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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차집관로 현장조사 수행시 문제점과 개선내용


조 현 석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주)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 개 요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된 하수를 수집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이송하는 시설을 분류식에서는 오수
간선관로, 합류식에선 차집관로(이하 차집관로로 명칭)라고 한다. 이러한 차집관로는 관로상의 균열,
파손 등에 의한 침입수, 강우 유입수 등으로 인하여 맑은 날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거나 강우 시 빗물
이나 지하수 유입 등으로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미처리 방류되거나 저농도 하수 유입으로
처리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차집관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 운영중인 차집관로의 정확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관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적정한 개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E시의 사례를 통하여 관로 현황조사, 유량조사,
수질조사, 수위조사, 관로내부조사, 맨홀부공기압시험 등 조사 수행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며 정확한 현장조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 차집관로 현장조사 내용 및 목적
항

목

관로현황조사

맨홀부공기압
시

험

조사내용 및 목적

비

고

∙ 관로의 관종, 관경, 관저고, 연장, 위치, 매설연도 등 조사,
맨홀조사를 통하여 맨홀의 이상유무 등 조사
∙ 필요시 측량을 통하여 하수도대장도 보완
-후속공정인 관로내부조사, 유량조사 및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 맨홀유입, 유출, 상부를 패커로 막고 진공상태 유지 여부 조사
-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맨홀의 이상유무 확인 및 보수여부 판단

관로내부조사

∙ 1,000mm이하 원형관에 CCTV 촬영장비를 투입하여 파손, 침입수 유입,
연결관 돌출, 관침하, 붕괴 등 관로 이상 유무 조사
- 이상관로의 개량, 교체 등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유 량 조 사

∙ 하수관로용 유량계를 관로 내에 설치하여 차집관로내 하수량 측정
- 침입수, 유입수량 산정 및 차집관로 문제 확인 및 사업효과 예측

수 위 조 사

∙ 관로 또는 하천에 압력식, 초음파 수위계를 설치하여 수위변동 측정
- 유량자료와 비교, 하천수위 변동에 따른 관로내 수위변화, 맨홀
을 통한 월류 등 유량계와 병행하여 수리적 변화 분석

수 질 조 사

∙ 유량조사지점을 대상으로 청천, 강우 시 2시간 간격(1일) 수질조사
-조사지점별 하수수질, 오염부하량 산정을 통한 관로 문제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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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연속측정
3개월
연속측정
12회/일

2. 현장조사 수행 절차도
조사지역 검토, 조사지역 선정, 현장조사 항목, 조사 수량 선정 및 현장조사 수행과 분석 등 아래와 같은
절차도를 수립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현장조사 지역검토

지역
검토

⇩

및
선정

∙ 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검토
∙ 기존 하수도시설 및 관련 계획 검토

조사지역 선정

∙ 처리구역 내 하수도 대장 작성지역
∙ 차집관로, 지선관로를 대상으로 지역의 유량 ·
수질 특성을 대표하는 지점

⇩

현장

현장조사 항목 및 수량산정

조사

(기존자료 기초)

항목
및

∙
∙
∙
∙
∙

차집관로 관로현황조사
차집관로, 지선관로 유량조사
차집관로, 지선관로 수질조사
수위조사
관로내부조사(차집관로 및 지선관로)

⇩

조사
수량

현장조사 시행

∙ 관로현황조사
∙ 관로내부조사
∙ 수위조사

∙ 맨홀부공기압시험
∙ 유량조사
∙ 수질조사

⇩

현장조사 자료 분석
분석

∙ 유량, 수질, 수위조사 자료 유효성 검토 및
자료 분석
∙ 관로현황, 내부조사, 맨홀부공기압시험 자료 분석

및
활용

⇩

방안
현장조사 결과 활용

∙ 기존 하수도대장도 정확성 확인 및 분석
∙ 처리구역 내 오수발생특성 및 문제점 분석
∙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 및 사업효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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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조사 수행 시 문제점
○ 관로 현황조사 시 차집관로의 맨홀이 하천 제외지인 고수부지 내 위치하여 강우 시 토사 퇴적, 하천
공사(생태하천, 자전거 도로 공사 등) 및 수풀형성 등으로 매몰되어 관로내부조사 등 후속조사에
어려움 발생
○ 차집관로 내부조사 시 관로 내 폐아스콘 덩어리, 토사퇴적, 고수위, 고유속 등으로 촬영장비의 진행
및 촬영이 어려우며 차집관로 중간부와 말단부의 수위는 50%~100%로 촬영이 불가하고, 고수위로
인하여 수면 아래 부분의 이상유무 파악불가
○ 유량조사는 하수관로 유량측정용 유량계(초음파식)를 차집관로 내에 설치하여 계측하였으나, 고유속과
센서부 퇴적물, 이물질 등 부착으로 유량계 센서 주위 수위가 상승하여 비정상적인 흐름이 발생하여
유량 계측 자료의 신뢰도 저하
○ 차집관로 내부는 열악한 환경으로 차집관로 내 수위조사 시행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며 수위계는
차집맨홀 내에 설치되므로 내부 배터리에 의한 전원공급, 데이터 저장, 맨홀 내 수위상승에 의한 방수
등 문제 해결 필요
○ 수질조사는 다수의 지점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수행 및 야간 조사 시 안전상의 문제 발생
관로현황조사

관로내부조사

맨 홀

평상시수위선

수풀, 토사 퇴적 등으로 확인불가 매몰맨홀 다수

고수위, 고유속으로 진행 및 촬영 불가

유 량 조 사

수 위 조 사

이물질 다량부착으로 비정상적 흐름 발생

수위조사 사례 전무, 수위상승에 따른 방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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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향
4.1 관로 현황조사
토사퇴적, 수풀형성 등으로 문제가 발생된 매몰맨홀은 전체 차집 맨홀 중 80개소, 17%이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42개소, 53%의 매몰맨홀을 확인하여 후속공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좌표확인(위치표시)

중장비 동원 매몰맨홀 확인

맨홀조사, 위치측량

깃발설치

4.2 관로내부조사
관로내부 CCTV 조사시 장애물, 토사퇴적 등은 조사 전 준설을 통하여 조사수행이 가능하며, 관로
내 고유속, 고수위로 인한 장비의 진입 및 촬영 불가는 물돌리기(자연유하)를 시행하여 관내 하수를
배제 후 관로 바닥부분까지 이상부분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를 수행하였다.
차집관로 자연유하 물돌리기
하수 차오름 연결장치
맨홀뚜껑 역류방지용 패커
송수호스

