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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형 건축에의 디지털 기술의 의미

 비유클리드 기하학(non-Euclidean geometry)의 등장과 함께 건축 공간에 대한 건축가의 사고가 선형적 

사고에서 비선형적 사고로 전환되면서 근대 비정형 건축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비정형 건축은 그 실현가능성이 제고되어 왔다. 과거에는 건축물의 구축이 불가능

하여 가상의 형태 생성에만 그쳤던 비정형 건축들이 근래에 와서는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건축가들이 더욱 복잡하고 거대한 규모의 비정형 건축물들에 도전하고 있으며, 시공기술과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이 확보되면서 비정형 건축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비정형 건축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활용되어 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선례연구(유정원, 2012)에서 제시된 비정형 건축분야에 

적용된 7가지 디지털 기술 분류를 도입하여 각 기술 항목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 과정 및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비정형 건축분야에의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2.1 형태생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디지털 기술이 건축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으로, 이 시기에는 자유로운 사고 표현의 

용이성 때문에 건축 디자인 도구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피터 아이젠만과 그렉 린 등에 

의해 형태생성에 이용되었으며, 피터 아이젠만의 접기와 펼치기 기법(Fold & Unfold), 그렉린의 파티클

(Particle)과 프렉탈(Fractal), 그리고 블럽(Blob)기법 등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형태생성은 더욱 적극적으로 비정형 건축에 활용

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 형태생성 사례들이 계획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이 시기에는 건물의 

구현까지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길이 135m, 폭 25m, 높이 18m 규모로 두 개의 물방울 

형태가 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접합되는 메타볼(Metaball)이 적용된 BMW 파빌리온(Pavilion) 등이 

있다. 

》  칼  럼

  비정형 건축에서의 디지털 기술적용에 관한 고찰  
   
    유 정 원

       선문대학교 교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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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bus  Convention 
Center, 피터 아이젠만, 1993

Citron House,  Greg  Lynn, 
1994

BMW Pavillion(Bubble), 
Bernard Franken, 1999

Embryological House, Greg  
Lynn, 1999

[표 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형태생성 사례

 이후 넙스(NURBS)1) 기반 모델러들의 기술 발전과 파라메트릭2) 기법의 도입으로 건축가들의 형태생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에는 변화가 온다. 

 이전에는 펼치기, 파티클, 프렉탈, 블럽 등의 기법이 사용된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접어들면서 

파라메트릭 기법을 도입한 형태생성과 형태변형을 통한 디자인과 3D 디지털모델 생성, 그리고 RP(Rapid 

Prototyping)모형의 디자인 피드백 등을 시도하게 된다. 그 예로는 비스플라인(B-spline, 근사곡선)을 통한 

파라메트릭 방식에 의해 유선형의 곡면 형태를 생성한  Hessing Cockpit in Acoustic Barrier(2005) 등을 

들 수 있다.

Water Cube, Architects PTW 
& Arup, 2008

Zlote Tarasy, Jerde Team, 
2007 NEATT, KPF, 2010 Strata Tower, Asymptote

[표 2] 파라메트릭 기법을 활용한 형태생성 사례

2.2 부재 제작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정확한 비정형 부재의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비정형 건축은 그 실현 가능이 더욱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확한 부재 데이터의 전달이 가능해 졌으며, 더 나아가 부재 데이터를 제작에 

직접 사용하는 컴퓨터 수치제어(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기술이 적용되면서 더욱 정교하고 

정확한 제작과 시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 넙스(NURBS, Non-uniform rational B-spline) : 일정한 점들을 연결한 직선에서 계산에 의한 곡선을 구하고 그 곡선을 확장시킨 3차원의 
곡면을 구하는 방식

 2) 파라메트릭(parametric) : 여러 개의 독립적 변수를 사용한 공식에 의하여 정의되는 직선이나 곡선 또는 표면 등의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지원설계(CAD) 시스템에 쓰이는 기법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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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정확한 부재제작이 가능하였던 초기 사례로 그라츠 아트뮤지엄(Kunsthaus Graz, 

2002))의 3D 디지털모델 데이터가 외피재료의 생성 및 제작에 사용된 것을 들 수 있다. P&C 백화점

(2005)은 이중 곡률 곡선 목재 보와 6,500여개의 유리 패널의 시공을 위하여 디지털 모델을 이용한 이중 

곡률 곡면의 구현과 정확한 물량 산출 및 제작이 예산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에서는 사각 평판 유리패널로 

대체된 사례이다.

Kunsthaus Graz, Peter Cook 
& Colin Fourrier, 2002

BMW  Welt, Coop 
Himmelblau, 2007

Milan Trade Fair, Mario  
Bellini, 2005

Mercedes Benz Museum, 
UN Studio, 2006

[표 3] 디지털 기술 및 CNC 기술을 활용한 부재 제작 사례 

 

 이후, 패널 등의 부재제작에 CNC 기계와의 직접적인 데이터 전달에 의한 제작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

하였다. 이 경우는 CNC 기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부재만 제작 가능한 한계를 갖지만 그 정확도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는 기법이며 그 적용 프로젝트는 현재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월트디즈니 콘서트홀(Walt  Disney Concert Hall, 2003)에서 프랭크 게리에 의해 본격적으로 CNC 기법에 

의한 건축 부재 생산이 시도되었으며, 밀라노 무역 박람회(Milan Trade Fair, 2005)는 10만 개가 넘는 

유리와 9,000톤에 달하는 프레임의 대량 맞춤 생산을 위하여 CNC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MARTa 

Museum of Future(2005)는 정확한 3D 모델을 구축하여 철재 구조지붕의 모든 요소를 CNC가공에 의해 

제작하였으며, 휘어진 RC벽 타설을 위한 복잡한 거푸집 제작에도 사용하였다. 

 벤츠 박물관(Mercedes Benz Museum, 2006)은 이중 곡률 곡면인 박물관의 외형과 내부공간의 복잡한 

형태를 3D 모델과 CNC가공으로 정확하게 사전 제작된 목재 패널과 철판을 현장에서 정밀시공 함으로서 

이중 곡률 내부공간을 시공할 수 있었으며, EPFL학습센터(2008)는 각기 다른 형태와 크기의 1,500여

개의 거푸집 틀과 10,000여개의 고정쐐기가 CNC가공에 의해 제작 시공되었다. 

 국내에 건설된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DDP 또한 곡률이 심한 비정형 지붕의 패널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중 곡률 패널의 제작을 위하여 CNC 기법을 사용하여 디지털 데이터의 직접적인 전이방법을 

사용한 하이드로 포밍(Hydro Forming) 기법에 의해 패널을 제작하였다. 

2.3 패널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금속, 유리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비정형 건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공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 5 -

비정형 곡면의 패널분할(panelizing) 과정을 거쳐 최적화(optimization)를 시켜야 한다. 이러한 패널분할 

과정상에서 패널 생산비와 시공 비용은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 이유는 비정형 곡면의 분할된 

패널들은 대부분 이중 곡률 곡면의 패널로 구성되는데, 금속의 경우는 평면 패널의 약 12배 이상, 유리의 

경우는 약 40배 이상의 생산비가 필요하므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패널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패널의 최적화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목적 또한 다양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정형 곡면을 사

각 평면 패널(Planar Quadrilateral Panel)로 변형하여 3,000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패널과 250개의 유리 

패널로 시공한 노만 포스터의 세이지 음악당(The Sage Gateshead, 2004)과 영국 대영 박물관의 천장을 

삼각형의 평판 유리 패널들로 분절한 British  Museum Great Court, London(2000)을 들 수 있다. 이는 

가운데 원형과 바깥쪽의 사각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중으로 휘어진 곡면으로 구성된 천장을 삼각형 

패널로 분할하기 위해서 용수철-질량을 이용한 물리적인 해석방법을 도입하여 정삼각형들로만 구성된 

메시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패널 최적화 과정을 통해 패널의 수를 10,664개에서 3,312개로 줄일 수가 

있었다. 

