   - 최종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유입

수와 미유입수의 혼합비율을 유량 및 수질

범위(저농도, 고농도)로 구분 제시하고, 총

인처리시설 성능보증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성능보증확약서를 제시하

여야 함

○ 종합시운전 및 성능보증계획 제시

   - 총인처리시설의 종합시운전계획은 성능보증

확약서에 제시된 운전조건, 약품사용량, 슬

러지 발생량, 관련 설비 내구성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성능보증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용역 특성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추진사항 

합동검토

   -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 제16차 2015년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발주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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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본 용역은 “건설부문”에 포함되

므로「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 범위에 

따라 용역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기준 변경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과업대상 중 한강상 일부교량은 「통합방위법」

제2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의거 국가

중요시설로 비공개 대상이므로 제17조 2항 서울

도서관 및 관련 기관 제출시 해당 교량에 대한 

세부내용은 비공개 처리토록 하고 용역 준공시 

용역사 보유분은 반드시 파기토록 명시할 것

○ ‘제9장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용역비 감액기준 등 해당 조항 내용 

또한 지나친 갑을관계 조장의 여지가 있어 시정 

정책방향과 상충되므로 관련 조항 삭제를 검토

할 것

■ 제17차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소음차폐시설 및 

시장도매인동 증축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의 경제성 등(VE) 검토 추가 제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8호

(2014.05.23.)〕, 서울특별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계의 경

제성 등 검토 실시

○ 설계지침 추가제시

   - 건축도서 등에 소음차폐시설 도면 항목을 

추가

   -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 라인” 적용

   - 서울시 ‘서울광원 LED조명 보급 활성화 계획

(환경정책과)’에 따라 사무공간(로비, 사무실, 

복도, 회의실, 휴게실 등) 및 주차공간(지하 

및 지상)에 설치되는 조명의 경우 LED조명

으로 100% 설계 

   - 벽면 녹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

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이 발생할 경우

에는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수목과 담쟁이 

등 덩굴식물로 차폐

○ 공모지침서 감점기준 제시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평균부실벌점에 

따른 세부적인 감점기준이 없으니 세부적인 

감점기준 추가

○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토록 할 것

■ 제18차 삼각지고가 정밀안전진단심의

○ 교면포장 불량 및 방수기능 저하에 의한 손상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교면방수를 철저히 

하여 내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받침장치는 신축이음장치 누수와 직결되어 있어 

신축이음장치에서의 누수방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시공이 필요하며, 금회 진단결과 

부재별 손상 및 결함은 적절한 보수·보강공사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조치할 것

○ 교각 코핑부의 균열들은 그 양상이 구조적 균열로 

보여지는 바 진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

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수 또는 보강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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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 제20차 도림천4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1, 2, 3련 구간의 Type별 철근(배근)조사 추가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구조해석을 추가 시행

하여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토록 조치

할 것

○ 구조해석 모델과 재하시험의 고유진동수가 큰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고유진동수가 

상호 근접할 수 있도록 해석모델을 수정한 이후 

단면력을 산정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결과에 대해 교축 및 교축

직각방향으로 처짐 곡선을 작성하여 재하시험의 

거동이 구조해석모델에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해석모델을 수정한 이후 단면력을 재산정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것

○ 상태평가 D등급으로 평가된 부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사된 0.3㎜이상의 균열에 대해서는 각각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번호별 구조물 균열 최 

끝 지점에 지워지지 않도록 착색 및 번호를 

표시하고, 정기점검 시 점검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균열 관리번호에 따른 별도 외관조사

망도를 작성하여 균열의 진행여부를 확인 가능

토록 할 것

■ 제24차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배수지의 콘크리트 타설량이 비교적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공조인트를 설계에 

반영할 것

○ 배수지 위치가 암반으로 된 산위에 계획되므로 

발파에 따른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민원이 야기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건설사업 

업무추진프로세스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 2014.10.13. 참고)

○ 본 과업이 완료되면 향후 기대되는 경제성분석,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기대

되는 효과를 작성하되,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비용, 시설로 인한 편익(직접, 간접), 내구