상류맨홀

관내 패커 삽입

팩커 물막이

물돌리기(자연유하)

CCTV촬영

CCTV 조사

평상시수위

침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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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량조사
유량조사는 통상적으로 도상에서 지점 선정 후 유량계를 설치하고 월단위 유지관리를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여 조사된 유량데이터에 대한 검증 및 유효성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으나,
차집관로 유량조사시는 표준모델(절차) 수립 후 유지관리부서와 설계회사가 공동으로 조사지점과 유량계
설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단위 유지관리 및 데이터의 검증, 유효성 판단을 통하여 조사지점의 유량이
적정하게 계측될 수 있도록 유량조사를 시행하였다.
가. 조사방법
도상 지점선정

현장실사

⇨

유량계설치

설치적정성 확인

⇨

⇨

유지관리

⇨

정확한
설계회사, 유지관리부서
주단위 유지관리
설계회사 시행
설계회사 시행
지점 선정
적정성 확인
설계회사 자료관리
· 사전답사를 통한 조사지점 선정
· 유지관리부서와 설계회사가 공동으로 적정성 검수
신뢰성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설계 품질 향상
· 주단위 유지관리로 자료의 신뢰성 확보

⇨

나. 유량계 설치 및 유효성 분석
관내 유량계 설치 방법은 A(밴드), B(봉), C(베이스판) Type의 3가지 방법이 있으며, 당초 설치가 쉽고
중 · 대구경관에 적용되는 B Type으로 설치하였으나, 유량계 센서부와 봉에 이물질 다량 부착으로 인한
오측, 결측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A(밴드) type으로 전량 교체하고 1주 간격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였다. 밴드형 설치 시 유량계 본체와 센서를 연결하는 연결선을 밴드에 밀착·설치하여 오차범위를
최소화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오측, 불명확한 데이터를 제외하여 유효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후속
공정인 침입수/유입수 해석 및 차집관로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A(밴드) Type

연결선 밀착, 1주 간격 관리

B(봉) Type

연결선 미부착
(이물질발생)

C(베이스판) Type

대형관 설치

1주 간격 유효성 분석

클램프로 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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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위조사
이번 수위조사 시 차집관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기존 수위계는 없는 실정이나 지점별로 현장여건에
맞는 침적형 압력식 수위계(완전방수)와 이번 차집관로 수위조사에 적합하도록 개량한 초음파식 수위
계를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관내 수위와 하천수위의 상관관계 해석을 위해 하천 교량 위에
초음파 수위계를 설치하여 하천수위를 동시에 계측하였다.
가. 수위계 설치방법
수위계 설치는 각각의 지점 조건에 부합되도록 압력식 수위계는 맨홀내 차집관로내, 초음파식 수위
계는 맨홀 내부와 상부(맨홀내 수위상승 지점), 하천수위 계측을 위해 교량 상부에 설치하였다.
압력식 수위계

초음파식 수위계

관내 압력식 수위계 설치

압력식

초음파수위계 맨홀내 설치

초음파수위계 맨홀외부 설치

하천수위 계측

센서

저장장치
맨홀이 깊고, 상단까지 수위상승 지점

나. 수위자료 활용
수위자료는 동시 측정된 유량자료와 병행하여 강우시 유량변화 분석 및 월류량 분석에 활용하였다.
관내수위, 하천수위 측정

강우시 하천수위변화에 따른
유량변화 분석

강우시 월류발생량 분석

청천시 및 강우시 하수, 하천수위 측정 하천수위상승 영향으로 5일후 관내 수위 회복 월류맨홀 전·후단 초음파 설치로 월류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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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수질조사
수질조사는 총 32개 지점으로 각 조별 4~6개 지점, 야간 안전상의 문제로 조별 3인 구성 등 사전
동선,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동시간대 일괄채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번 조사 시는 채수
즉시 채수용기와 라벨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전에 개설된 SNS 공동망(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여
관리자가 매시간대 확인이 가능하도록 “채수현장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인력계획, 관리자 확인

이동경로 계획

채수적정성 SNS 확인

분석결과 유효성 확인

5. 맺음말
차집관로는 통상적으로 하천변에 설치되어 홍수 등으로 인한 토사퇴적, 여름철 갈대숲 형성, 자전거
도로 등 하천공사로 인한 매몰로 기초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사 시 GIS를 통한 맨홀
위치추적 및 중장비를 동원한 매몰맨홀 조사를 시행하여 후속공정 진행이 원활하도록 조사를 개선·시행
하였다. 또한 유량조사 시 고유량, 고유속으로 일반 하수관로에 비해 다량의 이물질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밴드형으로 전지점을 설치하여 현장 검증, 1주 간격 유지관리 및 유량데이터의 1주간 유효성
분석 실시로 신뢰도가 높은 유량데이터 취득이 가능하였다.
수질조사는 SNS 공동망을 이용한 “채수현장 검증 절차”를 최초 도입·시행으로 동시간대 일괄채수를
통하여 수질조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차집관로 현장조사는 지역특성, 관로용량, 매설
위치, 하천수위, 하수발생량 등 조건이 상이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나, E시와 같이 문제점
개선을 통한 신뢰도 높은 사례 축적으로 DATA BASE 구축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은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된다. 차집관로 현장조사 시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점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조건이 상이하여 나타나는 특이한 문제사항도 여러 사례를 통하여 개선되어 신뢰성 있는 자료가
많아진다면 차집관로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표준화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2.
3.
4.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하수관거 CCTV 조사 및 개·보수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13, 환경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2013, 환경부)
국내 실정에 맞는 하수관거 침입수/유입수 산정방법 및 적용방법 연구(2008, 환경부)

5. ○○시 차집관로정비사업 보고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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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정보
지하철로는 세계 최초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종합운동장’ 개통
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구간인 ‘신논현~종합

안전구역은 지하철을 기다리는 상·하행 승강장에
각각 길이 5m, 폭 2m로 만들어 CCTV, 비상전화,

운동장’이 3월 28일(토) 05:31분 개통되었다.

비상벨(3개)과 대형거울, 모니터를 설치해 범죄

2단계 연장구간은 1단계 구간의 종착역인 신논현
역에서 시작되며, 총 연장 4.5km, 5개 역(언주역,
선정릉역, 삼성중앙역, 봉은사역, 종합운동장역)

심리를 사전에 위축시키고, 실제 범죄가 일어날
경우 신속대응 하도록 하였다.