British  Museum Great Court 
London, Foster and Partners, 2000

The Sage Music Center Gateshead, 
Foster and Partners, 2004

Lentille St Lazare, Jean-Marie 
Charpentier, 2003

[표 4] 패널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2.4 시공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시공을 위하여 활용된 디지털 기술들은 초기에는 부재와 연관되어 도면생성 등에 활용되었으나, 이후 

디지털 마스터 모델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공을 위한 방대한 도면들의 자동 추출, 정확한 위치 

좌표값 추출 등으로 인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초기 사례로는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1997)으로서 디지털 마스터 모델을 형성하고 3D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서 시공단계의 디지털 성형과 시공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또한 BMW 파빌리온(1999)은 디지털

마스터모델에서 추출한 내부 프레임 골조의 단면프레임을 장방향 고정용 원형파이프에 연결하고, 고정된 

프레임의 양쪽 끝과 천정 그릴부분을 유착함으로써 구조의 안정성을 가할 수 있었다. 워터 큐브(Water 

Cube, 2008)에서는 3D모델에서 약 112개의 단면이 생성 되었으며 각 부재의 길이, 무게, 개수 등의 자

료가 추출되어 손쉽게 구조형상 자료 및 도면을 완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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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  Disney Concert Hall, 
Frank O. Gehry, 1987-2003

ING Bank  Head Offices, 
Erick Vian Egeraat, 1997

Guggenheim Museum in 
Bilbao, Frank  O. Gehry, 

1997

CCTV headquarter, Rem 
Koolhaas, 2008

[표 5] 시공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이후 시공을 위한 기술은 단순히 도면 추출이나 좌표 조회가 아닌 구조계산과 연관되거나 공법과 연관된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되면서 그 시공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그 예로 3D 디지털모델을 통해 지그

재그형 매스를 성공적으로 시공한 CCTV 본사(2008)를 들 수 있다. 기울어진 두 타워에서 캔틸레버3)  

형식으로 구조물이 시공되고, 두 캔틸레버가 공중에서 접합되기 이전에 부재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변형을 3D 디지털모델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미리 구조계획 및 시공계획에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2.5 구조계산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비정형 건축은 구조에서도 난해하고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있어 왔

다. 구조계산에서 디지털 마스터 모델 형성에 의한 복잡한 형태 데이터가 재생성 과정 없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구조계산 또는 구조모델 생성에 활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조분야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최초의 시도는 오토(Frie Otto)에 의한 뮌헨 올림픽 경기장의 지붕(Munich, 1968-1972) 구조설계이며, 

그 이후로 구겐하임 박물관(1997)에서는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형태제어와 구조의 

생성을 위해 디지털 마스터 모델이 사용되었고, 그라츠 아트뮤지엄(2002)은 3D 디지털모델 데이터를 외

피의 철재구조 최적 모델 생성 및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마

스터모델은 구조, 재료, 공간의 통합설계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BMW 월드(BMW Welt, 2007)는 3D 

디지털모델을 통해 더블콘의 환형 구조설계를 진행하였으며, CCTV 본사(2008)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캔틸레버 형식 구조물의 구조계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6 협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물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BIM기술은 건축 각 분야의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3) 캔틸레버(cantilever) : 한 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자유로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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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 성공적인 협업과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협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사례로는 3D 설계모델(CATIA와 Rhino)을 작성하여 그 데이터를 시공자와 직접 

공유한 프랭크 게리의 MIT 스타타 센터(MIT Stata Center, 2004)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설계와 시공회

사 모두 해당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자의 확보와 협업체제가 절실히 필요하였던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3D 모델링이 연속적으로 사용된 벤츠 박물관(2006)과 건축

가와 구조, 시공, 부재 회사의 성공적인 협업으로 정확성과 신속함이 가능했던 인스부르크(Innsbruck, 

2007) 역사 출입구,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등이 그 사례이다.

2.7 기타

 위에 언급한 기술들 외에도 비정형 건축을 위한 디지털 기술들로는 건축가가 디자인 과정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든 모형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3D 스캐너 기술과 반대의 개념인 디지털 모델을 

아날로그 모형으로 생산하여 디자인을 검토하는 RP(Rapid Prototyping) 모형기술 등이 있다.

 3D 스캐너 기술이 활용된 최초의 사례는 1984년 시카고 건축설계전문업체 SOM이 후안 미로(Juan 

Miro, 스페인 화가)의 30인치 크기 조각상을 위한 구조해석 과정에서 의료용 단층촬영기(CAT-scan)를 활

용하여 3차원 스캔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서, 120장의 엑스레이 결과물을 사용하여 3차원 곡면형상을 구

현하였다. 그 이후 건축에 사용된 사례는 프랭크 게리의 구겐하임 박물관(1997)으로, 디자인된 아날로

그 모형을 3D 스캐너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여 디지털마스터모델을 형성하였다.

 RP모형을 사용한 사례로는 타이중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Taichung Metropolitan Opera 

House)로 벽과 천정, 바닥이 일체화되는 복잡한 형상을 3D 디지털모델 생성과  RP모형의 생성으로 디

자인 피드백을 통하여 설계가 완성되었으며, 자하 하디드의 DDP 또한 디자인 검토과정에서 생성된 3D 디

지털모델의 RP모형 생성으로 디자인 피드백 과정을 거쳤다. 

3. 소결

 이 글에서는 비정형 건축의 설계와 구축을 위하여 발전되어 온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우선, 비정형 건축 형태생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는 표현의 자유로부터 파라메

트릭 기법을 도입한 형태 변형과 응용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한 대부분의 프로젝트 사례는 

넙스(NURBS) 기반 모델러 또는 파라메트릭 CAD 시스템을 디지털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부재제작에 필요한 정확한 수치 데이터 혹은 관련 도면 데이터의 전달이 가능해지고 CNC 기계

와의 데이터 전이가 실현되면서, 더욱 복잡한 형태의 부재도 정교한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과거에는 구현이 어려웠던 비정형 건축도 구축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정확한 부재 데이터의 전달이 가능한 시스템 내에서의 데이터 구축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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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디지털 마스터 모델을 형성하여 구조, 시공, 부재 제작 등과의 종합적인 데이터 공유가 시작

되면서 비정형 건축의 성공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구축에 성공한 복잡하고 난해한 사례들은 시공, 

구조, 협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기술 즉, 프로젝트에 부분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BIM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비정형 건축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BIM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여, 구축된 BIM 데이터가 설계, 구조, 시공, 부재 제작 전반에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일반 모델러에서 구축된 비정형 형상 데이터가 BIM 데이터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비정형 건축 구축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패널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패널 제작비 측면에서 선호되는 평판 패널로의 변환기법으로부터 물리적인 해석을 도입한 기법, 

가전성(可展性)을 높이는 최적화 기법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이는 패널 최적화의 성공여부가 

비정형 건축의 실현 가능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래에 구축되고 있는 대부분의 비정형 건축들은 상당부분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은 비정형 건축 이외에 시공 또는 공법 적용의 난이도가 높은 

건축물들의 구축에도 상당부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들은 지금도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발전하고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그 활용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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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하자발생 

최소화방안 마련

 서울시는 공사 품질 혁신을 통한 선진 건설기술

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 건설

공사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시공하자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서울시 · 자치구 · 公社에서 최근 3년간 준공한 

10억 이상 건설공사 총 411건을 분석 한 결과, 

하자 발생건수는 평균 21%였으며, 주택(아파트) 

공사에서 하자가 과다하게 발생되었다. 특히, 공사

관계자 참여 소홀, 공사(용역)기간 부족, 마감재 

부실 등 대부분의 하자가 시공 시 발생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설계품질 혁신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

안」과 함께 하자발생 근절을 위해 “건설공사 중점

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다.

 「설계품질 혁신방안」으로는 첫째, 실시설계 기간 

확보로 하자발생을 차단한다. 민원, 협의 등 중단

기간을 설계 소요기간에 포함하여 공사에 필요한 

도서작성(실시설계) 기간 부족으로 품질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소요기간을 과업내용서에 구분 명시하여 관리함

으로써 공사에 필요한 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작성기간을 확보한다.

 둘째,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로 품질을 제고한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감리 및 건설기술자문을 이행한 

건설공사도 예외없이 심의를 하도록 한다.

 또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으로는 첫째, 설계자의 

시공 참여를 확대한다. 설계관계자의 시공초기  

참여소홀로 공사시행 적정성 검토 미흡 등으로 

인한 하자빈도가 높음에 따라 시공 중 설계변경 

시 설계자를 참여시켜 설계변경 최소화 유도 등 

건설공사 시공품질을 향상토록 한다.

 둘째, 주요공종 시공 중 관리 · 감독을 강화한다.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하자유형에 대한 시공

관리 부족으로 동일하자가 지속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기동점검, 현장점검 등 건설공사장 

점검활동시 ‘시공계획서 작성’, ‘건설공사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이행’에 대한 중점 점검 및 기술지도로 

부실시공을 사전 차단한다.