연수 등을 고려할 것

■ 제26차 동두천 드림파워(주) 열거래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발주심의

○ 동두천 드림파워 뿐 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폐열 ․ 잉여열(신재생, 미활용에너지 포함) 등을 

조사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제시할 수 있

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해당지역의 예정노선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및 답사 항목을 명시할 것

○ 열연계 노선(안)으로 추출된 여러 노선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투자비 산출에 노선의 설계․공사기간 등을 고려

하여, 실현 가능한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제27차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전력

공급공사 설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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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기초 주변 성토부 연동침하 및 기초하부 

성토부 장기압밀침하에 따른 기초 바닥부와 

지반의 이격현상 발생 방지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환기용 월팬이 설치된 창고, 소화약제실, 기존

사무실 등에는 출입문 하부 또는 적정 위치에 

환기용 갤러리 설치

○ 154kV 변전실 전력감시시스템 구성도 및 계통도 

보완(변전소의 핵심 설비인 변압기의 온도 상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온도감시시스템 구축)

○ 공동구 상세도는 교차구, 부품, 크기, 포설 높이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

○ 변전설비 보호범위 설정 시 회전구체법으로 검토

하고, CCTV 및 제어시스템 등 약전설비에 대한 

뇌보호 방법 및 서지 등에 의한 과전압 보호대책 

강구

○ 금회 신설되는 154kV 주변압기는 지락 고장 유입

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중성점접지리액터)로 

보완  검토

■ 제31차 시흥천 단면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인접 하천과의 연계 검토 필요

   - 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은 해당 유역을 이․치수 

및 환경측면, 즉 수환경과 공간환경 등을 

서로 연관성 있게 계획하여 유역의 홍수와 

갈수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

므로 시흥천 및 안양천의 자연조건, 사회조건, 

경제적 조건, 기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계 필요

○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

   - 암거 확장 설계시 교통체증 방지, 시공기간, 

공사비 등의 LCC측면을 고려하여 현장타설 

암거와 PC암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구조물 

설치 방안 검토할 것

○ 용역 특성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추진사항 

합동검토

   -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 제37차 2015년 교통신호체계 운영(강북권) 

용역발주심의

○ 과업내용서 교통신호체계 개선 계획수립 및 

시행에 다음 항목 추가 검토할 것

   - 우회전 전용신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 추가 

   - 점멸신호 운영에 따른 효과 및 영향 검토 

항목 추가

○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강북권)’ 본 과업내용

서와 ‘서울시 교통신호체계 개혁 기본계획’ 붙임 

과업내용서를 하나의 과업내용서로 보완 작성

할 것

○ 과업내용 중 공간적 범위를 강북권역 14개구로 

한정하였으나,  ‘서울시 교통신호체계 개선 기본

계획 수립’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하여야 함으로 

과업범위를 수정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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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범위

사진 내용

1 시멘트 제조
씨엠디쏘일 

제조
○ -친환경 지반안정재 씨엠디 쏘일 제조

2
장비이동 및 

거치
장비이동 및 

거치
-GPS를 통한 장비이동 및 거치

씨엠디쏘일을 이용한 지반개량 심층혼합처리공법(제747호)

(보호기간 :  2014. 11. 14. ～ 2019. 11. 1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페트로 코크스 탈황석고,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고칼슘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지반안정재를 주입

하고, 심층혼합처리장비의 교반로드 회전속도 및 회전방법, 안정재 분사방식을 변경하여 지중 

개량체를 시공할 수 있는 심층혼합처리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심층혼합처리공법용 안정재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 대신 산업

부산물인 페트로 코크스 탈황석고 및 고로슬래그, 고칼슘플라이애쉬 순환자원을 이용하여 육가

크롬이 용출되지 않는 지반안정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심층혼합처리장비의 교반로드 

회전속도 및 회전방법, 안정재 분사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지중 개량체를 

시공할 수 있어 기존 공법의 로드 비틀림 현상과 안정재의 쏠림현상이 개선된 심층혼합처리공법

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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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굴착 및 관입 굴착 및 관입