이 신설됐다.
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은 7분대로 한강이남 동서간
접근성 향상과 도시철도 네트워크가 보다 촘촘해
졌으며, 기존 김포공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27
분이 단축된 38분대(급행 기준) 시대가 열렸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공사는 한강의 지류인
탄천과 지하철 2호선을 하부로 통과하는 고난도
공사로 총 4,829억 원(국비 1,932억 원, 시비

<역사 내 안전구역>

2,89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에너지 절감형’ 정거장의 핵심은 크게 ①방풍문

5개 역은 ▴이야기가 있는 정거장 ▴세계 최초

설치 ②고효율 LED설치 ③간접조명 안내표지판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 ‘안전구역’ 설치 ▴‘에너

으로, 시는 이를 통해 기존 9호선 1단계 정거장에

지 절감형’으로 건축된 것이 특징이다.

비해 연간 총 1,120Mwh의 전력 사용량과 493

언주역은 ‘어머니의 품’, 선정릉역은 ‘자연의

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품’, 삼성중앙역은 ‘숲의 조형화’, 봉은사역은 ‘전

또한 5개 역마다 일반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술

통의 조형화’, 종합운동장역은 비전의 고리인 ‘링

작품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Ring)’을 모티브로 조명, 조각, 조형 등을 개성

아울러 교통약자가 더 쉽고 편하게 지하철을

있게 표현하는 등 주변 환경을 반영해 스토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조경을

입혔다.

휴게공간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했다.

<언주역>

<종합운동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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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전체 공사는 5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

교량·터널·도시철도 분야의 6개 현장을 선정, 전담

이며, 봉은사역은 코엑스 연결통로 건설공사가

요원을 두는 ‘주치의 점검제’를 처음 시행한다. 점검의

추가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코엑스 연결통로는

실효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점검의 질을

6월말에 개통될 계획이다.

높이고 실질적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한편,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는 3월 현재

계획이다.

5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18년

점검 결과에 대해 매월 외부 점검위원과 직원들

개통 예정이다. 2단계 종착역인 종합운동장역을

간의 간담회를 통해 품질관리의 문제점을 찾고

기점으로 올림픽공원을 거쳐 보훈병원까지 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현장 품질관리가

9.14km가 연장된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품질관리 소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72-7210〕

회도 운영한다.
‘현장 확인 기동반 점검’은 예고 없이 불시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주요자재인 레미콘의 공기량,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반’ 출동

슬럼프, 염화물 함량 등을 직접 시험한다. 철근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등 주요자재의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하여 품질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규모에 따라 ‘품질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반’ 등 3개 점검반을 편성,

즉각 반출 조치한다.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장 지도 점검을 시작
한다.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는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
을 제외한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 ‘품질시험

①‘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반’은 총 공사비

이행확인 점검’은 매월 점검 10일 전 서울시 홈페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다중이용건축물로

이지(http://infra.seoul.go.kr/quality)에 점검일정을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 공사를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다.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02)3462-6717〕

②‘품질시험 이행확인 점검반’은 총공사비 3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한강공원 옥수나들목 개통

마지막으로 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점검하는
③‘현장 확인 기동반’ 점검이 있다.

한강의 55번 째 나들목, ‘옥수나들목’이 개통되어
옥수역에서 도보 3분이면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되었다.

점검’은 외부전문가 5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심층 점검을 진행한다. 공사 현장의 공정에 맞게
공사 초기 및 골조공사 시에는 구조 전문가를, 마감
및 내부공사 시에는 시공전문가를 , 기계설비 공사는

‘옥수나들목’은 폭 5m, 연장 69.8m의 보행자
전용 나들목으로 옥수역(3호선, 경의중앙선)과
옥수빗물펌프장 샛길에 위치한다.
나들목 개통 전, 시민들이 옥수역에서 한강공원을

기계설비전문가 등을 현장별로 2명씩 배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형 장기계속공사 현장 중

접근하려면 두무개길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했는데
차량 통행이 많고 운행 속도도 높아 교통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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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높고 급경사로 노약자 및 자전거 이동도
힘들었다.

지난 ‘12년부터 페루 찬차마요시의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해 수도관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및 접근성

개량, 취수시설 보수 등 1단계 1차 사업을 완료

향상을 위해 2013년 공사를 시작하여 올 3월

한 데 이어 올해 2월 1단계 2차 사업인 산라몬

13일(금) 옥수나들목을 개통하였다.

정수장을 준공하였다.
시에서 대외협력기금 3억2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해 6월에 착공, 이번에 준공한 산라몬 정수장은
하루 평균 3천 톤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의 우수한 상수도기술과
국산 자재를 사용해 건설되었다.
시의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은
‘13년부터 ’18년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사업은 산라몬 지역의 취수장 및 수도관개량,

<옥수나들목 통로>

정수장을 건설하고, 2·3단계 사업은 라메르세드,

‘옥수나들목’은 계획부터 완공까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였으며, 진입로 경사가 큰 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들목 진출입로 경사로를 완만

피차나키 지역의 정수장 보수, 상수도관망 정비,
상수도계량기 설치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게 조성하고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장애인이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시는 올해 산라몬 지역의 배수지 보수,
송·배수관 부설 및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1단계

더불어 디자인전문가와 협력하여 나들목 디자인
부터 친환경 자재사용까지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벽돌과 노출콘크리트 마감으로 주변환경과 자연

(산라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완료 후
성과를 분석하여 2·3단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다.

스럽게 조화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소규모 도시에 적합한 최적의

옥수나들목을 통해 한강 쪽으로 진입하면 탁
트인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와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유롭게 산책을 즐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열악한 상수도시설 때문에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기거나 운동을 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02)3146-1203〕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02)3780-0685〕

서울 상수도기술 첫 해외원조, 페루 산라몬정수장 준공
서울시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던 페루
찬차마요시에 ‘산라몬정수장’을 건설, 안전한 수돗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수처리장 배관 막힘 제어시스템 기술개발 성공
서울시가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한 하수처리장
배관 막힘 제어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지난 2월 23일(월) 특허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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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연구원에서 개발한 하수처리장

4호선 연장에 따라 오는 ‘19년까지 경기도 남양

배관 막힘 제어시스템은 하수처리공정에서 발생

주시 진접읍으로 이전되고, 진접차량기지로 명칭이

하는 이산화탄소를 하수 찌꺼기인 슬러지를 이송

변경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 4,037억 원이 투입

하는 배관에 재투입해 수소이온농도(pH)를 낮춰

된다.

