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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인간은 오래전부터 깨끗한 물을 갈망하였으며, 깨끗한 물 주변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은 자연으로부터 얻게 되며, 사용 후에는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사용 후에 버려지는 더러운 

물을 ‘하수’라 칭하고, 일련의 처리과정을 통하여 이 하수를 정화시켜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1976년 국내 

최초의 하수처리시설인 중랑천 하수처리장을 시작으로 하수처리 분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최근

에는 산업의 고도화, 시민의식 및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하수처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국내 하수처리의 발전사를 정리하고, 국외 동향을 조사하여 국내 적용을 위한 제

언을 하고자 한다. 다만 국외 동향의 경우에는 국내의 하수 특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국내에 적용

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2. 국내 하수처리의 발전사 

 조선시대 태종 12년, 개거도감(開渠都監)을 설치하여 추진한 청계천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청계천 준

설공사’를 시작으로 국내의 하수처리 기술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초의 『하수도법』은 1966년 법률 제1825호로 제정되었으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것이었

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은 제정되지 않았다. 1967년 『공해방지법 시행규칙』에 처음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제정되었고, 1978년 『환경보전법』, 1993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01년, 2008년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으로 개정되어 왔다. 2010년에는 하수처리시설의 높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 자립화 계획이 

수립되었다. 2012년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조류 생성 등으로 하천수질이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현재 적용 중에 있다. 

 이렇듯 국내에서의 하수처리는 처음에는 단지 하천 범람을 위한 시설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에너지 효율

까지도 고려하여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물질 또한 늘어가고 있다. 

》  칼  럼

  국내 하수처리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제언  
   

    최 창 희

       ㈜범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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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하수처리 동향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전력 사용량은 전체 소비 전력의 1 ∼ 3%를 차지하며,  

하수처리시설이 전력 사용의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이다(국내의 경우 총 전력 사용량의 0.5%). 

 미국은 1992년부터 에너지스타(Energy Star)1)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여기에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고자 기존 공정 효율 개선을 위해 10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에너지 소비가 큰 용존 산소의 조절과 송풍기 그리고 산기관2)을 주요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준비 단계

부터 실행까지 “PDCA (Plan-Do-Check-Act) 방식”의 운영방법을 도입한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9년 미주리주, 오팔론시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에 이 

PDCA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 에너지를 10% 감소시키고, 매년 5.3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림 1.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PDCA 방식 (US EPA, 2013)

1) 에너지스타(Energy Star) : 에너지 절약 소비자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미국 정부의 국제 프로그램

2) 산기관(Air diffuser) : 폭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공기를 기포 상태로 만들어 분산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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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 프로그램 실행 전 · 후를 비교하였

으며 이에 관련된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북은 총 19개의 개선 프로그램과 수행 시 필요한 투자 

회수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No. Area Title Typical Payback

1 All Variable Frequency Drive Applications 0.5 ∼ 5 yrs

2 All Reduce Fresh Water Consumption Variable

3 All Optimize Flow with Controls Variable

4 All Operational Flexibility < 2 yrs

5 All Staging of Treatment Capacity < 2 yrs

6 All Manage for Seasonal/Tourist Peaks 4 ∼ 6 yrs

7 Basins Flexible Sequencing of Basin Use 2 ∼ 5 yrs

8 All Recover Excess Heat from Wastewater < 2 yrs

9 Basins Cover Basins for Heat Retention Variable

10
Aeration &

Digesters
Optimize Aeration System 3 ∼ 7 yrs

11
Aeration &

Digesters
Fine-Bubble Aeration Variable

12 Digesters Aerobic Digestion Options Variable

13 Digesters Biosolids Processing Options Variable

14 Digesters Biosoilds Mixing Options: Aerobic 1 ∼ 3 yrs

15
Aeration &

Digesters
Variable Blower Air Flow Rate: Aerobic < 3 yrs

16
Aeration &

Digesters
Dissolved Oxygen Control: Aerobic 2 ∼ 3 yrs

17 Digesters Biosolids Mixing Options: Aerobic Variable

18 Final Effluent Ultraviolet (UV) Disinfection Options Variable

19 Final Effluent Final Effluent Recycling 2 ∼ 3 yrs

표 1.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개선 프로그램 

      <출처: Science Application International Corporation(SAIC), 2006>

 한편, 일본은 2002년부터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와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정책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4년에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신(新)국가 에너지 전략”을 세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맞추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1년에는 B-DASH 프로젝트라 불리는 “하수도 혁신기술 

실증사업”을 통해 신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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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하수처리 시설의 개선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에너지 효율 증대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신 ·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4년까지 20% 이상 확대하는 “스마트 플랜 2014”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공

법에 비해 전력 사용량을 20%이상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산업의 고도화, 도시의 거대화,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의 하수처리 방식으로는 처리되지 

못하는 화학물질, 나노물질 등의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량오염물질은 미

량으로도 자연계 및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총칭한다. 미량오염물질에는 환경호르몬, 

의약품 그리고 개인위생용품 부산물 등이 있으며,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

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

작되었으며, 최근에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넵튠 프로젝트(Project Neptune)에서 미량오염물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넵튠 프로젝트의 

보고에 따르면 “이전 하수처리시설은 하천 등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환경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처리기술(end-of-pipe)로만 인식하였으나, 하수처리시설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인간의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제거 대상 물질 역시 

영양염류에서 미량오염물질과 생태독성물질로 변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림 2. 하수처리시설의 패러다임 변화 (http://www.eu-neptune.org)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미량오염물질 중 의약품류에 관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KNAPPE  

(Knowledge and Need Assessment on Pharmaceutical Products in Environmental Waters) 프로젝트는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의약품류의 제조부터 환경으로 유출되는 

단계까지 통합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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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NAPPE 프로젝트 연구 체계 (European Commission, 2008)

 미국은 “Occurrence, Transport, and Fate of Pharmaceuticals and Other Emerging Contaminants 

Present in Wastewater”의 연구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 잔류하고 있는 미량오염물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물질로는 일반 화학물질 66종, 의약품류 21종, 항생제 23종으로 총 110종의 화합

물을 선정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110종 중 78종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미량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하수처리공정에서 미량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생물학적 분해, 화학적 산화, 막 분리 및 광