①공삭공관입 -소요개량 위치까지 관입

굴착하강 ②굴착관입
-교반비트를 정회전 시켜 지반 굴착 및 
교반

- ③지지층확인
-소요심도까지 굴착 후 자동기록장치의 
부하량을 통해 지지층 도달 확인

교반상승
(안정재주입)

-

하강(안정재
주입)교반

④W형 선단고화
  (하부토출)

○
-4m인발후 관입주입(하부토출), 지지층
까지 W형 고화로 선단 품질 향상

-정역회전

상승(안정재
주입)교반

⑤인발주입
 (상부토출로
  전환)

○
-지지층 도달 후 인발 주입(상부토출)
-정역회전

- ⑥N형고화 ○
-상부토출구가 개량체 상단 도달시  주
입종료

-N형 고화로 상부 품질향상

-
⑦개량체
  조성완료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 금액)
비고

1

씨엠디쏘일(CMD)을 

이용한 해상 DCM 

시험시공

-
초석건설

산업(주)
2013. 6.~2013. 7.

11공(L=10m/공), 

4Type × 3회
-

2
씨엠디쏘일(CMD)을 

이용한 해상 DCM

여수광양

항만공사

초석건설

산업(주)
2014. 8.~2014. 9. 1,836공(L=4~18m/공) 

1,870

백만원



- 21 -

  나. 향후 활용전망

     DCM공법 시공 시 알칼리성이 매우 강한 시멘트계 안정재를 이용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양

환경이 문제가 되고, 최근 시멘트 업계 동향에 의해 시공비용 증가 및 재료수급의 문제점이 발생

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수심확보 문제로 준설매립지반의 

증가와 해상공사가 늘어나면서 대심도의 연약층 및 부분적으로 강도가 높은 이질층이 분포함에 따라 

개량체의 품질관리 및 시공 시 안전관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신기술은 친 환경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에 부응하는 씨엠디쏘일을 개발하고, 기존의 

심층혼합처리공법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한 심층혼합처리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향후 국내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이 기대된다.

    

신기술의 특성

⇒

활용전망

•시멘트 미사용에 따른 알칼리화 방지기술

•비결정 물질 활성화 메카니즘을 활용한 씨엠디쏘일 개발

•안정재 분사방법 개선을 통한 시공 안정성 및 시공효율 

확보기술

•다축식교반방법 개선을 통한 경제성 및 고품질 확보기술

•실시간 자동기록지를 활용한 효율적 품질관리 기술

•산업 부산물 대량이용에 따른 국가 순환자원의 재활용

•환경 친화적인 지반 안정재 개발에 따른 2차 환경오염 

최소화

•경제적인 고품질 지반개량공법 개발에 따른 국가 재정 절감

•국내 산업 경쟁력 증대에 따른 해외 건설시장 진출기회 확대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기술은 연약지반개량공법인 심층혼합처리공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심층혼합처리공법용 안정재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 계열 안정재를 완전히 배제하고 산업 부산물인 페트로 

코크스 탈황석고 및 고로슬래그 등의 순환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씨엠디쏘일을 개발하였다.

     심층혼합처리공법의 시공효율을 위해 교반로드 회전속도 조절 및 회전방법, 안정재 분사방식을 개선

하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심층혼합처리공법으로 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씨엠디쏘일 및 지반공학적인 특성과 기계역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심층혼합

처리공법 장비의 조합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별 산업 융화를 이뤄 기존 기술과 차별화하여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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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경제적인 고품질 지반개량공법 활성화(공사비 약 10.3% 절감)

- ‘자원순환 사회’ 정책에 적극기여

- ‘소재와 토목기술의 융합’ 기반조성

- 시공안정성 및 시공효율 확보에 따른 약 10% 공기 단축

- 환경비용(처리비용) 및 원재료 단가 절감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시멘트계 지반안정재 제품을 제외한 순수 시멘트만을 비교할 경우에도 이 신기술 제품이 100만 톤이 

적용될 경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대비 120억원, 슬래그 시멘트 대비 50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재료비 절감을 통해 건설업계에 가격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 기술의 효용성 문제로 인하여 유사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수행될 수 있으나, 사용재료 및 