배관 막힘의 주 원인인 스케일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용역 입찰은 설계·시공 분리방식으로 추진되며,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착공하여 ‘19년

상수도연구원은 배관을 막는 스케일 성분을 분석한

차량기지를 이전할 계획이다.

결과 하수의 pH를 낮추면 스케일 생성을 억제

창동차량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가용

할 수 있고,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부지는 인근 도봉면허시험장 부지(6만7,420㎡)와

정제하여 대기중으로 방출됐던 이산화탄소를 배관에

함께 변두리에 머무르고 있는 창동·상계 일대를

재투입하면 pH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배관

신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킬 글로벌비지니스존이

막힘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

조성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융합캠퍼스존,

시는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
이산화탄소 등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온실

첨단산업존, 인큐베이팅존, 지원시설존으로 구성
된다.

가스 감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소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재생본부

슬러지 이송배관 막힘 해결에 따라 연간 10억원

(02)772-7141, 2133-8278〕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현장 적용성 평가 연구를 거쳐 하수처리장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궤도편)」 개정 고시

배관막힘 제어시스템을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에
설치·적용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타 지자체 하수
처리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수도연구원 수도연구부 (02)3146-1853〕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궤도편)」 개정 내용을 고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험성적서 위 · 변조 방지를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 시 원본 또는 부본, 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의 추가(제1장 총칙, 1-2 관리

4호선 창동차량기지 이전 본격 시동

및 행정) 이다.

서울시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핵심지역 중 하나인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본격
화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진접차량기지

「철도설계기준(건축편)」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설계기준(건축

4일(수) 발주했다.
창동차량기지는 약 18만㎡ 부지에 470량의 전

편)」 개정 내용을 고시하였다.

동차 입·출고 및 정비를 담당하는 곳이다.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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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 ·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준간 상이 · 중복되는 내용에

완화하고,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 공사금액을 상향

대한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특히 철도환경의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변화를 반영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이다.

적용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규정 완화(안 제44조
제2항 별표5)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중 기술
인력 보유요건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
용역업 분야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 활성
화를 촉진함
나. 실적공사비를 시장표준단가로 명칭변경(안
제66조제1항, 제2항 및 3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제3호의
“실적공사비”가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인

“표준시장단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과 용어 통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다. 평가대상 용역규모 명확히 규정(안 제82조
제1항제1호)
- 평가대상 용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입법예고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조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4월

라.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확인 명확화
(안 제90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2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정이유는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중 상당

-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수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설구조물의

경우 검토 확인자에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여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검토 확인자를 명

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967호,

확히 규정

2015.1.6. 공포, 2015.7.7. 시행)됨에 따라 관계

마.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 관련 규정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술자 보유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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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안 제101조의2)
-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구

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구체적으로 정함

· 취소 · 처분 · 청문 및 관련 위임사항

-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관계전문가가 서명 날인한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제도의 신고
기준 · 접수 · 발급 · 정보관리, 우수 전문

-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기업 선정 등 관련 조항 삭제(제25조, 별표

분야는 공사감독자 등이 인정하는 분야로
한정함

7, 제25조의2 및 제26조, 제30조의2)
라.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위임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

위탁사항 중 폐지제도 관련 사항 삭제(제30
조제1항제1호 · 제3호 · 제6호 · 제7호 및 제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조제3항제3호 · 제4호 삭제, 제30조제1항제2호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4〕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4월 15일까지

’15년 3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정이유는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REC
(국가 REC)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
기업제도와 건축물 인증제도는 폐지하며, 타 제도와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중복되는 신재생 설비 인증제도는 KS통합하는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정보 →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촉진법」을 개정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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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30차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가. 국가REC 거래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조항 마련(제18조의7)
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또는

건립공사 설계심의
○ 외부 입면 디자인과 매스디자인의 수정이 필요

일부개정(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 별표
6, 별표8)

하고, 4면의 외피가 폐쇄적이고 자연채광이 부족
하여(특히 북쪽 파사드(Facade)) 답답하고
인공조명에 따른 비용 상승이 우려되므로 도시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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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심의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

○ 대지의 접근성을 위하여 8m 마을길 도로 진입

■ 제34차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용역발주심의

으로 차량 진출입 혼잡에 따른 지하주차장과
지상과의 연계성 검토는 기존 건물철거 후 지하

○ 이 과업은 신축공사 설계용역이므로 리모델링

주차장과 연계하여 검토 할 것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할 것

○ VE검토 보고서에 다목적강당 장스팬의 구조

○ 구조계획을 건축계획의 일부분으로 넣기보다는

변경에 대한 근거를 보완 할 것

한 항목으로 별도 작성할 것

- VE 검토 장점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 균열,

○ 토목 “가시설 설계편”에서 지하차도 위주로 작성된

처짐, 진동(원안과 비교분석 등)

항목을 전면 수정할 것

○ 옥상이 내단열로 되어 누수 시 추적이 불가하

○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건설

므로 완벽한 복합방수를 실시할 것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 다중보호를 위해 SPD설치 시 적정 설치위치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거 설계의 경제성 등

및 적정용량으로 계획할 것

검토(설계VE)를 실시할 것

- 실시설계시 SPD계통도 작성 및 SPD등급,

○ “공모지침서”의 내용 중 응모신청서 등록일 및

용량, 적용장소, Class Ⅰ, Ⅱ, Ⅲ 표시

질의기간 일정이 동일하니 수정하고 신청서
등록기간 및 질의서 접수기간을 늘릴 것

■ 제33차 탄천2고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탄산화 깊이 측정에서 최소 피복두께가 75mm

■ 제38차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S49(수서), S50(청담)} ~ 90mm{S45(청담)}로
기술된 내용은 재검토 확인할 것(타 구간

○ 외관조사망도에 기존 진단시 이력관리 및 보수

S9~S69과 램프의 상부구조 피복두께는 30mm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출년도’, ‘최종보

~ 60mm임)

수내역(년월, 보수내역)’ 등 추가할 것

○ 받침용량 부족에 따른 주요 유지관리사항에서

○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의 모든 시험 데이터(원장,

교각별 받침 용량 부족 산정근거 검토 및 부족

야장)는 용역보고서 부록편에 수록하여 제출토록

받침에 향후 중점유지관리대상을 현장에서 바로

하고 발주부서에서 보관 ‧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확인할 수 있도록 교좌장치에 표시할 것