 셋째, 지장물 철거 및 보상지연 등 공사중단 

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하여 무리한 공사를 강행

함으로써 초래되는 부실(잔손보기, 생활하자 등) 

방지를 위하여 마감공사 절대기간을 보장하여 시공

품질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방수 및 결로 등 광범위한 하자발생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중점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건설공사 중점관리(설계·시공) 체크리스트】

서울시 홈페이지 건설분야(http://infra.seoul.go.kr) 

→ 건설기술 → 자료실 → 지침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77〕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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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내 노후수도관 교체 지원 

대상 전면 확대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이 중대형 규모의 주택

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5월 14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1994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되고,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사용

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

가구주택 330㎡ 이하,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왔다.

 시는 수도관 교체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율이 낮다고 보고,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서는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 정수센터에서 생산하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

하게 되었다.

 이번에 중대형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한 결과 6만 

8천 가구가 교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

으며, 지원금은 단독주택 최대 150만원, 다가구 

주택 최대 250만원, 공동주택 최대 120만원까지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세대별 최대 20만원씩 

지원해왔던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40만

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용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신청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하면 되며,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노후 수도관 상태검사, 지원

신청서 접수, 공사비 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02)3146-1471〕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서울시는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사용자의 복지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설계공모’에서 ㈜제이유

건축사사무소의 「생활속의 Healing Home spital」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열악하고 협소한 시립영보정신요양원(경기도 용

인시 처인구 464번지)의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

해 정신질환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보장과 

재활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설계공모 작품심사는 6명의 교수 등 전문

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총 7개 

작품 중 당선작을 결정하고 설계용역 기본 ·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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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혁경 ANU 디자인

그룹 대표는 심사평을 통해 “당선작은 기존건축

물과의 입면통일성을 확보하였고, 램프구간을 새

롭게 설정하여 지하층을 오픈함으로써 1층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며 “특히 4층 부분을 그룹 

홈으로 신축하여 남향으로 배치한 점이 돋보였다”

고 밝혔다.

 시립영보정신요양원은 입소자들을 위한 침실, 

프로그램실, 미용실, 의무실, 공동휴게실 등이 

설치되고, 관리자를 위한 상담실, 관리실, 자원

봉사실이 설치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환경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능을 확충·개선하고 

노후된 기계·전기 등 설비시설을 보수·교체한다. 

 이번 공사는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19〕

2015년도 서울특별시토목상 후보자 공모

 서울시는 안전하고 수준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토목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

하여 서울특별시토목상을 시상할 계획으로 6월 

4일(목)부터 7월 6일(월)까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수상후보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

에는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10인 이상 

연서로 신청해야 한다.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적사실 조사 · 확인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 10명(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

수상 6명)을 선정 · 시상한다.

 단, 추천 대상자가 동일 공적으로 수상한 사실이 

있거나, 서울특별시토목상을 받은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15년도에 타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시민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접수처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서소문별관 2

동 2층)이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kgsu2319@seoul.go.kr) 접수도 가능하고, 수상

자는 8월말에 개별통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 제출서식 다운로드 :

 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건설 → 뉴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2015년 상반기 건설공무원 건설VE 및 

전문시방서 활용교육

 서울시는 건설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VE 동향과 전문시방서의 

이해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5. 26(화) 실시하였다.

 교육은 ㈜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손명섭 전무의 

“건설VE”(VE개론, VE관련법규, VE추진절차 및 

기법, VE제안사례)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박동욱 

토목심사팀장의 “전문시방서의 이해 및 활용방법”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 자치구, 공사 ․ 공단 

관계자 174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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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Value Engineering)는 적용시기가 빠를수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비용절감 가능성 및 개선효과가 

커지는 장점이 있다. 

 최근 5년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국내는 2.4 ~ 

4.3%, 미국 FHWA(교통부 연방도로청)는 5~10%의 

사업비 절감률을 보이고 있어 VE를 실행 할 경우 

소요비용 대비 10배 이상의 사업비 절감이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설계VE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발주하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관련법에서는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하여 설계VE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담당자가 쉽게 VE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및 시행주체, 대가산정, 

단계별 추진절차 및 업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설계

VE 가이드라인”을 작성 ․ 배포한바 있다. 

 아울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용역발주심의 

등 각종 심사 ․ 심의 시 적용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전문시방서의 이해 및 활용방법」 교육에서는 

서울시 실정에 적합한 부분만을 발췌 ․ 수정 ․ 편집

하여 작성된 지자체 유일의 전문시방서인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사시방

서로 작성하는 방법과 잘못된 작성사례 등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시방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와 더불어 도심지 보도포장 표준시공 정착을 

목적으로 보도공사 시공기준을 추가하여 부분개정한 

사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2016년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건설

기준의 코드체계 개편 및 성능기준 제시 등 국가

건설기준관리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건설VE교육은 매년 상 · 하반기 2회 실시되며, 올 

하반기교육은 1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73〕

국가건설기준센터 성과발표회 및 건설기준

위원회 위촉식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13. 9월 국가건설기준

센터를 개소한 이래 학, 협회 전문가와 협력하여 

건설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의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성과 및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발표와 

건설기준위원회 위촉식이 6월 3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건설기준 실 · 검증 연구 성과로 ‘친환경 호안블럭 

설계기준 개정 연구(이두한 연구위원)’, ‘보강토 옹벽용 

토목섬유 보강재의 장기 성능 평가 기준 연구(이광우 

수석연구원)’, ‘생활안전 건설기준 개정 현황(이용수 

연구위원)’이 발표되었으며, 김현수 선임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향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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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센터의 주된 역할을 수행할 건설기준위원

회 위원들의 위촉식도 개최되었다.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6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을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지침’과 

같도록 5m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에서의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5.21 ~ 6.30, 40일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찰관서(지구대 · 파출소)의 설치

 도시공원에는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하여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안전벨은 공원의 안전시설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

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 · 파출소)를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② 완충녹지 최소폭을 5m로 조정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

폭을 「도시 · 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

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5m)과 

일치시켜 기준을 조정하였다.

③ 보훈회관 허용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나,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이를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가능하

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 

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

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지정만 해두고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

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취지로 

2009년 12월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특례 제도로 

민자 공원이 조성된 사례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

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자체 · 사업자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조성과 수익사업 동시 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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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

물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 조치로 인해 분양 건축물인 경우 공원의 기부

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하여 시행자의 사업기간이 

1년~2년 정도 단축되면서 재원부담 또한 많이 

경감될 예정이다.

② 민자공원 특례제도 절차 간소화 등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위원회의 자문과 심의가 8회이나, 3회로 

단축됨으로써 절차 진행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현행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전에 하는 지자체

와 민간사업자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으로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개선됨으로써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재원조달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제안서 제출서류 간소화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④ 공모제 도입

 현행은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하여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

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0년 7월이면 모두 실효

(자동해제)되는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투자활성화도 기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5.12)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가정책조정회

의)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고 통보 의무화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의 

건설사고를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

사고 통보의무를 부여

②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 기본

계획의 내용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③ 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하여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

④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

여야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⑤ 건설주체 안전역량평가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 공개 



- 15 -

⑥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

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

⑦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

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 지침 및 규정을 통합하여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

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하였다.

 이번 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의 통합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규정」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

훈련지침」을 통합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으로 정함

나. 지침을 조문형식으로 통일하고 간결하게 체계 정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다른 행정규칙과 동일하게 조문형식으로 정리하고, 

길고 복잡한 세부내용을 별표로 수록하여 국민

들이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비함

다. 부실로 평가 받은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점검 및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로 지적

받은 점검 · 진단 실시자가 실시한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하여 향후 1년간 평가를 실시하여 부실한 

평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함

라. 평가 제외대상 항목 정비

 그동안 제외 대상이었던 1종 시설물의 정밀점검, 

공공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 정밀점검, 30년 미만

이거나 B등급 이상인 공동주택 정밀점검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부실한 점검 · 진단을 방지함

마. 평가절차 간소화

 평가의 필요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사전평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용어 및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

비함

바. 내진성능평가 관련조항 추가

 법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의 개정(2014.1.14.) 