혼합방법, 함수비 조절 방법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유사기술의 출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비 고

공 법 고품질 심층혼합처리공법 DCM

소요자재 씨엠디쏘일 시멘트

단 가(원/m) 159,613원/m 177,994원/m 제경비 제외한 직접비

절감효과 89.7% 100%

 

    (2) 공사비 

        ○ 기존기술 및 신기술 일위대가표                                     

    

공 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DCM

시멘트

Φ1000, 4축

배합250kg/㎥
원 111,025 18,026 48,943 177,994

 NEW DCM

 씨엠디쏘일

Φ1000, 4축

배합250kg/㎥
원 98,721 16,390 44,502 15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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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구  분
시간당작업량

(m)
본당작업시간

(min)
일일작업 가능량

(m)
비 고

기존기술 29.66 40.45 237.3

신기술 32.90 36.47 263.2

단축효과 3.24 3.98 25.9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연약지반과 지반 안정재를 교반·혼합하여 전단강도를 향상시키고, 압축성을 저감시키는 

기술로 시공 완료 후 반드시 시공결과에 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회전속도 조절을 통해 전기, 기계적인 과부하를 방지함으로 인해 기존 기술에 비해 장비 손상 

및 파손을 방지할 수 있어, 장비 유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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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자원의 대량 활용처 확보

- 환경친화적 지반안정재 활용에 따른 2차 환경오염 최소화

-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활용으로 품질관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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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에 강관이 부착된 PHC파일을 이용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 기술(제748호)

(보호기간 :  2014. 11. 18. ～ 2019. 11. 1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선단에 짧은 길이(파일 직경의 0.8∼1.0배)의 강관을 부착한 

     PHC파일을 시멘트밀크가 주입된 굴착공에 삽입하고 경타를 가해 

     파일에 부착된 선단강관이 천공과정에서 굴착공 저면에 형성된

     슬라임과 그 하부의 이완된 지지층을 관통해서 교란되지 않은

     원지반 지지층에 관입되도록 함으로써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매입말뚝 시공 시 PHC파일 선단에 짧은 길이의 강관을 부착해서 경타에 의해 

PHC파일에 부착된 강관이 굴착공 저면에 형성된 슬라임과 그 하부의 천공과정에서 이완된 지지층을 

관통해서 이완되지 않은 원지반 지지층에 관입되도록 해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 매입말뚝의 설치본수를 줄여서 기초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기술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강관 부착 PHC파일을 사용한 매입말뚝은 기존의 PHC파일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장비 및 방법

으로 시공된다. 그림과 같이 매입말뚝을 SDA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먼저 강관 부착 PHC파일

보다 외경이 50∼60mm 큰 케이싱과 스크류오거 또는 T4장비를 이용해서 풍화암 또는 연암까지 

굴착공을 천공하고, 스크류오거 선단으로 분출되는 시멘트밀크를 굴착공 저면에 형성된 슬라임과 

교반하면서 굴착공으로부터 스크류오거를 회수한다. 그리고 강관 부착 PHC파일을 시멘트밀크가 

주입된 굴착공에 삽입하고 케이싱을 제거한 후 적정 중량의 해머를 이용해서 강관 부착 PHC파일의 

두부에 경타를 가해서 파일 선단에 부착된 선단강관이 굴착공 저면의 슬라임과 그 하부의 이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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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을 관통해서 원지반 상태의 지지층에 관입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된 강관 

부착 PHC파일을 사용한 매입말뚝은 응력이완에 따른 굴착공 하부지반의 조밀도 이완영역을 최소

화하고 경타에 의해 파일 선단을 슬라임이 아닌 원지반 지지층에 관입시켜서 매입말뚝의 선단

지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a) 강관 부착 PHC파일 준비 b) 굴착공 천공 (c) 시멘트밀크 주입 및 교반 

(d) 강관 부착 PHC파일 삽입 (e) 케이싱 제거 (f) 경타 및 밀크 추가 주입

그림 1. 강관 부착 PHC파일을 사용한 매입말뚝 시공방법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위치