할 것

○ 재하시험 결과 교량의 고유진동수 실측치

○ 정수지의 보수 ․ 보강과 재 · 개축의 ‘경제성 검토

(1.533Hz)와 초기점검(1999. 7) 시의 실측된
고유진동수(2.11~3.32Hz)와는 차이가 큼. 이는
교량의 강성변화가 현저히 낮아짐을 의미하므로

실시’와 시설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관로에 대한 내시경 위치 및 조사구간을 명확히

초기점검 결과와 금회 분석 내용을 비교·검토
하여 원인을 분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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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것

■ 제39차 도봉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 기본 및

■ 제41차 하남선(5호선 연장) 1공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용역발주심의

○ 단절된 녹지연결 및 향후 생물이동통로로 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조사항목, 조사지점 및 조사

될 수 있도록 초기 생태복원 시 인접지역과

회수 등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

유사한 지반환경(물리성, 화학성) 및 식생구조로

평가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및 협의내용을

조성할 것

기준으로 설정할 것

○ 육교형 생태통로로 계획되는 경우 인공지반 조

-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계획 변경 시에는 발주

성에 따른 식생에 적합한 토심확보 및 배수유도,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집중 호우시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 모든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고려 필요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절취사면의 설계는 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고

및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등을 원칙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공법으로 검토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할 것

처리할 것

○ 상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구조물 설계시 적절한

○ 착수보고서 등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전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

방수공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보완할 것
■ 제40차 한양도성 우백호(인왕산~안산)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
(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등

생태통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식재기반설계 내용에 토심조건, 배수층, 관수

■ 제42차 암사역사생태공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보완할 것

설계 용역발주심의
○ 암사생태공원에 주차장이 있으므로 필요 이상

○ 생태통로는 주변 생태계에 어떤 생물종이 서식

주차장 조성하지 말고 시설 및 공간효율성을

하는지, 이동 패턴은 어떤지 등에 대한 것이

제고하여 동시 사용가능한지를 검토 후 주차장

기초 조사이므로, 조사 범위 명확히 기재할 것

규모 산정할 것

○ 하부 도로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통제하지

○ 시공 전 · 후의 안전대책 및 재해방지 등에

않은 상태로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 중

필요한 측량 기준점(통합기준점을 이용한) 표식

낙하물과 완공 후 통행인과 동물 등의 낙하

설치할 것

방지시설 설치를 철저히 할 것

○ 오수정화설비 내용에 ‘처리된 방류수의 재이용,

○ 사람의 동선과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가 중복

즉 유지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의 재이용

혹은 가깝지 않도록 설계하고, 가급적 완전

사용처를 모색하여 공급계획을 수립, 검토한다’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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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업무 내용에 ‘캠핑장설계’ 등 주요 시설물

적용한 범죄예방 항목을 설계조건에 추가할 것

(주차장, 목공소)에 관한 과업 내용을 보완할 것

○ 포장설계(보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 건축설계 내용에 다음 사항의 추가를 검토할 것

고려하여 모든 진입시설에 계단과 경사로를 동
시에 반영할 것

-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
으로 빙설이 녹아떨어지지 않는 형상으로의

○ 건축물의 경우 면적과 규모에 대한 현재 면적과
증축예상 면적 등을 표기하고, 신축과 증축,

설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등 정확한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 외부바닥, 현관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

표기할 것

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 조명 및 전열설비 내용 중 ‘각 분야별 분기회
로별 총 부하용량 계산’은 ‘각 분야별 분전반별,

■ 제46차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기회로별 총 부하용량 계산’으로 수정할 것

○ 기존 구조물의 개량 및 농축조 증설시 터파기에
의한 인근 구조물의 편토압 또는 편수압의 작

■ 제44차 잠실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용과 기초의 지지력 변화를 고려하여 구조 안정성

○ 잠실대교 하류측에 인접한 구조물인 잠실수중
보의 안전이 잠실대교의 하부기초 안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잠실수중보와

검토를 수행할 것
○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
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

잠실대교의 정밀안전진단을 동시에 실시해야

도록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건설사업 업무

할 것으로 판단됨

추진프로세스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

○ 금회 정밀안전진단 시 수중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우물통기초 중 P6은 2011년에도
미세소파가 발생하였고, 2014년 우물통 기초

301호, 2014.10.13. 참고)
○ 본 과업이 완료되면 향후 기대되는 경제성 분석,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기대되는

수중점검 결과에도 콘크리트 탈락 및 철근노출이

효과를 작성하되,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심한 것으로 사료되니 1순위로 보수 · 보강 대책을

시설로 인한 편익(직접, 간접), 내구연수 등을

수립할 것

고려할 것

■ 제45차 낙산공원 재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 제47차 효자배수분구(광화문지역) 하수관로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심의

○ 인문환경 조사에 대상지와 주변지역의 문화재

○ 추진 공법 재검토

및 역사문화자원 등을 조사, 분석할 수 있도록
문화재조사 내용 추가할 것

- 비굴착공법간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

○ 수목식재 설계시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예방(CPTED)의 일반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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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 제50차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 조사 및 기본설계

○ 공사중 교통 처리계획 검토

(중랑, 탄천, 서남, 난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

- 시공단계별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

○ 분야별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사에서 최소 1인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 강우지속시간별 시설 운영계획 보완

검토할 것

- 광화문 주변 침수 대책으로 빗물 유출저감,
저류시설, 관로 신설 등 계획 시설별 강우

○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에 있어 하수관로 분야

사상별 시설물 운영관리 계획을 강우 강도

조사 시 기술진단, 운영관리, 설계 및 감리용역의

또는 강우지속시간별 시설 운영 계획(안)의

가중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문구

제시가 필요함

중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한다’로 수정
하고 ①②③번 삭제할 것

■ 제49차 송정외 18개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공

○ 유사용역실적이 1건당 2억원 이상으로 되어있어
조사, 진단인 경우 해당 실적이 적을 것으로

사 설계심의

예상되므로 1건당 5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 에스컬레이터 철거 및 설치 시 기존 구조물에

것에 대해 검토할 것

영향이 없도록 하고, 공사과정에 소방시설의

○ 기술제안서 수행방법에 현장조사를 위한 보유

기능을 유지할 것

장비의 현황과 활용방안을 추가하여 평가에

○ 에스컬레이터 재질이 STS316, STS304으로 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

원화되어 사용되므로 공사 품질, 시공, 내식성

○ 참여기술자 및 업체 전차용역 평가시 이 용역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재질로 검토할 것

에는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모든 참여기술자 및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

업체에 만점(1점)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

과정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표준도면을 추가

○ 기술제안서 평가 기본사항에 제출서류의 목록

할 것
○ 에스컬레이터 인버터 외함을 구동부 공간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잠금장치 등 검사기준에 맞게