사항을 반영하여 정밀안전진단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내진 

보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평가위원회 위원 수 조정

 시행령 제28조(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의 개정(2014.7.14.) 사항을 반영

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300인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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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가위원의 임기 연임규정 정비

 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의 장기간 연임 및 과다한 

중복위촉을 제한하여 이해충돌 발생 및 관련자

들과의 유착을 방지하고자 연임을 1회로 한정함

자.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결정권 보유조항 삭제

 평가위원회 심의 · 의결 중 가부동수 시 위원

장의 결정권 보유조항을 삭제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적 원리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개선함

차. 기타 체계 및 용어 정비

 유사 · 중복되는 내용 및 용어를 통합하여 조

문화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6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

준을 마련하여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

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

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발주청의 사후평가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후

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 사업별* 특성을 고려 각 과업의 업무량 등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

정액가산방식으로 신설(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공사특성에 따른 사업별 분류(안 제3조 제6호~제9호)

   · 선형공사    : 평면선형설계를 하는 도로 및 철도

시설물을 포함하는 공사

   · 비선형공사Ⅰ: 주택단지공사, 산업단지공사, 건축

시설물공사

   · 비선형공사Ⅱ : 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공사

   · 기타공사    : 선형공사, 비선형공사 Ⅰ·Ⅱ를 제

외한 나머지 공사

  -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소요인력 세부산정기준 

마련(별표7 신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

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정

책과로 6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3〕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이유는 도로관리청이 재해 · 재난 방지

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접도구역

에서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한편,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 · 죽(竹)을 베는 행위 등 허용

행위를 완화하고 현수막게시시설을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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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허용행위 완화(안 제26조

제1항 제7호)

 -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 · 죽(竹)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입목 · 죽(竹)을 

베는 행위를 허용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보장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호함

나. 도로구역내 시설의 설치 허용확대(안 제28조)

 - 태풍, 집중 호우 등에 따른 도심지 우수유출

저감시설 등 재해 · 재난 방지 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해 · 재난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보호

다. 접도구역 허용행위 완화 및 조문정비(안 제

39조제3항)

 - 접도구역에서 태풍, 홍수 등에 따른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허용하고,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을 이와 유사한 1미터 미만의 절토 

행위 추가허용

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55조제6호)

 -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 중 

현수막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하여 관리하는 현수막게시시설을 추가하여 

도로미관 보존 등 공공목적 달성

 이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

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로 

6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0〕

’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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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차 서울메트로 2호선 강남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STA.27k560~590 터널해석시 암반상태가 가장 

좋은 경암부의 지반조건으로 검토하였으나, 

굴착 당시 암반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공시의 굴착 상태를 반영하여 검토할 것 

○ 전차 진단시와 동일 위치에서 조사 및 시험 

실시할 것(현황도 작성)

  - 정밀안전진단의 조사 및 시험의 목적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 및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위이므로 

전차 진단시와 동일한 위치에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전차와 다른 위치에서 시험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전차 및 금회 시험위치를 비교 · 검토할 수 

있도록 현황도 작성할 것

○ 중점관리가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손상에 

대하여는 현장업무에 지참 가능토록 별도 휴

대용 외관조사망도를 제작할 것

■ 제61차 서울메트로 2호선 강북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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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라이닝 구조물은 암반상태에 따른 외부의 

이완하중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Terzaghi 이완 하중재하를 실시한 

라이닝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내용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내용 보완 필요할 것

○ 각 구간별 유지관리 중점구간 선정 및 제시

할 것

  - 각 구간별 주요 손상부위 및 점검대상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중점구간을 선정하여 구체

적인 점검항목 및 체크리스트(양식 포함)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유지관리시 효율적인 점검

을 수행토록 할 것 

■ 제62차 서울메트로 3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30k147(하)구간의 터널해석시 적용한 물성값

과 STA.23k380 구간의 터널 해석시 적용한 

물성값을 상이하게 적용한 근거를 제시하고 

라이닝 두께 검토시 적용한 이완하중 내용을 

보고서에 명기할 것

○ 안전성평가의 경우 당초 설계시와 정밀안전

진단시 고려되는 구조해석상 바뀌는 조건은 무엇

이며,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시

할 것

○ 중점관리가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손상에 

대하여는 현장업무에 지참 가능토록 별도 휴대용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시험장비 검·교정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할 것

■ 제64차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2단계)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관련 과업구간에 대하여 

절토부, 성토부, 교량기초부, 터널부, 사면안정

조사 및 토취장 등으로 구분하여 적정 토질

조사법과 조사기준, 빈도 등을 명시할 것

○ N치 측정을 위한 현장시험 관련 장비는 자동

타격방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장비진입이 곤란한 경우 등은 수동타격 적용 

가능토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안전관리방안 작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015.1.)을 참고

토록 명기할 것

○ 포장설계 중 보도설계와 관련된 기준은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과 ‘보도 턱 낮춤 

및 점자블럭 설치기준(보도환경개선과-5040, 

2015.4.5.)’에 따라 설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할 것

○ 기전설비 설계 부분은 특정 지하차도 설계용역의 

과업내용서에 쓰인 과업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많으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전기, 

기계분야에서 본 용역과 무관한 내용이나 기준은 

제외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준들만 제시할 것

■ 제66차 노원교 연결램프 설치 및 수락고가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

○ 공사중 교통서비스 수준 악화 등과 관련 주변

지역 교통영향 및 대안도로 활용방안을 제시

할 것

○ 시스템동바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설계와 시방기준을 제시할 것

○ 동부간선도로 중 수락고가차도의 짧은 구간

에서만 설계속도가 감소하므로 이용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반영할 것

○ 노원교 연결램프에 SMA포장을 적용할 경우는 

시방기준과 시험방법 제시 등 시공과 유지관

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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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구간 파일 시공시 시공성 확보가 어려운 

구간은 기존 공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업

방법 등을 결정할 것

○ 기존시설과 확장부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주체와 

업무수행 측면을 면밀히 고려하여 설계를 보완

할 것

  - 기존 고가교와 확장부를 접합보강하는 방안과 

종조인트 설치방안에 대하여 LCC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할 것

  - 또한 탄성포장재를 이용한 종조인트는 단차

조절형 신축이음장치 등과도 세부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적용할 것

  - 교면방수공법은 그동안 적용해온 교량방수

공법 중 유지관리부서에서 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공법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것

  - 비점오염정화시설은 초기 설치보다 유지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할 것

■ 제68차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설계 용역 

발주심의

○ 대지 옆에 위치한 소공원과의 연계에 대한 

아이디어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항목을 추가

할 것

○ 구조계산 전산 작업시 입력 데이터를 명기할 것

(프로그램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

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 설명)

○ 내부 입구 조명기구는 인체감지 점멸형 또는 

점등후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 

조절 조명기구 채택하고, 부분조명이 가능하

도록 점멸회로 구분 설치할 것

○ 인위적인 포장을 최소화하며 투수성을 고려한 

재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생태면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제69차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기본설계심의

○ 전망데크 난간은 이용 안전을 위해 높이 

1.2m를 유지하고 난간살 폭이 아이 머리가 끼지 

않을 정도여야 하며, 디자인 재검토 필요

○ 재생공원이미지 부각을 위한 콘크리트포장에 

매입하는 재활용강판의 녹방지 처리 및 경사지 

겨울철 미끄럼방지대책 수립할 것

○ 탱크주변(#1~5) 사면안정을 위해 공사 현장

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동원되는 

중장비 위치, 최대 붐 길이, 작업시 총중량, 

작업 반경 등을 고려하여 각 탱크별 최적의 

장비 투입 등 구체적인 시공계획 검토할 것 

○ TANK #1의 철골프레임의 형태변화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적용된 

유리구조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에 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조계산방법 및 

안전에 대해 구조전문가의 검증 필요

■제70차 욱천 복개구조물(1구간) 정밀안전진단심의 

○ 현장조사 결과 철근 피복이 부족한 경우와 

피복이 너무 크게 조사된 결과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근거가 되는 배근도면 등을 

제시할 것

○ 4련 박스의 개구부 조사결과 개구부에 균열이 

다수 발생되었는데,  개구부에 대한 사보강 

철근 미흡에 따른 원인인지 등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또한 그 균열이 진행성 균열인지를 

확인하여 보수, 보강 대책을 제시할 것

○ 개구부의 물끊기 앵글 설치는 슬래브 하면과 

앵글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하면 슬래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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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

도록 상세 도면을 명기하여 보완할 것

○ 외관조사망도의 손상현황도에 표시된 해당 부재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Key-Plan 등에 부재의 

위치를 명확히 표기할 것

■제71차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망도에 기존 진단시 이력관리 및 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출년도”, “최종