촉매 분해반응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량오염물질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이를 포함한 하수의 특성 역

시 매우 다양하여 제거기술 개발 및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제언

 유럽의 넵튠 프로젝트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하수처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서 

저소비 또는 생산 시설로, 유기물과 영양염류 중심의 제거 방식에서 미량오염물질 제거 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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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2010년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계획이 수립되어 전국의 많은 하수처리시설에 태양열 

등의 에너지 생산 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미량오염물질 제거에 관련해서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국외의 하수처리 관련 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하수처리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기존 공정의 개선 계획 필요

  - 실효성 있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는 기존 공정의 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미래 지향적 선진 하수처리기술 개발 필요

  - 기존 유기물과 영양 염류 중심의 처리 개념에서 미량오염물질 처리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선진 하수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3) 하수처리에 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필요

  - 하수처리는 높은 초기투자비용이 필요하며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므로 국가가 주도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 

  - 하수처리 기술은 ET, NT, BT, IT 등 다양한 융합기술로써, 그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므로 국가산업 발

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Knowledge and Need Assessment on Pharmaceutical Products in Environmental Waters 

  (European Commission, 2008)

- Project Neptune homepage (http://www.eu-neptune.org)

- Energy Efficiency in Water and Wastewater Facilities (US EPA, 2013)

- Water and Wastewater Energy Best Practice Guidebook 

  (Science Application International Corporation, 2006)

-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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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2단계 구간 개장

 서울시는 지난 ‘12년 4월 개장한 1단계 대흥동 

구간(760m)에 이어 경의선 폐철길 2단계 구간 총 

2km를 ‘경의선숲길’로 조성하고 6월 27일(토) 시민

에게 개방하였다.

 이번에 새로 개방되는 ‘경의선숲길’ 2단계 구간은 

①연남동(1,268m) ②새창고개(630m) ③염리동

(150m)으로, 서울시는 각 장소별 매력과 이용 포

인트를 소개했다.

 이로써 ‘경의선숲길’ 총 6.3km 중 2.7km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5월이면 전 구간 숲길이 완성

된다.

 ‘경의선숲길’이 모두 완성되면 주택가, 도심의 고층

빌딩 사이를 가로질러 서강대, 홍대 · 연남동 번화가, 

동네상가, 전원주택지를 달려 홍제천에 이르는, 과

거와 현재를 한 길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의선숲길에는 길마다 크고 작은 잔디마당과 

광장이 연결돼있다. 이 공간들은 주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이용해가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완성해가게 된다. 

① 연남동(1,268m)  : 공연예술로 활력 넘치는 길, 

1km 은행나무길 가을명소 기대

 첫째, 연남동 구간은 ‘경의선숲길’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길로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오면 

큰 소나무가 숲길의 시작을 알린다. 이 구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폐철길을 따라 옆으로 

늘어선 1km에 달하는 은행나무 길과 그 길을 따라 

공원의 중심을 흐르는 실개천이다. 이 실개천은 공

항철도에서 올라오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만든 것

으로 지금은 사라진 세교천을 형상화한 것이다.

연남동 실개천

② 새창고개(630m) : 경의선으로 단절된 옛 고갯길 

복원해 역사성 재해석

 둘째, 새창고개 구간은 지금의 용산의 유래가 

되는 곳으로 경의선으로 단절되었던 구간을 이어 

역사성을 재해석했다. 지하철 공덕역 10번 출구와 

바로 연결된다.

 고개의 지형특성을 이용해 조성된 이 구간은 경의선

으로 단절되었던 구간에 우리민족의 상징목인 대형 

소나무를 심어 능선을 복원하고, 주변 아파트와 이

어지는 길을 꼬불꼬불 재미나게 만들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남산과 N서울타워, 마포 동부지역, 용산 서부

지역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조망공간과 백범교 

아래에는 무대공간과 광장이 설치돼 한여름 도심 속 

피서지로 적격이다.

③ 염리동(150m) : 메타세콰이어길, 느티나무 터널로 

시원한 빌딩 속 정원

 셋째, 공덕역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경의선숲길, 

염리동 구간은 메타세콰이어길과 느티나무 터널이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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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빌딩숲 속 녹색정원’을 

표방한다. 또, 비우고 채워가는 경의선숲길의 콘셉

트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다.

 이 구간은 1단계 대흥동 숲길과 연결되며 나머지 

구간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과거 철길을 재현한 

공간, 작은 연못, 탁 트인 잔디밭, 곳곳에 심은 나

무들이 어우러져 알찬 느낌을 준다.

염리동 전경

 아울러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2단계 시민개방과 

함께 숲길운영의 패러다임도 기존 관 주도에서 

시민 중심으로 발전시킨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경의선숲길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할 비영리단체 

‘경의선숲길지기’가 발족했다. 시민, 전문가, 기업

으로 구성된 ‘경의선숲길지기’는 경의선숲길을 서

울시 최초로 시민 주도로 운영하는 공원으로 만

들어갈 계획이다.

  〔공원조성과 (02)2133-2061〕

겸재교 본선구간 6.22부터 임시개통

 서울시는 중랑천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동대

문구 휘경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바로 연결하는 

겸재교의 본선구간을 6월22일(월) 04시부터 임시 

개통하였다. 

 겸재교는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최초로 차도와 보도가 1층과 2층

으로 완전 분리된 특수 교량이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주교량의 주탑을 세우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사장교의 뛰어난 미관과 콘크

리트 교량 내부에 케이블을 넣는 거더교의 안전

성을 모두 갖춘 엑스트라 도즈(Extra-Dosed)교로 

만들어졌다.

 두 개의 주탑은 배의 돛을 표현하고 사장 케이

블은 돛 줄을 이미지화하여 중랑천에 떠 있는 

돛단배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특히 시민들이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교량 주탑, 

상판, 배면, 교각 등 네 부분에 경관조명을 설치

하여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한다.

 ‘겸재교 건설 및 연결로 확장공사’는 2008년 10월 

착공하였으며, 총 연장 235m, 폭 4차로(18.24m) 

규모의 주교량과 총 연장 160m, 폭 2차로(9m) 

규모의 접속교량, 동대문구 방향에서 본선구간으로 

진출입하는 2개의 램프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본선교량 연결을 위해 동대문구 도로구간 

258m를 폭 4차로에서 5차로(23→27m)로, 중랑구 

도로구간 452m를 폭 4차로에서 6차로(20→30m)

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였다.