1
한국개발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

한국개발
연구원 동부건설

2011.11∼
2013.06

매입말뚝
399본 세종시

2
화성 동탄 2신도시

A28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코리아신탁㈜ 롯데건설

2013.03∼
2013.06

매입말뚝
3,366본

경기도

3
청정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디에스솔텍㈜ 동아토건
2014.01∼
2014.02

매입말뚝
597본 인천시

4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아파트 신축공사
스카이랜드

PFV
동부건설

2013.12∼
2014.03

매입말뚝
2,317본

경기도

5
안성시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공사

신동해투자
AMC㈜ 롯데건설

2014.02∼
2014.05

매입말뚝
799본 경기도

6
금천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공사
㈜제이피홀딩스피

에프브이
롯데건설

2014.04~
2014.10

매입말뚝
4,400본

서울시

7
국제종합물류 동탄 창고시설 신축공

사 국제종합물류 지쎌이엔씨
2014.06~ 
2014.07

매입말뚝
424본 경기도

8
김천 혁신2차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신축공사
한신공영 한신공영

2014.06~ 
2014.08

매입말뚝
1,480본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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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PHC파일에 비해 경타에 의한 관입성이 대폭 향상된 강관 부착 PHC파일을 매입

말뚝에 사용해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매입말뚝의 본당 설계지지력을 향상

시켜 구조물에 시공되는 매입말뚝의 수량을 줄임으로써 기초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는 신기술은 토목, 

건축, 플랜트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발된 기술의 대부분은 PHC파일 선단에 확장판을 

부착하는 형태로, 이 신기술과 같이 선단 확장판을 사용하지 않고 PHC파일의 선단에 관입성이 

우수한 강관을 부착해서 매입말뚝 시공 시 선단강관이 원지반 지지층에 관입되도록 함으로써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킨 기술은 국내외에서 신기술이 유일하다. 

     그 결과, 다수의 현장시험을 통해 기존기술보다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효과(11∼80%)도 

탁월한 것으로 났으며, 말뚝의 시공본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기초 공사비의 절감(10∼25%)과 

공기단축 효과(20∼40%)도 기존기술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원가절감 기술의 사용을 통한 수익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선행기술인 선단확장파일을 사용한 매입말뚝은 2012년에  매입

말뚝 시장의 약 15%를 점유하였고, 현재 그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많은 건설사들은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매입말뚝의 지지력 증대효과가 검증된 

새로운 말뚝공법이 개발되면 원가절감 측면에서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신기술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외국의 경우 일본을 포함한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만 매입말뚝을 구조물 기초로 사용하고 있

으며, 일본의 경우 매입말뚝의 지지력 향상을 위해 선단확장파일과 돌기파일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PHC파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기술과 같이 경타에 의한 파일의 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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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여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키는 종류의 기술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신기술의 기술적 우수성과 경제적인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신기술의 해외 

기술이전이나 해외 건설현장 적용을 통한 외화획득이 가능하며, 외국에서 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 국제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원>

      

구분 PHC파일 (D500) 신기술 (D500) 비고

파일 

제작

PHC파일 40,640 43,500

 - 신기술의 경우

   PHC파일  단가에

   기술료 포함됨

선단금구 - 191,000

파일

시공

굴착공 천공 13,299 13,596

잔토 처리 426 447

시멘트밀크 13,158 17,142

파일 소운반 1,138 1,202

두부

보강 

파일두부절단 56,046 56,046

두부보강 12,000 12,000

콘크리트충전 4,169 4,169

    

    (2) 공사비                                         <화성 동탄 2신도시 아파트 현장사례>

      

공종

PHC파일(D500) 공법
(설계지지력 1,200kN)