보수내역(년월, 보수내역)” 등 추가할 것

○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의 모든 시험 데이터(원장, 

야장)는 용역보고서 부록편에 수록하여 제출

토록 하고 발주부서에서 보관 ‧ 관리될 수 있

도록 조치할 것

○ 수처리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콘크리트 구조

물에 비해 균열관리(0.3㎜ → 0.2㎜)를 엄격히 

하여 관리할 것

■제73차 해양관 리모델링 설계 용역발주심의

○ 리모델링에 대한 기존시설을 정확히 조사 ․ 
연구하여 공사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인 검토 및 대

안을 제시할 것  

○ 전시수조에서 관람지역으로 물이 넘치더라도 

배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동선

지역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

○ 실내 관람지역은 어두운 상태임을 감안하여 

설계시 조도 시뮬레이션 통해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존 구조물 철거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업내용에 추가할 것

○ 기계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

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동파방지, 침수

방지 및 방음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향후 확장 

및 유지 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할 것 

■제75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여유용량 확보를 위한 구간별 장비의 ‘구체적인 

통신용량 산정 근거’ 제시할 것

○ 서울시내 교통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인 주요도

로에 대한 사고발생건수와 유형을 분석하여 

본 과업의 교통전략에 반영되도록 보완할 것

○ 터널구간이 많은 본 과업의 특성에 적합한 

돌발상황 감지 알고리즘을 설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필요

○ 사당IC·관악IC는 기존 남부순환로 지체와 본선 

교통류의 역류현상이 예상되므로 하류부의 

교차로와 연계한 적극적인 진출제어를 위한 

신호시스템과 통합제어가 필요함

○ 스마트하이웨이 신기술 적용으로 Virtual VMS를 

제시하였는데 가로변 기지국 설치와 차량의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비 설치(공급) 

방안을 제시할 것

○ VMS에서 도형식과 문자식을 제시하였는데 

LED 적용을 LAMP 방식과 CHIP 방식으로 

명문화할 것

○ 타 기관 수집정보 연계 범위 검토할 것(과업

구간과의 연결노선, 기존 정보제공 구간 중 

시계 이외 구간 정보의 추가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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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차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송변전분야에 “기존 감시제어시스템에 차량

기지 인근 공항직결선의 급전상황 반영 설계”

를 검토하여 포함할 것

○ 유치선 증설에 따른 구내입환 효율성을 위한 

궤도선형 관계분야와 사전 협의(병목현상, 상

충진로 최소화, 유효장) 할 것

○ 지형, 기후적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보완을 

검토할 것

 - 낙뢰 방호장치(기계실, 건물 등 등전위 접지)

 - 안개 상습지역의 입환신호기 시인성 향상, 

정반위표시기 

 - 동절기 폭설결빙 대비(선로전환기 융설장치)

○ #8번 철차 사용으로 Clearance 거리 미확보로 

인한 fouling-track 발생 우려(연동조건 추가

로 입환효율 감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

○ 기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피뢰, 접지 등 

각종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

■제77차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심의

○ 경력평가에 있어서는 해당분야 설계 또는 시공에 

최소 참여경력을 고려한 배점기준을 검토할 것

○ 사업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시 현장에서의 

계측관리가 중요하므로 계측관리에 대한 직접

적인 경력이 일정부분 이상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업책임기술자 1인, 참여기술자 1인에 대하

여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추가 

평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계측용역 특성상 전차용역은 극히 일부만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계 등 용역업자 기준을 

적용하여 1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교육점수는 현재 계측관련 전문교육이 없어서 

기존제도에 의한 이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으나, 향후 계측전문교육을 개설하여 

해당교육 이수자에 의한 점수를 반영할 것

■제79차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내구성 있는 친환경 자재 계획으로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지침 항목 추가할 것

○ 건축구조 분야 구조해석에 장스팬 구조의 경우 

사용성(처짐, 진동)에 검토와 별도의 안전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진설계 등급 분류시 합

당한 근거 제시를 반영할 것

○ 전기설비 고압수전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고압 

수전 시 작업자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장구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및 작업공구를 확보

하도록 반영할 것

○ 지반의 종류를 파악하고 설계지반계수에 지반

계수를 곱하여 결정, 액상화가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은 액상화 대책 및 공법을 제시할 것

■제80차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결정된 조망지점의 지역 특색과 경관조명이 

서로 조화 되도록 테마를 선정하고,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광원은 원광원으로 칼라를 연출하며 빛의 빠른 

변화를 위해 수시 재점등이 가능한 성능으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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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조명 개발 현황조사 및 분석” 관련 “야간

경관 정량적 특성 조사 및 분석”에서 정량적 

특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

○ 기존 및 신규 야간경관 명소의 연결을 조화

롭게 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기존 

야간경관 명소와 중복 연출되거나 불필요하게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실시설계 대상별·시간대별·계절별 조명연출 운용 

스케줄을 작성하고, 활성화 방안 및 홍보방

안을 수립할 것 

■제81차 2015년 노면하부 동공탐사용역(1단계) 

용역발주심의

○ “사업수행계획서”제출 시 “용역수행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할 것

○ 중력탐사 및 3차원 밀도모델링 과업 수행시 

3차원 밀도 분포구현을 위한 다양한 역산기

법에 근거한 노면하부 동공탐사에 적합한 역산

기법을 제시하도록 추가할 것

○ 하중 재하시험시 덤프트럭의 동공상부 통과

횟수에 따른 도로표면의 시계열 처짐 변화를 

측정하여 제출하도록 과업내용에 추가할 것

○ 동공파괴실험시 파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변형률계 및 기타 아스팔트층의 처짐을 측정

할 수 있는 계측장비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

하고, 하중재하 실험 이외 보조적인 방법으로 

FWD 시험을 병행하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실험 종료 후에는 변형률 데이터 및 FWD 

처짐 데이터를 사용하여 포장의 구조해석 및 

손상해석을 통하여 포장의 예상 파괴 수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

○ 최저한계 동공발견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목표 

동공발견 기준의 단위당 가격에 의해 1차조사 

비용을 정산하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 용역수행업체가 수행하는 과업내용과 제안서 

작성기준을 구분하여 과업내용서를 작성할 

것

■제83차 불암산 힐링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식재설계에 부지의 자연환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명시할 것 

○ 토사 유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류지 설치 등의 수방계획을 제시할 것

○ ‘산사태 위험도 조사’ 내용을 추가하고 조사에 

따른 산사태나 토석류를 대비한 산지토사재해 

방지 또는 예방을 고려한 시설을 계획할 것

○ 도시자연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을 검토

하여 토양의 자연순환기능 유지와 개선을 위한 

생태면적률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 사업부지 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들을 파악

하고 법적보호종, 희귀종 등의 주요 서식처 및 

생물종의 이동패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지형, 식재, 생물종 서식처 설계 등에 반영할 것

○ 캠핑장 부근의 텐트 설치장소, 공용취사장 

등의 화재 발생시 신속히 감지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계획을 제시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 23 -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 기술(제753호)
(보호기간 :  2014. 12. 29. ～ 2019. 12. 2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

기의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를 이용한 변위제한기술

  (2) 내용

     이 신기술은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의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를 이용한 변위제한기술로서,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에 

원점보정신호와 제어이득조정함수를 사용한 제어알고리즘을 내장한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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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수직-수평 동시제어용 복합형 제진장치의 테크노마트 적용

공사기간 99일 총공사비 1,560천원 시공규모 50ton급 AMD설치

신청기술 

적용내용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의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를 
 이용한 변위제한기술 적용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고층건물의 사용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해외에서도 

일부 국가(미국, 일본)의 극소수 전문엔지니어링 업체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진이 해외

업체보다 진보한 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점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설치 예상 건물 및 해외시장 규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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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기술 적용 예정 건물> <신기술 관련 분야 세계시장 규모>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선형 및 비선형  능동제어 알고리즘에 게인스케줄링(Gain Scheduling) 및 원점보정 

속도신호를 사용한 이송거리제한 알고리즘이 추가된 기술로서, 기존 해외기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형 제어알고리즘과 비교할 때 동등한 제어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요구질량 및 이송거리를 크게 

감소시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1) 개량정도

<비제어-해외기술-신기술의 가속도제어성능 비교>

▣ 가속도제어성능 개발정도

구분 최대가속도

비제어 0.1 cm/sec2

기존기술 0.045 cm/sec2

신기술 0.045 cm/sec2

<해외기술-신기술의 질량체 이송거리 비교>

▣ 질량체 이송거리 제어 개량정도

구분 질량체 이송거리

기존기술 최대 700mm

신기술 최대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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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송거리 제한 알고리즘