 이번 교량과 본선 구간 임시개통에 이어, 2016년 

12월에 동대문구 방향의 본선구간 진출입램프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도로계획과 (02)2133-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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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서울시설공단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

사현장의 안전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12일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인증

받는다. 

 ‘KOSHA 18001’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 보건 

경영 체계를 갖춘 선진 경영 기업에 대해 수여

하는 인증제도다. 

 2014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출처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재해 70% 이상이 3 ~120억 원 

규모의 중·소규모 건설현장(근로자 5~49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일반

적으로 활용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기준은, 주로 

대규모공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소규모 공사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은 소규모 공사감독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경영 혁신 활동과 연계해 

‘KOSHA 18001’ 인증 획득을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공사감독과 관련해 명예감독관제 운영, 

SNS활용한 모의훈련실시 등 다양한 안정성 강화

대책을 실시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서울시의 

소규모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1처 (02)2290-6934〕

우이~신설 경전철 차량기지 구조물공사 완료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로 건설되는 우이~신설 

경전철은 서울 동북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 9월 착공하여 2016년 11월 준공예정

이다. 

  

 우이~신설 1공구 차량기지 토목 · 건축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6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후속 공정인 선로 부설공사 착수를  준비 

중이다. 우이동 기점에 위치하는 차량기지는 모두 

지하에 건설되고 상부에는 중앙통제실과 사무실 

등이 들어서 공간이 입체적으로 활용된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강북구 우이동~수유동~정

릉동~성신여대입구~보문역~신설동역 간을 연결하

는 총연장 11.4km에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

개소가 건설되며,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보문역

(6호선), 신설동역(1,2호선) 등 3개 역에서 환승

된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재원

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 후 소유권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사가 30년간 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사업이다.

 우이~신설 차량기지는 차량기지내 전동차 반입을 

위해 궤도부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송 · 변전 및 

전차선설비공사 등 후행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경전철 공사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하에 건설

되는 우이~신설 경전철은 서울 동북부 지역인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버스로 1시간 걸리던 것이 

30분 이내로 단축되고 1,2,4,5,6호선과 환승이 

가능해 지하철의 이용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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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존 지하철의 지선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동북

부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02)772-7186〕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5호선과 4호선 사이 환승 엘리

베이터 공사를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

 엘리베이터가 완공되면 교통약자의 지하철 

환승이 지금의 약 30분(휠체어리프트 2번, 엘리

베이터 1번 이용)에서 3분으로 단축된다. 이동

거리도 160m 가량에서 53m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엘리베이터 설치 전(파랑색 선)․후(분홍색 선) 환승경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올해 말까지 5개역(5호선 

신길역 · 영등포구청역 · 을지로4가역 · 6호선 약수역 

· 7호선 철산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시설지원단 (02)6311-8398〕

서울대공원, 30년만에 생태문화 공원으로 대변신

 서울대공원이 개장 30주년을 맞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생태문화 공원 조성’

이라는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발표,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5대 전략은 ①동물원 개선 ②서울랜드 재조성 ③

생태 · 재생공원 구현 ④시민과 공유 ⑤재정자립도 

향상이다. 

 첫째, 동물원 개선은 ▴종보전 허브 기능 강화 

▴동물사 리모델링 ▴동물관람 및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추진된다.

 종보전 허브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종보전지구

(연구)’와 ‘토종동물지구(전시)’를 병행 조성한다. 

 동물이 생활하는 공간은 동물 고유의 행동 특성

을 반영한 서식지 환경을 갖춘 친환경 동물사를 

단계별로 조성해 동물복지를 구현한다. 최고의 동

물원에 주어지는 아자(AZA)3) 국제인증(2026년)이 

목표다.

 또한, 몰입도는 높이고 피로도는 줄일 수 있도록 

관람동선을 개발하고 대공원 내부 편의시설(먹거리, 

쉴거리, 놀거리)을 개선한다.

호랑이사 개선 후

 둘째, 서울랜드는 공간을 8개 구역(Zone)으로 구분

하고 최대한 전기를 쓰지 않는 무동력 놀이기구를 

설치한다.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즐기는 

에코 플레이그라운드로 만들기 위해 구역별 시설은 

3) AZA(Association of Zoos & Aquarium, 동물원수족관협회) 인증 :
  운영, 재정, 동물관리, 교육, 시설 등 전반에 걸친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을 받은 동물원은 대외적으로 최고의 동물원으로 명예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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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재료를 이용한다.

 시는 ㈜서울랜드와 운영권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 

5월 이후 민간자본을 유치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고 서울대공원의 가장 

큰 자산인 숲을 브랜드화해 생태 · 재생공원을 구현

한다. ▴서울형 치유의 숲 조성 ▴유스호스텔 유치 

▴제2캠핑장 조성 ▴곤돌라 설치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

곤돌라 설치 사례

 넷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대공원을 위해 

▴시민참여형 프렌즈 그룹 구성 ▴체험형 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시민해설사, 어린이위원회, 시민참여 

공원 디자인,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운영한다.

 다섯째,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금 모금 방법의 다양화 ▴기업의 동물

사별 책임 후원제 ▴기업 스포츠 연계 마케팅 ▴
상품개발 및 유료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소수 인원이 전문가와 함께 전용 차량으로 

이동하며 편안한 환경에서 동물의 생태와 습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라이빗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울대공원만의 자체 캐릭터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대공원은 그동안 ▴분야별 민간 전문가 20인

으로 구성된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의 자문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워크숍 ▴시민 토론회 ▴14곳 

이상의 국내 · 외 동물원, 테마파크 사례 조사 등 

1년6개월에 걸친 여론수렴 끝에 이번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23〕

「건설관계자가 새겨야 할 ‘안전보감’」 발간

 서울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매뉴얼인 

「건설관계자가 새겨야 할 안전보감」을 마련하여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발주자, 시공자 등 관련 주체별 

핵심 안전관리사항을 전파한다. 