신기술(D500)
(설계지지력 1,600kN)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파일 

제작

PHC파일 13,000m 40,640 528,320,000 8,250m 43,500 358,875,000

선단금구 - - 750개 191,000 143,250,000

파일

시공

굴착공 천공 12,000m 13,299 159,588,000 7,875m 13,596 107,088,500

잔토 처리 12,000m 426 5,112,000 7,875m 447 3,520,125

시멘트밀크 12,000m 13,158 157,896,000 7,875m 17,142 134,993,250

파일 소운반 13,000m 1,138 14,794,000 7,875m 1,202 9,916,500

두부

보강 

파일두부절단 1,000공 56,046 56,046,000 1,000공 56,046 42,034,500

두부보강 1,000공 12,000 12,000,000 1,000공 12,000 9,000,000

콘크리트충전 1,000공 4,169 4,169,000 1,000공 4,169 3,126,750

전체 공사비 937,925,000원 (100.0%) 811,784,625원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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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동탄 2신도시 현장사례>

      

공종
PHC파일 공법 신기술

작업수량 작업일수 작업수량 작업일수

파일 직경 500mm 500mm

지지력
선단/주면 982kN/260kN 1,453kN/ 181kN

설계 1,200kN 1,600kN

총 파일 시공 본수 1,000본 750본

천공길이 / 파일길이 12.0m / 13.0m 10.5m / 11.0m

총 천공길이 및 천공시간 12,000m 33.5일 7,875m 23일

공사기간 비율 100% 68.7% (31.3% 단축)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구조물 기초에 시공되는 말뚝 기초 공법으로 특별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선단강관과 파일 본체의 직경이 동일해서 적재가 용이하기 때문에 파일 운송 및 현장

내 야적이 쉬워 유지관리가 편리하며, 기존 PHC파일과 동일한 시공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시공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볼트 체결을 통해 선단강관을 파일 본체에 부착

하므로 토크렌치를 사용한 볼트의 체결력 확인으로 선단강관의 결합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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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매입말뚝의 본당 설계지지력을 증대시켜 현장에 시공되는 말뚝 본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뚝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공해, 즉 경타로 인한 소음과 진동의 총량을 

줄여서 민원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동시에 파일의 운송량을 줄여서 파일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시멘트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예: 시멘트 1,000ton당 82kg-CO2 발생)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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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새로운 실험 : 

          eHighway System
 

서론

 대형 트럭은 화물수송의 주요한 수단이며, 이는 

장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05년부터 2050년까지 독일의 대형 트럭 증가

율은 약 116%로 예상된다. 유럽은 2050년까지 

CO2 발생량을 1990년 수송부문의 6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의 효율화 

및 철도의 용량 증가로는 대형 트럭의 통행을 

감소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알려진 바와 같이 

300km 미만의 거리에서는 도로의 수송효율이 

철도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대형 트럭은 전체 

수송부문 CO2 배출량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eHighway System 

 지멘스에서 개발한 eHighway System은 연속

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전력선 기반의 하이

브리드 트럭시스템이다. 이것은 전력선과 팬터그래프

(Pantograph, 전기 차량이 전차선로로부터 전력을 

받아들이는 장치로 지붕 위에 탑재됨) 그리고 

하이브리드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기존의 도로와 철도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방식으로 전기와 디젤을 혼용하며 자유롭게 

운행된다. 특히, 특정차량에 의한 벌크 화물의 

왕복 수송, 다양한 운영자에 의한 컨테이너 왕복 

수송, 장거리 수송을 위한 공공 도로 운영과 같은 

서비스에 특화될 수 있다. 

▶ 집전장치(Current Collector)를 갖춘 트럭 

 일반적인 전기 교통시스템과 유사하게, eHighway 

시스템은 4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기 

트럭, 전원 공급 및 배포 장치, 주행로, 그리고 

운영제어센터이다 

▶ eHighway System과 서브 시스템 

 전력은 도로 위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전기차량과 

비 전기차량의 혼용 운영에 제약이 없다. 전기로 

운영되지 않는 트럭은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운행하면 된다. 또한 포장 유지관리 등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전력 공급 인프라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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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공급 인프라가 설치된 도로(독일) 