◾     
  - 게인 스케줄링 : 모터입력신호에 대한 게인 스케줄링을 위한 가중함수 
  - 원점보정 속도 신호 : 원점 보정을 위한 등속도 신호

<신기술에 적용한 이송거리 제한 알고리즘과 원점보정 신호>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현재고층 및 초고층 건물의 핵심 설계기술의 하나인 풍진동제어관련 국내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력이 취약하며, 능동질량감쇠기 콘트롤러의 경우 국내 프로젝트에도 해외기술에 100%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의 국산화는 물론 해외기술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외 초고층 건설 시장의 설계엔지니어링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기존 해외의 능동질량감쇠기 기술과 비교할 때, 동일한 제어 성능 기준으로, 

질량과 설치공간을 20% 이상 감소시키며, 동일한 질량 및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20% 이상 

향상된 제어성능을 확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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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기존기술 대비 비용 비교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구조보강 AMD 수입기술 

개요도

설계/제작/시공 1,560,603,480 원 99.7% 2,939,830,853 원 99.0% 1,946,017,702 원 99.7%

운영/
유지관리

6,251,172 원  0.3% 296,985,261 원 1.0% 6,250,500 원 0.3%

합계 1,566,854,652 원 100% 2,969,526,114 원 100% 1,952,268,202 원 100%

기타
- 설치시 구조물사용 가능

- 운용 시 환경오염 발생 없음

- 보강부재 및 기초공사에 따른 

환경 오염 및 시공기간 중 

민원과 주변 교통문제 발생

- 설치시 구조물사용 가능

- 운용 시 환경오염 발생 없음

     이 신기술의 경제성을 단순 비용비교로 판단하는 경우, 구조보강공법 대비 약 48%, 동일한 수입

기술 대비 약 20%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입기술 대비한 경제성은 로열티 지급, 해외

기술자 자문 등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그 효과는 더욱 증가한다.

(2)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기존기술인 구조보강공법과 비교할 때, 기본설계 이후 현장설치 이전까지 모두 공장

에서 제작/성능검증이 이루어지므로 현장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래 표는 공사기간을 비교한 

표로 테크노마트의 경우 거주중 공사라는 환경을 고려하여 일요일 새벽 4시～6시의 제진 실험만 

수행할 수 있어 현장 제진시험을 포함한 공사기간이 약 100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신축 구조물에 

적용하는 경우 현장 공사 및 시험기간을 3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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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지관리비

     해외기술은 본체 주요부품(LM가이드, 볼스크류)에 대한 보증 기간이 인도일 기준 1년(전체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인 반면, 이 신기술은 전체 부품에 대한 보증 기간이 10년, 장치 성능에 대한 보증 

기간은 2년으로 산정하여 발주처는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년 이후에 수행되는 

유지관리비용도 1,000만원/년 이하로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모터와 콘트

롤러의 수명을 고려할 때 30년 이상의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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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진장치 설계기술은 사용성 개선효과로 평가할 때, 기존 공법대비 구조물량을 2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환경부하 저감효과를 가진다. 

     2) 국내외 초고층 프로젝트에서도 단순 시공만을 국내업체가 담당하고, 핵심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은 대부분 해외업체에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이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풍진동 제어

관련 기술의 비용절감 및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이 신기술은 건축/기계/전자/센서/통신의 융합 기술로 관련분야 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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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일체형 고점착 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Punched테이프로 

접합하고 고경질 도막재를 복합한 방수·방근 기술(제754호)

(보호기간 :  2015. 01. 13. ～ 2020. 01. 12.)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양면 라미네이트된 PET 일체형 고점착 방수·방근시트를 고경질 우레탄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로 접합하고 상부에 고경질 우레탄 도막을 복합한 3중층 방수 · 방근 기술

  (2) 내용

     이 신기술은 바탕면 거동 대응형 자착식 방수층과 양면 부직포 PET 필름이 적층된 일체형 방수 ․ 
방근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로 접합하고, 그 상부 전면에 고경질 도막을 

복합한 인공지반 녹화용 3중층 방수 및 방근 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양면 부직포 PET 필름이 

적층된 일체형 방수․방근시트가 고경질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 표층부의 강접 접착제 

및 폴리에스터 부직포에 의해 화학적 ․ 물리적으로 접합되고 PET 접합 테이프 가장자리의 천공부를 

관통해 고경질 도막이 합체 및 경화되어 기계적 걸림에 의해 접합부 결합력이 향상됨으로써 일체형 

방수 ․ 방근 연속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 30 -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
규모

총공사금액(원)
(신기술공사금액)

1
Jw Marriot Seoul 

Dongdaemun Plaza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주)동승 (주)부일건화
2012.02.01～
2013.05.31

3,474㎡
351,703,000
(82,160,100)

2
영남대학교의료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공사 
중 방수공사

영남대학교 
의료원

(주)부일건화
2012.04.27～
2013.09.26

1,347㎡
248,600,000
(29,634,000)

3
은평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 방수공사
아이앤콘스주식

회사
(주)부일건화

2012.06.01～
2014.01.31

2,684㎡
427,369,800
(70,857,600)

4
서울교육문화회관 증축공사 

방수공사
한국교직
원공제회

(주)부일건화
2012.07.20～
2013.08.31

2,815㎡
524,700,000
(72,767,750)

[표 2. 신기술 현장적용 실적현황]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표 1. 신기술의 시공과정]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자재

형태

신기술

구성도

시공

과정

바탕정리/프라이머 일체형시트 시공 접합부 시공 고경질 도막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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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귀포 우체국 건립공사 중 

방수공사
(주)강한건설 (주)부일건화

2012.08.01～
2013.02.10

286㎡
61,930,000
(8,179,600)

6
BRT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건립 방수공사
하남시 (주)부일건화

2012.08.08～
2013.06.30

1,015㎡
311,190,000
(27,912,500)

7
멜파스 판교사옥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주)멜파스 (주)부일건화

2012.08.31~
2013.02.28

862㎡
89,485,000

(24,179,100)

8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방수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주)부일건화

2012.11.29～
2014.02.28

308㎡
314,600,000
(7,278,066)

9
제주시티호텔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주)호텔롯데 (주)부일건화

2013.03.15～
2014.04.30

3,326㎡
393,800,000
(93,294,300)

10
대한적십자 이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대한적십자사 (주)부일건화

2013.05.15～
2014.03.03

2,257㎡
154,000,000
(63,261,679)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BTL)방수공사/교육시설 外
희망세움
주식회사

(주)부일건화
2012.08.07.～
2013.12.31

5,657㎡
1,722,600,000
(155,567,500)

12
강동성심병원 증개축공사 중 

방수공사
강동성심병원 (주)부일건화

2012.10.16～
2014.09.30

2,179㎡
144,100,000
(57,525,600)

13
한국가스공사 

본사신사옥건립공사
한국가스공사 (주)부일건화

2013.01.07～
2014.06.30

11,456㎡
771,100,000
(289,836,800)

14
한국가스공사 

숙소부지신사옥건립공사
한국가스공사 (주)부일건화

2013.01.07～
2014.06.30

2,718㎡
258,500,000
(68,765,400)

15
한국소비자원 신청사
건립공사 중 방수공사

한국소비자원 (주)부일건화
2013.07.01～
2014.06.06

6,595㎡
514,000,000
(195,871,500)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인공지반 녹화시 식물뿌리 침입을 방지하고 수밀성을 확보하는 인공지반녹화의 요소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지붕 형태의 건축물이 대부분으로서 전국적으로 옥상녹화가 가능한 

면적은 200㎢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어 넓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건설

되는 상업시설 및 주거단지는 지하공간을 넓히고 상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인공지반의 

녹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도심지 환경 개선 차원에서 생태 면적률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가 점차 강화될 예정이어서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반 녹화를 구성하는 방수층은 상부에 설치되는 토양이 항상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

므로 방수층의 손상 시 지속적인 누수로 이어지게 되므로 세심한 공법 설계 및 시공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건축물 녹화 지침(2012년 4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2013년 7월), 

KS F 4938 방근시험방법 제정(2010년 6월) 등 옥상 및 인공지반 녹화를 위한 각종 지침 및 규정 

등 제도적 기반 아래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공법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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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지금까지 시트공법 또는 시트-도막 복합방수공법에 있어서 접합형태는 겹침이음, 맞댐보강이음, 

겹침 후 보강이음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음이 사용되고 있으며 접합 기술의 종류로는 열풍융착, 