 ‘안전보감’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규정 

등 세부지침 체계화의 필요성과 건설공사 관련주

체별 숙지해야 할 원칙 정립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직원들로 구성된 TF팀과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자문을 

통해 제작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발간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15.1.배포) 등을 요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24,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중앙

정부 관련 지침 및 제도 동향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시에서 마련한 “건설공사 사고 재발방지대책”과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세부 업무

수행기준”도 반영 · 수록하였다.

 아울러 건설공사 추진단계별 안전관리 총괄표를 

제시하고 설계자가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이행

토록 의무화하는 등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개념을 

도입하였다. 

 시는 이번 ‘안전보감’을 9월까지 본청, 본부, 사업소, 

시 산하 기관 및 자치구, 투자기관에 배포하여 

건설기술심의 등 설계단계의 안전관리 사항 검토

기준과 건설공사 관련주체별 안전관리 활동의 지침

서로 활용함과 동시에 발주자 등 건설현장 지도시 

가이드라인 및 공사참여자의 교육자료로 공동활용

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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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체 계

제목 : 건설관계자들이 새겨야 할 안전보감

1장. 안전보감의 작성취지와 구성안내

2장.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발주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

3장. 시공단계와 최종 사용자 모두를 고려하는 설계자의 안전

관리업무

4장.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절대적 역할을 맡고 있는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

5장. 발주자의 대리인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업무

6장. 사고 발생이 많은 대표적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 

핵심사항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7〕

2015년 상반기 신기술 적용현장 점검

 서울시는 신기술 적용현장의 적정 품질확보 여부와 

이력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총 13개 현장 

13개 공법을 대상으로 ‘15.5.6. ~ 5.28.까지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5개팀 18명(팀별 외부 전문위원 포함 

3인 1조)의 서류점검(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준공도

면 작성실태 등)과 현장점검(신기술 적정 시공여부, 

실명제표지판 설치, 하자발생 여부 등)으로 이루어

졌다.

 점검결과, 시공부분의 품질상태는 전반적으로 양

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공사의 경우 주름 발생, 연

결관 또는 관단부 마무리 시공미흡 등이 확인되었다. 

이력관리제도(사후평가) 및 실명표지판 설치 등 준공 

후 조치사항도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담당자 

인식 부족으로 미흡한 경우도 일부 있어 신기술의 

활용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신기술 교육기회 

확대, 심의기능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관련부서에 지적

사항을 전파 및 9월중 발주부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신기술 적용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5〕

2015년 상반기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종료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시행한 2015년 상반기 직장교육이 6월 종료되었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토목Ⅰ, 건축, 전기분야 공무

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19시 ~ 22시까지 매주 

1~2회에 걸쳐 16회씩, 총 48회 실시되었다. 

 각 분야별 세부 교육과정은 토목은 도시계획, 건축은 

건축시공, 전기는 건축전기설비과정이었으며, 총 51

명이 수료하였다.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은 공무원의 실무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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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향상, 우수한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하반기

에는 토목Ⅱ, 기계, 녹지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된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4〕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

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26.부터 40일간(기간 : 6.26.~8.5.) 입법예고한다.

 이로써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

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시정명령 

· 교체지시 보고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 · 

품질 · 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 위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개정(‘15.6.22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②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제공

○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

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 · 시행될 

예정으로 의견은 8. 5.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행정규칙 통폐합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중이며 이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 

→ 10개로 통폐합을 일괄하여 행정예고함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

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

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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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하며, 서술식 보

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 하는 등 법령의 일반

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였다.

   *(건설기술자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3건을 통합

하여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및 기술자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PQ기준 사례) 3개 기준(설계/CM/안전진단), 23개 

조문 → 9개 조문으로 정비(「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진단 지침」을 조문화

○ “행정규칙 다이어트”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 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

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불합리도 개선하였다.

   *(현행)자본금 5억 이상 확보, 10억 이상 만점 →

(개선) 교육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자본금은 존치

하되 자본금 2억 이상 확보, 5억 이상 만점으로 완화

   **(현행)건산법·건진법에 따른 책임자급 업무 수행 

시만 경력가중치(1.3~1.1) 적용 → (개선)건축법 · 

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도 가중치 적용

 이번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

폐합 및 정비안의 규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0〕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이 개정(‘15.1.6)됨에 따라 

구조검토 대상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변경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 신설(안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만 시공

전 재검토·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는 개략 구조검토 가능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

막이 지보공

  -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 변경 등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건설

기술관리법, 설계자문 → 기술자문, 설계감리 

→ 건설사업관리 등) 및 인용조항 변경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토목 : 일반

사항)은 7. 15.까지 행정예고되며 추후 입찰공고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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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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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차 5호선 마곡역 출입시설 추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은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중 반드시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후 

추진해야 될 업무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사항을 추가할 것

    - 용역수행자의 교체

    - 하도급 사항

○ ‘1.8.2. 과업수행계획서’ 의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중 보안각서(보안서약

서)는 착수시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술

용역 입찰시부터 종료시까지 전 과정에 걸친 

보안관리 강화를 위하여 종료시에도 제출토록 

내용 수정할 것

○ 마곡역 주변은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사업

지구로 신규 입주자의 의견수렴, 최종설계(안)에 

대한 시민의견 등이 용역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주민설명회 및 리서치조사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

■ 제84차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사업 

설계심의

○ 수관벽에서 확보되는 잉여열(온도차 8℃, 300톤/h)은 

여름철 냉각탑을 통해 방열계획인데 HVAC계통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고질쓰레기 기준을 3,100kcal/kg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3,000kcal/kg으로 선정한 

사유를 제시할 것

○ 기존 소각로 가동 중에 철거 및 설치공사를 

실시하므로 기존설비의 파손 방지 및 지붕 

철거에 따른 기존설비 보호(풍수해 등) 대책을 

수립할 것

○ 클링커 생성방지 목적으로 소각로(화격자) 측벽에 

설치되는 웨어 존의 최소설치 높이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 성능개선 이후의 에너지 절감계획에 대한 구체

적이고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전체 

에너지 절감량(액)을 명시할 것

■ 제85차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1단계) 