및 제출방법, 수행계획 방법의 발표 및 면접운영
항목을 추가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설치할 것
○ 층고±10%미만은 경미한 변경으로 설계변경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설계보고서와
공사시방서의 층고 높이가 상이한 부분은 모두
일치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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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소개

개폐형 휀스 모듈과 지주 간 연결장치를
이용한 낙석방지책과 시공법(제749호)
(보호기간 : 2014. 11. 18. ～ 2019. 11. 1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 개폐형 휀스 모듈과 지주 간 연결장치(수직 가변 브라켓)를 이용한 낙석
방지책과 시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절토면 붕괴 시 구조물의 파손을 최소화하고 설치 및 복구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로 휀스 모듈을 제작하고 수직 가변 브라켓과 환봉을 이용하여 지주에
연결함으로써 소요 높이에 따라 휀스 모듈의 개수를 조정, 설치하는 개폐식 낙석방지책으로
경사부, 곡선부,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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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옹벽에 앵커 구멍 천공

② 앵커 시공

③ 지주 세우기

④ 거푸집 시공

⑤ 휀스 모듈 설치

⑥ 와이어로프 및 능형망 설치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국도 13호 남일도로 안전시설 정비공사
1

공사기간

12.02.10 ∼ 12.0830

공사금액

발 주 처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 공주지소

54,998,000원

공사규모

314m

위험도로 시도28호(구 군도1호) 구조개선사업 낙석방지책
2

공사기간
발 주 처

13.08.02 ∼ 14.01.23

공사금액

64,168,200원

공사규모

180m

공사규모

182m

세종특별자치시
군도9호선 법면보강공사 낙석방지책

3

공사기간
발 주 처

14.04.30 ∼ 14.07.17

공사금액

41,655,500원

경상남도 산청군
이외 약 150현장 시공완료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태풍의 영향과 잦은 집중호우로 산사태의 발생빈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낙석방지책의
안전성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안전진단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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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200억원을 투입하여 국도변 낙석산사태 발생 위험지구 517개
소에 비탈면 보강 및 낙석방지책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에 도로관리사업 예산의 10%이상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안전한 낙석방지책의 개발 및 활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신기술은
낙석방지책의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편리성을 극대화시킨 기술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 정책에 적합한 기술로서, 파급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현재 낙석방지를 위한 기술들은 여러 현장에 보급되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낙석방지책은 크기가 작은 낙석이 발생할 경우 와이어로프 사이로 낙석이 빠져나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02)에서 제시한 낙석에너지 50KJ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배면에 낙석 및 토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와이어로프 및 능형
망을 해체해야 하는 어려움과 유지보수 작업 시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신기술은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로 제작된 휀스 모듈을 이용하여 충격흡수 능력을
극대화 하였으며, 휀스 모듈 양단에 체결된 볼트를 조작함으로써 휀스 모듈을 한 방향으로 개
폐하여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고 소요 높이에 따라 휀스 모듈의 개수를 조정, 설치할 수 있다.
이는 낙석방지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기술로 진일보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최근 1일 100mm 이상 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낙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탈면을 보강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낙석방지책 유지보수의 경우 작업 시 차량의 도로 주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한 이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높고 자연재해 및 개발 수요의
증가 등으로 그 빈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국내 적용중인 낙석방지책이 아직 해외에서 시공된 실적은 없으나, 임의의 방향으로 개폐가 가능한
휀스 모듈을 이용한 이 신기술은 구조물의 파손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신속한 설치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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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가능하여 낙석방지책 공법 중 경쟁력 있고 진보적인 기술이므로 국내외 기술대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그 항목은 자재비,
설치비, 유지관리비로 설치 길이는 50m로 가정하였다. 동일한 조건의 비교를 위하여 비교기술
(일반형 낙석방지책)의 재원을 신기술에 맞추어 비교하였다.

(1) 자재비
신기술 1단

신기술 2단

비교기술

(개폐형 낙석방지책)

(개폐형 낙석방지책)

(일반형 낙석방지책)

자재비

6,319,710원

6,829,730원

5,790,050원

비

+ 529,660원

+ 1,039,680원

-

신기술 1단

신기술 2단

비교기술

(개폐형 낙석방지책)

(개폐형 낙석방지책)

(일반형 낙석방지책)

설치비

2,694,962원

2,405,040원

2,977,886원

비

- 282,924원

- 572,846원

-

구 분

교

비

고

비

고

(2) 설치비
구 분

교

(3) 유지관리비
낙석방지책의 특성상 다양한 유지관리 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하나의 경간(2m, 표준 1경간)이
모두 손상된 것을 가정하여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다.
구 분
유지관리비
비

교

신기술 1단

신기술 2단

비교기술

(개폐형 낙석방지책)

(개폐형 낙석방지책)

(일반형 낙석방지책)

1,381,199원

934,606원

1,922,455원

- 541,256원

- 987,8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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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4) 경제성 평가
신기술 1단

신기술 2단

비교기술

(개폐형 낙석방지책)

(개폐형 낙석방지책)

(일반형 낙석방지책)

설치단가

9,014,672원

9,234,770원

8,767,936원

유지관리비

1,381,199원

934,606원

1,922,455원

구 분

합

계

10,395,871원

10,169,376원

10,690,391원

비

교

- 294,520원

- 251,015원

-

비

고

(5) 공사기간
형 식

공사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기간

앵커 및 지주설치
신기술
(개폐형)

콘크리트 양생

11.5일

구조물 설치
앵커 및 지주설치
비교기술
(일반형)

콘크리트 양생

10일

구조물 설치

(6)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이 신기술은 낙석 및 토사 발생 시 설치된 휀스 모듈의 한쪽만 개폐하여 해체 없이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어 휀스 모듈의 재사용이 가능하며, 휀스 모듈에 파손이 발생하여도 파손된 휀스
모듈 일부만 보수가 가능하므로 유지보수 시 폐기물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환경적으로도 부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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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와 염소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제750호)
(보호기간 : 2014. 12. 19. ～ 2019. 12. 1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산화탄소(CO2)와 염소이온(Cl-)을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아미노알콜
유도체 이용),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이산화탄소(CO2)와 염소이온(Cl-)을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아미노알콜 유도체 이용),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으로, 탄산화 및 염해에 의하여 피복 콘크리트가 손상되었거나 철근이 부식하여 콘크리트가
박리 · 박락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을 보수하는 기술이다.(BNB공법 : Busik aNd Bangsik 공법)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은 탄산화 및 염해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손상되었거나 철근이 부식하여 콘크리트가
박리·박락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시스템 공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 핵심 재료는
CO2 와 Cl- 이온을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메커니즘을 갖는 유기계 방청제와 분체를 주원료로 하며,
고알칼리성 친환경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로 구성된다.
또한, 이들 재료를 사용한 핵심 공법으로는 철근부식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철근부식 억제
시스템 공법』과 철근부식으로 콘크리트가 박리 · 박락한 경우에 적용하는 『철근부식 보수시스템 공법』
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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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공법 시공절차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1