 eHighway System의 핵심 기술은 지능화된 팬터

그래프 센서와 운영시스템이다. 트럭의 지붕에 

있는 지능적인 집전장치 센서는 트럭 상부에 

전력선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시간당 최대 

90km 범위에서 이 전력선에 자동으로 연결하

거나 연결을 끊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트럭이 

최대 시간당 90km의 속도로 다른 트럭을 추월

하도록 차로를 변경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전력

선이 사용되면 트럭은 어떠한 배출가스도 만들지 

않는다. 통상적인 다른 도로에서는 설치된 구동 

시스템에 따라 디젤, 천연가스, 배터리 전기 등

으로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 지능화된 팬터그래프 센서 

 eHighway 시스템은 전기 구동이 더 높은 효율을 

가지기 때문에 디젤을 사용하는 트럭보다 약 2배 

정도 더 효율적이다. 게다가 상부 전력선은 99%의 

효율로 전기를 전송한다. eHighway 시스템은 

트럭이 남는 전기 제동 에너지를 전력 계통으로 

다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이용 효율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은 다양한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 연료전지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화물차의 

적용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를 들어 1톤·km를 

위해 1kg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면, 2톤 승용차가 

100km를 주행할 경우 200kg의 배터리가 필요한 

반면, 40톤 화물차가 500km를 운행한다면 20톤의 

배터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대형 트럭은 

배터리보다는 전력선을 이용한 전기 공급이 훨씬 

효율적이다. 

 18톤 트럭 2대를 이용하여 총 3천번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도로에서 전기 주행은 3,000km 

일반 도로에서 하이브리드 운행은 10,000km, 

다양한 속도에서의 응급 정지 실험 100회, 야간 

실험 70회, 트레일러 연결 실험 700회를 수행하

였다. 

 지멘스는 구체적인 실용화를 위해 스카니아

(SCANIA)와 제휴관계를 맺었다. 이 프로젝트의 

초점은 트럭의 구동 시스템과 팬터그래프의 결합을 

최적화하고, 필요한 교통제어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팬터그래프와 스카니아의 성공적인 결합과 

실제적 적용을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곡선부 등 다양한 도로 기하구조와 겨울 

등의 기상조건, 그리고 일반적인 세미 트레일러 

등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 31 -

▶ SCANIA 트럭을 이용한 다양한 현장 실험(곡선, 눈) 시사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도로의 화물

수송 분담률이 높은 나라이다. 왜냐하면 국토 

공간적 한계로 최대 수송거리가 450km 내외로, 

대부분의 수송거리에서 철도보다 도로의 수송

효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 화물수송

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매우 커서 정부

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해 도로화물을 철도 및 

해운으로 수단을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의 수송효율 확보는 물론 에

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절감시키기 위한 

eHighway 시스템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제 전환보조금 등 간접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CO2 저감과 물류효율 증대를 위해 친환경 

화물자동차, 전기 트럭 등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

적인 방법 개발에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할 

때이다. 

<출처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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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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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이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차량기지 신설 254,666㎡
․ 인인섭 연장 3,071km(복선기준)
․ 창동차량기지 철거 1식 등

355,894
(12,237)

조건부
채택

토목

12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설치용량 64만㎥/일
․ 기초조사 및 부대시설 등

79,440
(3,745)

조건부
채택

토목

13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설치용량 30만㎥/일
․ 기초조사 및 부대시설 등

37,690
(1,921)

조건부
채택

토목

14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설치용량 43만㎥/일
․ 기초조사 및 부대시설 등

30,660
(1,610)

조건부
채택

토목

15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설치용량 38만㎥/일
․ 기초조사 및 부대시설 등

53,470
(2,609)

조건부
채택

토목

16
2015년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강남권)

․ 신호운영실 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자료관리
․ 강남권역 11개구 교통신호제어기 

1,865대 신호운영

(1,410)
조건부
채택

토목

17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소음차폐
시설 및 시장도매인동 증축

공사 설계용역
․ 지상2층 / 연면적 2,560㎡

5,527
(259)

조건부
채택

건축

24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배수지용량 6,500톤
․ 송배수관부설 3km

9,085
(408)

조건부
채택

토목

25
구사봉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배수지용량 12,000톤
․ 송배수관부설 6km

17,410
(658)