설계심의

○ 본관동 장스팬 철골지붕이 경량인지 RC슬래브

인지 확실히 표기하고 설계에 반영할 것

○ 중앙훈련장 각 계단들의 주요 구조부재를 평면

도에 상세히 표기하여, 계단구조시스템을 명확히 

할 것

○ 사용된 철근의 강도는 SD500,SD600이므로 

구조일반사항에 강도에 맞는 철근의 정착, 이음

길이 추가할 것 

○ 태양광 설치시 페데스탈 부분은 옥상방수와 

연계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 절토부 옹벽 단면도에서 매립토층에 설치되는 

보강토 옹벽의 기초는 당해 지반의 허용지내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 

○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단계별로 되메움공사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되메움 단계별로 

앵카의 제거 상태를 반영하여 추가로 해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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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설 토류벽의 배면에는 대형 건설장비 등이 

근접하여 작업할 수 있으므로, 할증(Surcharge) 

하중을 추가로 반영하고 해석할 것

■ 제86차 경춘선숲길 공원조성(3단계) 

실시설계(보완) 용역발주심의

○ 기본구상에서 자전거도로가 큰 비중으로 다뤄

졌으나 과업내용서에는 내용이 없으므로, 기존 

노선 및 1, 2단계 자전거도로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업무에 자전거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할 것

○ ‘표토 보존 및 처리대책’에 “폐선로 표토에 대

하여 유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하여 

표토 처리대책”으로 업무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것

○ 식재기반설계에서 표토는 식재기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표토의 수집과 보관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단 표

토속의 매토종자 및 유기물 등은 식생복원을 

위한 구역에 재활용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추

가할 것

○ ‘도로(보도) 보도설계’에 아래 사항을 보완할 것

  - 재료 선정시 주의사항 이행 : KS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적

용하도록 하며, 불합격 자재에 대하여는 전체 

Lot 반품 및 품질개선 확증 시까지 해당 공

종의 공사를 중단하도록 함

○ ‘동력 및 조명의 전력간선설비’ 내용에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를 추가할 것

■ 제87차 반포천 유역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침수피해 저감 효과에 대한 유출모의 결과와 

침수모의 결과를 제시한 후, 각 대안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안 선정

○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 및 경관 향상 

등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를 실시할 것

○ 설계빈도 혹은 강우강도로 본 사업의 방재성능 

목표를 제시할 것

○ 수리모형실험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수리적 ․ 
구조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정

량적 ․ 정성적 평가 기준을 작성해 모형실험의 

결과 신뢰도를 향상 시킬 것

■ 제88차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설계심의

○ 실내에 적용된 압출법보온판 및 압출법보온판

위 퍼라이트 뿜칠의 경우 화재시 유독가스 발

생이 우려되니 불연재로 변경요망

○ 지하층의 화물반입, 쓰레기처리 등을 고려한 

적정 램프폭 확보(교행검토)

○ 지상3층 옥상휴게공간의 토심두께가 구조계산서 

설계하중 편의 3층 옥상조경의 토심두께

(200mm)와 상이하므로 설계하중 및 철골부재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토목계획에서는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였고, 

건축구조 설계 지하수위는 T.O.P+1.5m 명기. 

실시설계시 홍수위를 고려한 지하수위 선정 

및 상향수압에 대한 최적의 공법적용 및 부재

단면 계획 필요

○ 비상발전기 전원이 전등 및 전열반에 연결이 

안되어 한전정전 등 비상시 대처가 안됨 

  - 전등 및 전열반에 자동절체스위치(A.T.S)설치 및 

비상발전기 전원 연결 되도록 설계 수정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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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건물 전체의 기초를 말뚝기초공법으로 

계획하였음 

  - 지반조건,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초공법 계획할 것 

■ 제89차 북한산 자락길 조성공사 설계심의

○ 무장애길 경사도는 8%이하이어야 하므로 9%이상 

구간은 구배조정을 검토하고, 경사로  구간은 

0.8m 높이로 안전손잡이 설치가 필요함

○ 난간 기둥은 적정한 하중을 재하하여 난간 안전성 

확인할 것

○ 하부 사보강재의 설치는 일방향보다 지그재그의 

양방향 설치가 안전성이 증가되므로 높이별,  

구간별 보완 바람

○ 강결된 연결부에 대한 응력 검토 및 풍하중 

재하위치, 데크 멍애 규격 등 전반적인 구조계산 

검토할 것

○ 데크로드 철구조물의 시공기준, 검사기준, 허용

오차 등을 작성하여 공사시방서를 보완토록 조치

하고, 철구조물 용접기준 및 도장기준 등에 대한 

공사기준을 추가하여 제시할 것

○ 지반조사 계획에 대해 실제 지반전문가의 확인 필요

○ 기초는 지표면에서 최소한 30cm이상 묻히도록 

설치하여 향후 기상에 의한 풍화작용 등에 대비

하여 기초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

■ 제92차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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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차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쉴드 TBM의 제작(쉴드 TBM의 구성 및 부품

설계)”은 “쉴드 TBM의 설계 및 제작(쉴드 

TBM의 구성 및 부품설계)”으로 수정하여 보다 

상세하게 장비에 대한 설계내용이 제출되도록 

수정할 것

  - 쉴드 TBM 공사 시 장비의 고장이나 문제발

생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장비의 

부품조달 계획”등도 추가로 제시되어야 할 것

○ 암사정수장, 한강 하저 통과 터널구간의 경우 

중요도를 감안하여 시추조사 위치 또는 간격을 

상세히 지정할 것

○ 환기구 등 지상 돌출 시설물에 대한 보행 등 

안전과 관련하여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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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계단판(Sliding Step)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 공법(제756호)
(보호기간 :  2015. 01. 15. ～ 2020. 01. 1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계단참 마감판, 스트링거 프레임, 스트링거 연결재, 이동식 계단판으로 구성되며 이동식 계단판만을 

양중장비 없이 좌우 이동시켜 벽체 공사와 간섭없이 시공하는 조립식 철골계단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계단참 마감판의 단부의 스트링거 연결재와 계단지지 플레이트가 접합된 스트링거를 

연결한 뒤 스트링거 상부에 레일을 결합한 후 이동식 계단판을 체결하는 조립식 계단공법으로 

별도의 양중 장비 없이 이동식 계단판을 벽체 반대 방향으로 이동(최대 20cm)시킴으로써 공사완

료 후 원위치하는 벽체공사에 간섭을 주지 않는 계단과 벽체를 동시에 시공하는 조립식 철골 계

단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원리 및 구성요소

계단 벽체 거푸집을 일체로 시공하기 위해 계단판에 슬롯 구멍을 두어 계단판을 벽체와 이격

하여 설치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벽체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벽체쪽으로 계단판을 이동하여 밀착 