용제용착 등으로 녹여 붙여 접합하거나, 점착테이프 등을 사용해 상호 접합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의 접합형태는 장기적인 열화로 접착이 해체되거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고품질의 접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신기술은 고점착 방수방근시트를 접합하는 기술에 있어서 코로나 방전처리된 PET 

필름표면에 표면 활성화 매개 프라이머를 코팅하고 그 위에 다시 열경화성 폴리우레탄 수지계 

강접 접착 및 가열압착 공정을 통해 폴리에스터 부직포를 라미네이팅함으로써, 부직포의 젖음성과 

우레탄계 강접접착제의 우레탄 친화성에 의해 고경질 액상형 도막재와의 접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접합테이프는 주방근층과 동질재질로 구성되고 가장자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 고경질 도막

재와의 접합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접합부를 형성 할 수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최근 들어 쾌적한 공간의 확보를 위한 사용자의 Needs가 급증하고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방수 및 방근 분야는 가장 중요한 공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국내의 

방수 · 방근 기술 중 합성고분자계 시트공법의 경우 접합부의 융착 불량이나 내구성 저하에 따라 

누수가 발생되는 하자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합성고분자 시트가 고온의 열풍에 의해 표면

부터 용융되면서 롤러의 누름에 의해 융착되어 시트 상호간 접합되므로 열풍기의 이동속도에 따른 

표면의 가열정도, 열풍의 방향 등에 의해 접합성이 저하가 우려된다. 그러나 이 신기술은 일체형 

PET 방수 · 방근 시트를 바탕면에 전면 접착하여 맞댐하고, 맞댐 이음부에 고경질 도막으로 

PET 접합테이프를 접착하여 양생하면 접합부가 완성되며, 상부 전면에 재차 고경질 도막을 도포함

으로써 비숙련공이 작업하더라도 편리한 시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막에 의해 접합되므로 접합

불량 요소를 제거하여 하자 발생률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건설기능인력 부족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편리하고 안전한 시공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 신기술은 유사 건설기술과 비교해 편리한 

시공 및 인건비 절감 효과에 의해 선호도가 높아 활용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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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기술 일반 시트-도막 복합공법 도막방수공법

1공정 바탕정리 바탕정리 바탕정리

2공정

프라이머 도포 및 건조 프라이머 도포 및 건조 프라이머 도포 및 건조

3공정

PET일체형 방수·방근시트 및 맞댐 
접합테이프 설치 시트설치 및 조인트 접합 (하부) 액상형 도막(중도 1차)

[표 4. 시공 공정 비교]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기존의 일반적인 시트-도막 복합공법에 비해 손쉬운 시공성 확보 및 위험작업 요소의         

배제로 비숙련자도 쉽게 작업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시트-도막 복합공법에 비해 20%의 공기단축

효과가 있고, 단일도막공법(3㎜)과 동일한 시간에 이 복합방수공법을 시공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10여년에 걸쳐 적용되면서 방수성이 입증된 액상형 고경질 도막재료를 사용하고, 접합부 

품질안정성 확보 및 도막과 시트의 일체화된 방수층 시공성 확보를 통해 방수 및 방근성이 향상

되는 다양한 장점을 보유해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수 및 방근 공법의 선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신기술 710호 신기술 580호 신기술 560호

재료비 29,300 29,754 128,686 42,310

노무비 6,326 8,972 13,550 8,871

경비 135 454 508 265

합계 35,761 39,180 142,744 51,446

신기술대비(%) 100 110 399 144

                     [표 3. 기존기술과의 공사비 비교(방근방수복합공법)]       (단위 : 원)

    (2)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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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정

고경질 도막재 전면 도포 조인트 접합(상부)
액상형 도막(중도 2차)

5공정

액상형 도막재(중도) 탑코팅재 도포

공정 4공정 (2일) 5공정 (3일) 5공정 (3일)

     

(3) 유지관리비

       

구분 신기술(A)
신기술

제710호(B)
신기술

제560호(C)
대비(%)
(A/B)

대비(%)
(A/C)

시공위치 바닥 벽체 바닥 벽체 바닥 벽체 바닥 벽체 바닥 벽체

제품수명 (내용연수) 10년 10년 10년 - - - -

원가항목

취득원가 35,761 40,521 39,180 41,368 51,446 51,446 91 98 70 79

사용원가 18,868 21,403 20,666 21,828 27,168 27,168 91 98 69 79

폐기원가 3,016 3,016 3,230 3,230 3,269 3,269 93 93 92 92

합계 57,645 63,076 63,076 66,426 81,883 81,883 91 98 70 79

비고
신기술이 기존 신기술 제710호 및 제560호와 비교하여 각각 91 ∼98% 및 70∼79%로 계산

되어 전생애주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

[표 5. 기존기술과 전생애주기 비용(LCC)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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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옥상 및 지하주차장 상부 등의 녹화시 식물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수분이 구조물 

내부로 유입됨을 방지하고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인공지반 녹화의 요소

기술이다. 인공지반 녹화 기술은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 우수유출 저감으로 포장면적이 넓은 도시의 

폭우 홍수예방, 녹지 공간 조성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효과, 방음효과, 열전도율이 낮은 경량토양 

시공으로 인한 단열성능 향상으로 인한 냉난방성능 개선 등 환경 친화적인 건설 기술로서 탄소 

저감형 구조물 설계 및 시공에 기여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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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체계

 

터키의 유료도로

 유라시아 대교로도 불리는 보스포루스 대교

(Bosphorus Bridge)는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 동서를 잇는 다리로써, 1973년에 건설되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초의 다리일 뿐 아니라 

터키 최초의 유료도로이다. 

 이후 제2대교로 불리는 파티흐 대교(Fatih Sultan 

Mehmet Bridge)가 1988년 추가로 건설되어, 2개의 

다리와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AH1)에도 포함된 

O-3 고속도로 (Avrupa Otoyolu) 등 고속도로를 

유료도로로 운영중이다.

▶ 보스포루스 대교(Bosphorus Bridge) 

 

 다리를 포함한 터키 유료도로의 연장은 2001년 

1,696km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2,155km에 

이르렀으며, 통행량 또한 2001년 약 1.9억대에서 

2014년 약 4억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만 

신규 통행료 수납체계를 도입하며 지속적인 할인

정책을 시행한 탓에 통행료 수입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 터키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및 통행량, 연장 변화 

유동식 카셰어링 시스템

 터키의 통행료 수납체계는 수작업에 의한 현금

징수로 시작하여 유인수납인 TCS(Toll Collecting 

System)를 거쳐 전자지불인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로 변화하였다. 특히 2005년 전자카드와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며 현금수납을 폐지하고 

전면 무인 수납체계로 전환시켰다. 이 당시 도입된 

무인 수납체계는 지불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KGS1)는 선불전자카드를 사용한 지불방식이다. 

이용자는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도시 내 충전소나 

고속도로 요금소 인근 사무소에서 요금을 충전한 뒤, 

도로의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하여 통행료를 지불한다. 요금소에 수납직원이 

필요없고 잔돈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없지만, 

진출입로 확인과 통행료 지불을 위해 입구영업소와 

출구영업소에서 모두 잠시 정차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통 개선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OGS2)는 우리나라의 하이패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내 단말기(OBU)에 선불카드를 삽입하고 OGS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지불된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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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교통국은 무인 수납체계 도입을 통해 고속

도로 요금소 및 보스포루스 1,2대교의 지정체 해소 

완화를 도모하였으나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KGS는 잔액 확인이 어려워서 잔액이 부족한 

이용자들이 차를 요금소에 정차해둔 채 충전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OGS는 우리나라의 하이패스와 마찬가지로 무정차 

통과가 가능했으나, 단말기의 비싼 가격과 터키 

농업은행(Zira at Bankasi)에서만 판매 및 충전이 

가능한 번거로움으로 이용률이 기대에 못 미쳤으며, 

되려 OGS 사용자들이 이용상 불편으로 인하여 

다시 KGS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 KGS 및 OGS의 통행료 지불 방식

수동형 RFID3) 를 활용한 HGS4) 도입 

 KGS의 교통혼잡 개선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터키 교통국은 2012년 12월 기존 KGS를 HGS로 

전면 교체하기로 발표한다. 

 HGS는 수동형 RFID를 적용한 태그형 스티커

이다. 기존 OGS는 능동형 DSRC5)를 적용하여 고

가의 단말기를 운전자가 각자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던 반면, HGS에 적용된 수동형 RFID는 

노변의 RFID 리더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없이 태그가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OGS와 마

찬가지로 무정차 통과로 통행료 지불이 가능하며, 

기존 OGS 카드 구매/충전방식의 불편함을 개선

하여, 터키 우체국인 PTT에서 구입하고 우체국 및 

주유소, 마켓 등에서 충전할 수 있다. 또한 렌트

카의 OGS 장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외국 

관광객이나 임시 체류객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

고 있다. 