조건부
채택

토목

26
동두천 드림파워(주) 열거래

사업 타당성검토용역

․ 수열규모 : 약86만 Gcal/년
․ 수열시설규모 : 약 200Gcal/h
․ 연계열배관 33km(700mm*2열)

(282)
조건부
채택

기계

29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 기존 건물 철거 후 공원 회복 16,978㎡
․ 주차장 확충, 곤돌라 신설 등

45,000
(610)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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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  고

용역
발주
심의

31
시흥천 단면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시흥천 단면확장 신설 암거설치
 2.7×3.5m, L=750m

9,500
(400)

조건부
채택

토목

37
2015년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강북권)

․ 신호운영실 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자료관리
․ 강북권역 14개구 교통신호제어기 

1,919대 신호운영

(1,746)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
심의

27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전력공급공사 설계용역
․ 154KV 변전소 기존 GIS설비 개량
․ 변전소 변압기 신설 및 증설 등

305,962
(705)

조건부
채택

전기

정밀
안전
진단
심의

6 신정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본선 : 폭 15.5m~36m, 연장 535m
․ 램프 : 폭 8.5m, 연장 170m

(137)
조건부
채택

토목

8
남산1호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 구터널(상행선) : 터널고 9.0m,
 폭 10m, 연장 1,530m 2차로
․ 신터널(하행성) : 터널고 9.0m,
 폭 9m, 연장 1,532m 2차로

(215)
조건부
채택

토목

10
서울도시철도 8호선 암사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연장 8.518km (336)

조건부
채택

토목

11
공릉배수지 외 15개소 정밀

안전진단용역

․ 배수지, 가압장 등 16개소 정밀안전

진단
(243)

조건부
채택

토목

18 구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폭 27.5m, 연장 900m (153)
조건부
채택

토목

20
개봉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 폭 18.5m, 연장 332.4m (94)

조건부
채택

토목

21
신천유수지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

․ 유수지 면적 30,264㎡ (98)
조건부
채택

토목

22
대방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

진단용역
․ 폭 16m~25m, 연장 2,660m (243)

조건부
채택

토목

23
도림천1복개 외 1개소 정밀

안전진단용역

․ 도림천1복개 폭 13m~25m, 

  연장 2,190m 등
(247)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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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5. 2.

건     축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조성공사 설계용역 등 
27건

2,782 2,545

교 통
뚝섬한강공원 주변 교통체계 개선 용역 등 
6건

2,151 2,085

기 계 설 비
개화산 외 9역 엘리베이터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3건

920 837

도 로
서부이촌동 보도육교 설치 실시설계용역 등 
12건

786 706

도 시 계 획
동묘역 일대 도시관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등 4건

1,165 804

상 하 수 도 
마장동 우시장주면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8건

1,488 1,357

전 기 통 신
상도배수지 수전전압 변경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22 22

정 밀 진 단
서울메트로 군자기지내 정릉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3건

590 457

조 경
호암산 치유의 숲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97건

1,687 1,630

지 하 철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517 466

하 천 2015 한강 수로조사 용역 등 7건 876 861

기 타
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 조사 및 정화 
용역 등 14건

1,564 1,540

 계 184건 14,548 13,310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5년 2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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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정보

< 2015년 제105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1.09～1.16 2.01 3.27 3.30～4.02 5.22

< 2015년 제1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1.30~2.05 3.08 3.20 3.23～3.26
5.08
5.29

< 2015년 제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3.13~3.19 4.04 4.17 4.20～4.23
6.12
6.26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q-net.or.kr]

☞ 원고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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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 용어

 메기효과(catfish effect)

 메기 한 마리를 미꾸라지 어항에 집어넣으면 미꾸

라지들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생기를 얻고, 미꾸

라지를 장거리 운송할 때 수족관에 메기를 넣으면 

죽지 않는다. 

 메기로 미꾸라지를 생존시키는 현상을 기업경영에 

접목한 것이 메기효과다. 

 메기 효과를 아는 조직은 무서운 제도(다면평가

제도와 진급제도, 직무심사와 성과급제도, 신진세력 

투입)를 적용하여 조직의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생산성을 높인다.

 [S한경 경제용어 http://s.hankyung.com/dic]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