고정시킴으로써 벽체 거푸집공사와의 공정간섭을 배제하고, 기존 공정을 축소하여 경제성 및 시공

성을 확보한다.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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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계단판: 좌우 이동 가능

§ 레일 : 스트링거 프레임을 연결하며 이동식 

계단판과 스트링거를 연결

§ 스트링거 : 이동식 계단판 지지

§ 스트링거 연결재 : 스트링거와 계단참 연결

§ 참마감판 : 계단참 단부 마감재 역할을 하며 

시공 중 스트링거 연결재 지지

   (2) 시공방법

      

❶ 계단참 거푸집에 참마감판 

및 스트링거 연결재 설치
❷ 스트링거 프레임 설치

❸ 스트링거 상부에 레일 및 

   이동식 계단판 설치

❹ 가설난간 설치 및 철근배근

❺ 콘크리트 타설/ 벽체거푸집

   제거 후 이동식 계단판을 

   벽체쪽으로 이동 및 밀착 고정  

❻ 계단 마감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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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단면도] [계단 상세도]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규모 공사기간 적용내용

1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공사
국회

사무처

지하5층

지상10층

2010.02 ~ 

2012.01

지상 

비상계단 

4개소

2 태영문경현장 시공계단세트장 태영건설 지상1층
2013.03 ~ 

2013.10
목업계단

                                                                   

  나. 향후 활용전망

     계단참과 계단참 사이를 스트링거로 연결한 후에 그 위에 이동 가능한 계단판을 놓아 시공하는 

공법으로 모든 부품을 공장제작하여 운반하고, 현장에서는 중장비 없이 인력으로 쉽게 조립시공이 

가능한 공법이다.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는 모든 계단에 적용 가능한 공법으로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구조적 안전성 확보, 유지관리 편리, 고품질 및 시공 향상 등이 우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향

후 활용 전망이 높은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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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기술
신기술

구분 내용

슬라이딩형 철골계단

경사 계단판 전체를 이동 계단판 개별 이동

별도의 가설계단 필요 가설 및 본계단 동시 사용

계단 설치시 중장비 사용 인력 및 경장비로 설치

재래식 거푸집 공법

벽체 거푸집 단절 일체형 벽체 거푸집 사용

경사 계단판 철근 배근 이동식 계단판 사용

콘크리트 타설 전 통행 불편 계단판 설치후 즉시 통행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아파트 층고 2.9m 1개층을 기준으로 테라죠 타일 마감을 포함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비 목
신기술

슬라이딩형 

철골계단

재래식 

거푸집 공법
비고

제작비 1,549,336 1,180,809 -

부가세

미포함
시공비 1,357,559 2,439,628 3,310,290

총 공사비 2,906,895 3,620,437 3,310,290

공사비 비교 87.8% 109.3% 100%

(2) 공사기간

   공장생산, 현장에서 중장비 없이 소수인력으로 설치 조립 가능하므로 공기단축 가능 

구 분
1개층 

시공 소요시간(hr)
공종 수 공기 단축률(%)

재래식 거푸집 10 7 -

슬라이딩형 철골계단 3 9 70 %

신기술 2 6 80 %



- 23 -

    

  지중급수식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자동 관수관리시스템 

(Smart Green Ground System)(제757호)

(보호기간 :  2015. 01. 19. ～ 2020. 01. 1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지수판, 편형배수관을 사용하고 지반의 습도・온도를 감지하여 지중급수관을 통해 물을 자동

으로 공급하는 잔디경기장, 골프코스 그린의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관수관리 기술

    (2) 내용

      이 신기술은 잔디경기장, 골프코스 그린의 식생지반 조성 시 편형배수관을 이용하여 4개의 다층

구조를 2개층으로 단순화하고, 습도・온도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지중급수관을 통해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잔디조성 및 관수관리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시공도면

       

                그림 1. SGGS공법 단면도                   그림 2. SGGS공법 설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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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절차

1.기계실, 급수배관설치 2.구역박스 설치 3.바닥면 정리, 다짐 4.지수판 설치

5.편형배수관 설치 6.쇄석 포설 7.식생층 하부 포설 8.지중급수관 설치

9.식생층 상부 포설 10.식생층 면정리, 다짐 11.롤잔디 식재 12. 활착관리

그림 3. 시공 절차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

번
공사명 발주자 원도급사

공사

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비고

1

2014인천아시아드

남동경기장 / 

천연잔디 경기장 공사

인천

광역시
계룡건설

2012.7.～

2013.12
럭비경기장 2면

1,745,700

천원

신기술 

적용

2

2014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잔디그라운드 조성공사

인천

광역시
현대건설

2012.9.～

2014.6. 

축구장 2면

크리켓장 1면

3,724,600

천원

신기술 

적용

3

부속여자 중·고등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홍익

대학교 법인

2012.9.～

2015.2

학교운동장 1면

(소형)

225,000

천원

신기술 

적용

  표 1. 신기술 실적 적용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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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국민 복지를 위해 증가하는 경기장, 운동장, 공원, 옥상녹화 등의 식물을 이용하는 

시설의 식물생육기반조성에서 식물관리에 가장 어려운 물과 영양 공급을 IT기술을 융합하여 프로

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통제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공공체육시설의 재정비 및 추가 

건설에 활용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  분 천연잔디 인조잔디 기타 합계
천연잔디 
비율(%)

비고

종합운동장 149 63 6 218 68%

축  구  장 208 441 134 783 27%

야  구  장 17 29 80 126 14%

운동장 547 1,479 9,165 11,191 5%

계 921 2,012 9,385 12,318 8%

표 2. 공공체육시설 현황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구분 기존 USGA 공법 신기술 SGGS공법 수준 비교

지반 구조

◇ 4개의 층
◇ 지하 80cm의 공간
  - 배수관층 (30～35cm)
  - 배수층 (10cm)
  - 중간층 (5～10cm)
  - 식생층 (30cm)