송산배수지 확정공사사업

의정부시

녹원종합건설

2

Mock-Up Test

㈜비앤비

㈜비앤비

3
4
5
6
7
8
9
10
11

진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평택시상하수도
중 방수공사
사업소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포천시수도사업소
중 방수공사
계룡로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LH공사
세라믹도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령정수장 응집침전지
K-Water
보수보강공사
충청지역본부
영동선 백옥포교 교량난간
한국도로공사
염해방지 보수 공사
영동선 속사천2교 교량난간
한국도로공사
염해방지 보수 공사
K-water
보령정수장 보수보강공사
보령권관리단
서산 수석,오학
K-water
배수지 보수공사
서산권관리단
청주정수장 정수지
K-water
보수보강공사
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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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산업
성심산업
에스더블유
건설
서원건설
비앤비
비앤비
봉민산업
서원건설
지수개발

공사기간

공사규모

12.6.28~
539㎡
14.3.31
13.12.2~
10㎡
13.12.5
12.12.3~
7,646㎡
13.11.27
12.12.17~
8,667㎡
15.1.28
13.11.18~
1,200㎡
13.12.17
13.3.20~
2,322.22㎡
13.9.14
13.11.26~
160㎡
13.12.6
13.11.16~
50㎡
13.12.6
14.4.21~
2,200㎡
14.8.31
14.5.12~
2,120㎡
14.7.25
14.6.26~
7,600㎡
14.10.23

나. 향후 활용전망
- 최근의 SOC 구조물 유지관리 시장 및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확대로 인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
물의 보수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신축구조물의 성능설계 도입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선행적인 내구성
보호 및 보수공법에 관한 시장 확대 예상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기술과 차별성

신기술

기존 A공법

기존 B공법

기존 C공법

방청제성분

유기계
(아미노알콜유도체)

무기계
(아질산염)

무기계
(아질산염)

유무기 복합*
(아미노카르복실)

CO2 및 Cl고정 기능

있음

없음

없음

없음

보수공법 원리

유기계 방청 +
열화원인
제거/억제

무기계 방청 +
열화원인 침투
억제

무기계 방청 +
열화원인 침투
억제

유무기계 방청 +
열화원인 침투
억제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최근의 건설경기는 건설수주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 개발자는 이미 해외공사에서 보수재료 및 공법의 수출경험과 함께 시공실적이 있으
므로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에 이르러 신규건설에서의 한계
점을 유지관리 분야에서 보완하는 등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사회기반
시설의 중요성에 맞물려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그 투자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시장이어서 신기술의 시장 진입 및 적용은 밝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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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신기술

㎡
㎡
㎡

신기술

㎡
㎡
㎡

(2) 공사비

신기술

신기술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기존기술대비 공사기간을 최대 1.5일 단축한다.
신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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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관리비
철근부식 억제시스템
신기술

신기술이
신기술이

철근부식 보수시스템 (T=50)
신기술

신기술이
신기술이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최근의 우리나라의 건설경기는 신축이나 재건축 등의 비율이 낮아지고 구조물의 장수명화 기술
개발 및 리모델링 등 시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구조물의 보수분야는 주로 SOC 구조
물을 대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법의 통과로 인하여 약 20∼30년이
지난 아파트의 보수공법 적용은 환경부하 저감의 시장확대와 고용창출, 더불어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이라는 공익성과 타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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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술정보
SHRP(Strategic Highway Research Program)
미국의 SHRP는 FHWA, AASHTO, TRB가 관리
하며 국가도로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개선

미국의 도로안전 연구동향

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이다. 이는 미국 연방
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도로이용자를 위한

서론
미국에서는 아직도 교통사고에 의해 연간 약
33,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약 2,20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당하다.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심각도의 감소를 위해서 많은 정책과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감소율은 점점 둔화
되고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교통사고는 차량, 도로, 운전자 세 가지 요인이
독립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다. 과거

사업으로 약 2억 3,2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첫 번째 SHRP는 1988년~1993년까지 수행되었
는데, 혁신적 도로포장 기법과 도로 유지관리
기법 등 도로제공자 입장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
었다. 반면 두 번째 SHRP는 2005년~2015년까지
안전(Safety), 재개발(Renewal), 신뢰성(Reliability),
용량(Capacity)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이용자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 SHRP2 주요내용

수 십년 간 안전측면에서 차량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시스템, ABS브레이크 등), 국가에서는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거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지금의 사고수준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차량과
도로에 의한 사고는 6% 밖에 되지 않아 이것들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고발생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운전자의 독립
요인(약 57%)이며, 두 번째는 운전자와 도로의
복합요인(약 30%)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운전자

SHRP2 안전부문의 수집 데이터
SHRP2 안전부문의 핵심목적은 운전자의 행동이

행동에 대한 연구와 이를 이용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때이다.

차량, 교통환경, 도로특성, 교통제어시설, 기상
환경과 어떻게 상호연관되어 사고를 일으키는지를

▶ 교통사고 발생요인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HRP2의 안전부문에서 구축하는 데
이터는

자연적

운전행동

데이터(Naturalistic

Driving Study, NDS)와 도로정보데이터(Roadway
Information Database, RID)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되며, 도로조건과 특성에 따른 운전자 행동을
매칭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자료는 인디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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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워

경사, 편경사, 곡선반경, 조명, 럼블스트립, 중앙

싱턴 등 6개 주에서 수집되었다.