▶ HGS 모델 

 기존 KGS는 2013년 1월 1일자로 사용이 중지

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기존 선불카드의 

잔액소진을 위하여 몇차례 연장을 거쳐 약 4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모두 폐지되었고, 터키 내 

모든 유료도로 요금소는 OGS 와 HGS만 가능한 

완전 무정차 요금수납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HGS 이용자에게 통행료 20% 할인을 통해 

HGS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도입된 지 

2년이 넘은 지금도 계속 할인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HGS 스티커 및 고속도로 요금소

KGS OGS

HGS 고속도로 요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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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Hi-pass)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20일 DSRC 방식의 

통행료 무인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를 도입하여, 

유인수납인 TCS와 혼용되고 있다. 도입 이후 하이

패스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2년 50%를 

돌파하여 2015년 현재 65%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하이패스 이용 장려정책으로 도입 초기에는 5% 

수준의 요금할인을 적용하였으나 2012년 6월부로 

종료되었고, 2014년 9월부터 2만원 수준의 저렴한 

‘행복단말기’를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 이용률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속도로 영업소 부근의 정체는 남아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하이패스 영업소의 대기행렬이 

더 길게 늘어선 광경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하이패스 영업소와 TCS 영업소의 비율, 이용자 

부담의 단말기 가격, 사생활 침해 문제 등 해결

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한 현실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냥 안주하고 있지는 않다. 

차세대 하이패스 시스템인 ‘스마트 톨링(Smart 

Tolling)’이 도입되면, 단말기 장착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스마트 톨링의 이면에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 

유료화라는 정책이 있는 만큼, 도로 이용자 입장

에서 무조건 환영할 만한 대안은 아닐 것이다. 

 KGS에서 OGS를 거쳐 HGS까지 정보통신 기술 

발달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도로 이용자 측면

에서의 성능 개선을 빠르게 도모하는 터키의 모

습은, 스마트 톨링을 통해 다음 단계로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참고할 만하다. 하이

패스 이용이 불가한 화물차량과 날로 늘어나는 

외국관광객, 개인정보 침해를 걱정해서 하이패스로 

전환하지 않은 TCS 이용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

들의 입장과 이득을 고민할 때 정말로 스마트한 

고속도로가 탄생하리라 기대한다.

1) Kartlı Geciş Sistem(Turkish), Card Passing System(Englilsh) 

2) Otomatik Geciş Sistem(Turkish), Automatic Passing System(Englilsh) 

3) Passive-RFID : Passive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4) Hızlı Geciş Sistem(Turkish), Fast Passing System(English) 

5)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 근거리 전용 

통신. 노변에 설치된 안테나와 차량 내 탑재된 단말기간 

무선통신을 이용해 정보 교환 

[참고문헌] 

1. 터키 교통부(Ministry of Traffic) 홈페이지:

   www.kgm.gov.tr 

2. HGS 홈페이지: hgsmusteri.ptt.gov.tr

 <출처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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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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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2단계)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 폭2차로, 연장710m

13,946
(587)

조건부
채택

토목

68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
․ 건축규모 : 3,100㎡
 (지상4층, 지하1층)

8,631
(441)

조건부
채택

건축

73 해양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 연면적 : 4,584㎡/지하1층,지상2층
․ 외부방사장 설치 3,559㎡

34,700
(1,179)

조건부
채택

건축

74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공사 

설계용역
․ 연면적 : 6,178㎡/지하1층, 지상2층
․ 대상 : 신/본관, 체육관, 수영장 등

6,245
(280)

조건부
채택

건축

76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실시설계용역(전차선,신호)

․ 전차선 지지물, 가선, 급전, 신호 

기지공사, 신호시스템 등 
(198)

조건부
채택

전기

79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 연면적 : 6,033㎡/지하1층, 지상2층

17,471
(934)

조건부
채택

건축

80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경관조명 10대 명소 및 체험코스 

개발
(187)

조건부
채택

전기

81
2015년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1단계) 
․ 노면하부 동공 탐사 (480)

조건부
채택

토목

83
불암산 힐링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캠핑장, 모험시설, 피크닉장 등
 공원화 22,813㎡

3,300
(137)

조건부
채택

조경

설 계
심 의

66

노원교 연결램프 설치 및 
수락고가 확장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 도로확장 : 폭6차로, 연장620m
․ 수락고가 확장 : 4차로→6차로
․ 노원교 연결램프 설치 

7,240
(278)

조건부
채택

토목

69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 공원조성 101,510㎡
․ 건축6개동 연면적 6,484㎡

28,290
(1,574)

조건부

채택
조경

7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
관리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총연장 22.9km구간에 대한 교통
  관리시스템 구축

9,611
(497)

조건부
채택

전기

정밀
안전
진단
심의

60
서울메트로 2호선 강남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지하철 2호선 6개 구간(L=8,200m) (773)

조건부
채택

토목

61
서울메트로 2호선 강북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지하철 2호선 7개 구간(L=5,818m) (569)

조건부
채택

토목

62
서울메트로 3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지하철 3호선 5개구간(L=5,632m) (560)

조건부
채택

토목

70
욱천복개1구간 정밀안전진단

용역
․ 폭 8.9~18m , 연장 3,058m (275)

조건부
채택

토목

7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정수장Q=1,600,000㎥/일
․ 취수장Q=1,710,000㎥/일 등

(214)
조건부
채택

토목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심의
77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

수행평가능력세부기준심의

․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분리발주를 

위한 기준 정립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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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5. 5.

건     축 새문안동네 조성사업 설계용역 등 18건 2,672 2,272

교 통
강서시장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변경 
용역 등 2건

24 23

도 로
창신·숭인지역 도로개설 타당성조사용역 
등 6건 

712 694

도 시 계 획
강서시장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용역

15 13

상 하 수 도 
자양동 796번지 외 2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수립용역 등 2건

2,515 2,047

소 방
대림2동 주거환경관리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소방감리용역

4 4

전 기 통 신
승강편의시설용 변압기 증설 전기공사 
설계용역 등 8건

643 606

정 밀 진 단
2015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구조검토용역 

18 18

조 경
수락산 자락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2건

629 554

지 하 철
2015년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차)

88 84

하 천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용역 409 369

기 타
2015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용역 
등 2건

105 104

 계 55건 7,834 6,788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5년 5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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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정보

< 2015년 제106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4.10～4.16 5.10 6.19 6.22～6.25 8.21

< 2015년 제58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6.26~7.02 7.19 7.31 8.03～8.06 10.16

< 2015년 제2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4.24~4.30 5.31 6.12 6.15～6.18
7.31
8.21

< 2015년 제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6.26~7.02 7.19 7.31 8.03～8.06
9.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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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링허우(八零後)

 1979년 중국의 정치가 덩샤오핑(鄧小平)이 산아제한 

정책인 ‘독생자녀제(獨生子女制; 1가구 1자녀 정책)’를 

시행한 후인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칭하는 말로, 

약 2억 4,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링

허우(八零後)’란 ‘1980년 이후’라는 뜻이다. 대부분 외동

아들·외동딸로 자라난 탓에 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샤오

황디(小皇帝; 소황제) 또는 샤오궁주(小公主; 소공주)라 

불렸다.

 부모 세대와는 달리 중국이 개혁·개방을 표방한 후 

도입된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한 세대로, 

개인주의적 · 소비지향적 성향과 개방적·합리적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다. 또 외국 문화를 거부감 없이 수용

하고 개성을 추구하며, 교육수준이 높고 외국 유학자가 

많은 편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글로벌정보화

시대에 적응한 세대이기도 하다. 기성세대로부터 나약

하고 이기적이며 반항적이라는 부정적 평가와 중국의 

가치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였다. 중국의 

혁명교육과 사상교육을 받지 않고 자랐으며, 톈안먼사건

(천안문사건) 이후 장쩌민 시대에 시작된 애국주의 교육 

1세대로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애국주의 · 민족

주의 성향도 강한 편이다.

 바링허우는 한때 행복한 세대로 불렸지만 2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취업·주택·차·카드·결혼 문제 등에 직면

하자 스스로 ‘노예세대’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편 중

국에서 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주링허우(九零後; 

1990년 이후)’라고 한다.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