◇ 2개의 층

◇ 지하 40cm의 공간

 - 배수층 (10cm)

 - 식생층 (30cm)

▶ 공기단축

▶ 시공정확성 향상

▶ 지하 40cm의 공간활용

▶ 약800kg/㎡의 하중 경감

관수, 배수

◇ 지상관수: 스프링클러

  - 육안 관찰과 경험으로

    총수량만 조정 공급

◇ 자연배수

  - 항상 배수가 진행  

◇ 지중관수: 지중급수관

 - 구역별로 최적량으로 목표 

습도에 맞게 계속 공급

◇ 통제배수

 - 남는 수분만 배수

▶ 물 절약 50%이상 달성

뿌리층

정밀 제어

◇ 잔디면에 비료살포 후 관수로 

녹여서 흡수 시킴

  - 증산, 배수시 계속 유실

◇ 습도,온도센서로 정확한

  수치데이터에 의하여 구역별

  정밀 관수

◇ 급수와 함께 양액비료공급 

  - 뿌리에 최적량 공급

  - 유실이 전혀 없음

▶ 물과 양액비료를 최적량으로

   뿌리층에 직접공급 

▶ 정량분석에 따라 필요한 

   성분을 최적량만 공급

▶ 물과 영양공급의 최적화로 

   건강하게 자란 잔디는 환경 

   내성이 강하여, 모든 관리 

   소요가 줄면서 최고품질의 

   잔디를 유지

표 3.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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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공법(SGGS) 기존공법(USGA)
증감액

공       종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1.토공 식 1 19,097 18,120 9,221 46,439 25,675 24,448 12,317 62,442 -16,003

2.배수층 조성공 식 1 113,202  16,408  2,677  132,288  103,320  14,679  8,007  126,007  6,281  

3.급수설비 부설 식 1 165,494  44,356  11 209,850        209,850　

 맹암거 조성공 40,069 21,401 70 61,541 -61,541

 스프링쿨러설치공 164,938 36,841 541 202,321 -202,321

4.식생층 조성공 식 1 165,746  27,447  9,532  202,726  164,732  27,460  8,911  201,104 1,622  

5.잔디 식재공 식 1 185,633  103,290  1,023  289,946  186,384  111,325  1,740  299,450 -9,504 

6.부대공 식 1 9,000  　 　 9,000  9,000  　 　 9,000  　

직접공사비 658,174 209,610 22,466 890,251 694,121 236,156 31,589 961,868 -71,616

간접비
(특허사용료포함)

301,408 280,499 20,908

합     계 1,191,659 1,242,367

-50,707

(4.08%

절감)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경제 · 문화수준이 상향되어 다양한 레저 문화공간이 조성되면서 종합 스포츠 그라

운드의 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적합화된 관수 및 배수

자재를 이용하여 낮은 관리비용으로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적의 잔디 품질 유지가 가능해진다.

     효율적인 잔디식생 지반 조성 공법으로 기존USGA공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로 활용 가능하고, 

식생지반의 조성 공정 단계를 줄여 기존USGA공법보다 노동력 절감을 통한 시공 편의성과 사용

되는 골재의 양을 줄여 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어 건설시장의 활성화와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2008년, 2013년의 선행 기술조사에서 세계적으로 유사 기술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올림픽, 월드컵, 국제육상대회의 3대 국제대회를 모두 치른 한국의 건설기술과 함께 IT를 

활용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기술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비교                                                                     

                     축구장 조성 공사 8,250㎡(110m×75m)기준                      단위 : 천원 

표 4. 신기술 공법(SGGS)과 기존공법(USGA)의 공정별 설계단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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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기간                                                                        

  

공 종 기존기술 공기 (일) 신기술 공기 (일) 단축 기간

바닥면정리 및 다짐 2 2 동일

배수층 조성 19 10 9일 단축

식생층 조성 7 12 5일 추가

종합 4일 단축

표 5. 주요 공종의 공사기간 비교

(3) 유지관리비

구   분 단위 수량 금 액 (원) 절감율 (%) 비 고

연간
유지관리비

신기술공법(SGGS) 식 1 104,096,094  - 　

기존공법(USGA) 식 1 140,942,113  - 　

차 액
(SGGS-USGA)

- - - 36,846,019  - 26.14% 　

표 6. 연간 유지관리비용 총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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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잔디구장 관리 시 지중관수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활용하여 물 절약, 수분이용효율을 최적화

하는 친환경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자동관리 기술로써 물 부족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며, 

농약, 비료 등의 절감으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기술

이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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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현황 및 시사점

개요

 자율주행 차량(autonomous vehicle)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상황을 인식하여 스스로 주행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이 차량은 무인차량(driverless 

car), 자가주행 차량(self-driving car)으로도 

불리며 레이다, GPS 등의 장치를 통해 도로 

환경을 인식하여 시스템에 탑재된 지도와 네비게

이션 등을 통해 최적경로로 주행한다. 

▶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요소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으로 인한 편익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판단 착오, 졸음 및 음주 운전 등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둘째, 일정한 차간거리(headway)를 유지하는 

군집 주행이 가능하여 도로용량을 효율적으로 증

가시킬 수 있다. 

 셋째, 고령자, 장애인 등의 차량 이용이 가능하여 

이동성이 확보된다. 

 넷째, 차량의 효율적 주행으로 인해 연료 소비량 

및 대기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의 구현 정도에 따른 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현재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 일본 

등은 2단계 차량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구

글은 관련 업체 중 유일하게 4단계 자율주행 차

량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자율주행 차량 기술단계

해외 개발현황

■ 미국 
 미국은 국방고등기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서 

2004년 개최된 Grand Challenge를 기점으로 관

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구글이다. 미래의 유망한 

사업을 발굴하는 Google-X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선정된 Self-driving car 프로젝트가 2010년 이전

부터 진행 중에 있다. GM은 2단계에 해당되는 

고속도로 자동주행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2020년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미국 연방도로청(Federal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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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way Administration, FHWA)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 구글의 Self-driving car

 이 밖에도 유수 업체가 미국 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폭스

바겐, 닛산 등은 실리콘 밸리에 독자적인 자율주행 

차량 연구소를 설립하고 스탠포드, 버클리 등의 

유수 대학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우디 

또한 스탠포드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자율

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 유럽 
 유럽은 1995년까지 수행된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자율주행 