분리대, 길어깨, 방호 울타리, 접근로수, 교차로
위치, 교차로 운영방식 등이다. 추가로 5년간 사고
자료, 교통정보제공자료, 기상자료, 주별 교통법

■ NDS(Naturalistic Driving Study)

NDS는 어떤 운전행동이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에
근접(Near Crash)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 NDS 자료의 수집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원자(16세~80세, 3,147명)의

(안전벨트, 전화사용, 문자사용 등), 공사정보 등이
포함되었다.
▶ Mobile Van(도로정보수집차량)

차량 내에 최신장치패키지를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것과 교차로와 같은 주요
지점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여 지나가는 모든
차량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이다.
▶ 운전자 행동기록 장치

SHRP2의 분석결과
SHRP2의 데이터 분석은 현재 1단계까지 진행
되었다. 1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일부만을
▶ 주행정보 수집 카메 라

분석하여, 가능한 연구주제 8개를 선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10개 주를 선정하였다.
▶ Proof of Concept

이렇게 기록된 자료의 종류는 주행영상, GPS,
속도, 가속, 감속, 차량제어, 차로내 위치, 운전자
얼굴(시야), 운전자 손, 음주여부, 회전 신호,
회전각, 안전벨트 착용, 에어백 등이며 주행거리는
3,300만 마일 이상, 통행수는 5백만이 넘는다.
■ RID(Roadway Information Database)

RID는 각 주의 교통부에서 보유한 20만 마일의
도로와 Mobile Van Data를 통해 2만 5천 마일의
도로정보를 수집하였다. 도로정보는 차선수,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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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제들의 데이터 분석결과는 운전자와 도로
환경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모형화될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하게 된다.
‘차로 이탈’에 관한 주제를 예로 들면, 지방부
2차로 도로 커브길에서 차로 이탈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운전자들이 어떤 조건일 때
안전하게 커브길을 주행하는지에 대한 모형이
개발될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도로 표지판 위치,
노면마킹, 적당한 시거범위 등을 과학적으로 결정
하게 된다.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소개한 미국의 SHRP2와 유사하게 유럽
에서도 UDRIVE라는 이름으로 운전자 행동을 분석
하는 NDS(Naturalistic Driving Study)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으로
운전자 행동에 관한 분석연구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서론에도 언급 했듯이,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운전자가 도로, 차량,
기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진하다. 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시설개량사업,
위험도로개량사업 등 국가가 수행하는 많은 교통
안전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로만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안전분야가 한 단계
발전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운전자
행동에 대한 연구가 서둘러 시작되어야 하며,
운전자 행동에 관한 연구는 도로, 차량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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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5년 3월)

구분

용 역

차수

정밀
안전
진단
심의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심의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심 의

(용역비)

결 과

비

고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 지하3층, 지상2층
․ 연면적 7,070㎡
․ 주차 199대, 도서관 복합건물

10,393
(446)

조건부
채택

건축

39

방학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
․ 생태통로(폭 20m, 연장 20m)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660
(114)

조건부
채택

조경

40

한양도성 우백호(인왕산~안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기본계획 ․ 생태통로(폭 15m, 연장 75m)
및 기본설계용역

6,100
(118)

조건부
채택

조경

41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59,141
(517)

조건부
채택

토목

42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 ․ 캠핑장, 관리실, 목공체험장, 수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식재 등

9,570
(133)

조건부
채택

조경

45

낙산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 규모 198,376㎡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2,800
(142)

조건부
채택

조경

30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 건축면적 2,256㎡, 연면적 17,507㎡
교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 지하3층, 지상4층

38,500
(1,715)

조건부
채택

건축

47

효자배수분구(광화문지역) 하수
․ 2개소 유로변경 관로신설,
관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
1개소 유입관로 개선
설계용역

28,195
(547)

조건부
채택

토목

49

송정 외 18역 노후 에스컬레
․ 에스컬레이터 63대 교체(5,7,8호선)
이터 교체공사

15,750

조건부
채택

기계

33

탄천2고가교
용역

(518)

조건부
채택

토목

38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 정수시설규모 400,000톤
정밀안전진단 용역
도수관로 2,800mm 450m

(128)

조건부
채택

토목

44

잠실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57)

조건부
채택

토목

50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 ․ 4개 하수처리구역
조사 및 기본설계
․ 조사 680km, 설계 284m

(11,880)

조건부
채택

토목

심 의

심 의

업

34

발 주

설 계

사

(단위 : 백만원)

․ 총 연장 1.116k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4개소

정밀안전진단 ․ 본선 27m ~ 34.7m / 3,640m
․ 램프 : 6.61m ~ 6.75m / 2,703.5m

․ 본선 35m / 1,280m / SPG
․ 램프 : 7m / 345m /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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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5년 3월)

(단위 : 백만원)

심
기

간

분

야

사

업

사

현

황

명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건

축

은평병원 청사 현대화 및 증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4건

856

791

교

통

남산 예장자락 일대 교통체계개선방안
수립 용역 등 3건

205

168

92

71

기계설비

암사 정 수센 터 아 리 수 소수 력발 전 소
시 설공사 기 본 및 실 시 설계용 역 등 2건

도

1종 교량 보수보강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6건

2,118

1,909

상하수도

대형 제수밸브 점검정비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강북지역) 등 6건

1,760

1,730

소

방

방화 외 19역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

304

268

2015. 3. 전 기 통 신

지능형 스마트 정수장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건

276

256

796

748

월드컵공원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59건

1,195

1,105

지 하 철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5건

1,623

1,532

하

천

한강수중보(잠실, 신곡) 등 나들목 14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등 2건

489

459

기

타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10건

2,118

1,909

11,832

10,946

로

정 밀 진 단 성산로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8건
조

경

계

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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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 용어

< 2015년 제106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4.10～4.16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 서 접수
(인 터넷)

합격자
발 표

5.10

6.19

6.22～6.25

8.21

크라우드 펀딩, 소셜 펀딩(crowd funding)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이다. 사업자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이 인터
넷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올리면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액을 기부·후원하여 자금을

< 2015년 제57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3.13~3.19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 서 접수
(인 터넷)

합격자
발 표

4.04

4.17

4.20～4.23

6.26

조달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킹(SNS)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는 문화 ·
예술 프로젝트 후원자 모집이나 재난구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모을 때 사용됐으나 최근엔 신규
사업을 위한 소액 투자자 모집으로 의미가 확대

< 2015년 제2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4.24~4.30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 서 접수
(인 터넷)

합격자
발 표

5.31

6.12

6.15～6.18

7.31
8.21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육성제도인 잡스법은
소기업들에 한해 연간 100만달러까지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대중들로부터 별다른 제한 없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 2015년 제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3.13~3.19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반 개인투자자 입장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 서 접수
(인 터넷)

합격자
발 표

4.04

4.17

4.20～4.23

6.12
6.26

에서는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인터넷을 통해
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고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q-net.or.kr]
[S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hankyung.com/d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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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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