차량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핵심

에는 유럽연합이 위치하고 있다. 차량과 도로인

프라가 함께 연계되는 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인 Vehicle and Road Automation(VRA), 차량 

간 통신을 기반으로 보다 자율적인 군집주행 구현

을 위한 SARTRE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였다. 또

한 HAVEit(Highly Automated Vehicles for 

Intelligent Transport) 프로젝트가 2008년부터 

수행되고 있다. 18개국의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체나 도로공사 구간에서

의 자동화 시스템, 군집주행, 일시적 자동주행 

등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각 국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 경쟁도 매우 치열

하다. 독일의 BMW는 5시리즈를 기반으로 고속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2020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의 볼보는 

앞서 언급한 SARTRE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차량의 

군집주행(road train)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시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탈

리아는 파르마 대학의 Alberto Broggi 교수 연구

진이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연구 중이며 프랑스는 

국립정보연구소(INRIA) 주관으로 구성된 컨소시

엄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연구를 보다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총무성(MIC), 경찰청(NPA), 국토

교통성(MLIT), 경제산업성(METI) 등 4개 부처가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최근에는 일본자동차연구소

(Japan Automobile Research Institute, JARI)를 

중심으로 한 eITS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차량의 군집주행을 통한 연료저감 및 안전성 향상 

등을 목표로 정부 주요부처, 자동차 부품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체 또한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을 목표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양산형 차량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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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황 및 시사점

 국내에서는 2020년까지 부분자율주행이 가능한 

3단계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목표로 현대기아자

동차,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자율주행 자

동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견기업의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하여 대기업과의 

상생관계를 정착시키고 자율주행 차량의 독자적인 

기술 보유를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국토부, 미래

부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지원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차량의 선진 기술을 

따라잡고 글로벌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서는 보다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 부처 주도하의 핵심 기술 확보가 필

수적이다.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된 미국과 유럽의 

사례는 탄탄한 제조업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행

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차량용 센서, 레이저 및 통신 모듈 등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해외 기술

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 기술의 

자체 개발을 통해 자립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2단계까지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선제적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3단계 이상의 자율

주행 차량은 무인차량이라는 점에서 현재 기술력

으로는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우며 사고 발생 

시 차량과 운전자 간의 명확한 책임 소재를 구분

할 제도적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2단계를 단기 달성 목표로 설정

한 뒤 이를 3, 4단계로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를 공고히 해야 한다. 현재 

미국, 유럽에서도 자율주행 차량 관련 법안은 도로 

주행 테스트 등의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관련 연구가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자동차 표준 규격, 일반도로 주행 테

스트, 사고 시 책임 소재 등의 다양한 이슈를 사

전에 파악하여 관련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

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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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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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5호선 마곡역 출입시설 추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마곡역 출입구 2개소 추가 및 지하

통로 171m 신설, E/L 8대 설치
9,094
(411)

조건부
채택

토목

86
경춘선숲길 공원조성(3단계) 

실시설계(보완)
․ 65,760㎡(길이 2.5km)
․ 숲속철길, 쉼터, 자전거길 조성 등

7,850
(188)

조건부
채택

조경

87
반포천 유역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가칭)
․ 유역분리터널(D=7.5m,L=1.3km)
  및 유역경계조정 116ha 등

41,146
(2,502)

조건부
채택

토목

90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설계

․ 지상부 1,088㎡, 지하부 1,600㎡
21,200
(923)

조건부
채택

건축

92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

시설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취수장 시설개선(80만톤/일)
․ 취수펌프 및 계측설비, 염소설비 개량 등

9,240
(238)

조건부
채택

토목

95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총연장 3.80k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4개소

302,930
(10,838)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84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사업 기본설계
․ 소각용량 증대(100톤/일)
․ 수관 및 화격자 연장설치, 연소실 확장 등 

38,810
(652)

조건부
채택

기계

85
서울 소방행정타운(1단계) 
건립공사 

․ 건축물 6개동 25,113㎡
․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53,900
(2,573)

조건부

채택
건축

88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 지하1층/지상6층, 
․ 연면적 5,095.21㎡

9,611
(497)

조건부
채택

전기

89 북한산 자락길 조성공사 ․ 무장애자락길 2.3km
2,290
(59)

조건부
채택

조경

입찰
안내서
심의

93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사업 입찰안내서 심의

․ 소각로 연소실 증가에 따른 구조변경, 

화격자 연장 설치 등
38,810
(652)

조건부
채택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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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5. 6.

건     축 
녹번 산골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12건

417 395

교 통
개명초교 아마존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

98 97

기 계 설 비
광화문역 경사형E/L 설치 기계설비 
부대공사 실시설계용역

32 26

도 로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 
실시설계용역 등 13건

26,107 26,052

도 시 계 획
오류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4건

1,251 1,181

상 하 수 도 
마포구청역 ~ 성산2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설계용역 등 3건

80 73

소 방
5호선 마곡역 출입시설 설치 소방공사 
감리용역

20 17

전 기 통 신
5,7,8호선 신호시스템 안전(성능) 진단용역 
등 10건

1,072 997

정 밀 진 단
서울어린이대공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8건

324 292

조 경
한양도성 백악낙산구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8건

1,764 1,762

지 하 철
신내 통합환승시설 및 면목선 차량기지 
입지선정 타당조사 용역 등 2건

11,038 11,012

하 천 우이천 자전거도로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20 17

기 타
현충근린공원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305 264

 계 71건 42,528 42,185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5년 6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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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정보

< 2015년 제107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7.03～7.09 8.01 9.18 9.21～9.24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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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7.24~7.30 8.16 8.28 8.31～9.03
10.23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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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구체적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유사 콜택시 앱 ‘우버’는 여객운송업계의 대표적 

O2O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일반 승용차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우버는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뤄져 

편리하다. 우버가 나오면서 샌프란시스코의 택시 이용

률은 65% 감소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종에서도 O2O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정집의 남는 

방을 수요자에게 연결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 

부탁해 등 음식배달 앱이 주목받고 있다. 다음에서 

사내벤처로 시작한 카닥은 자동차의 파손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공개입찰을 통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정비업체를 연결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http://s.hankyung.com/dic/]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