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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일반적으로 지열이란 지중(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에 저장된 태양 복사에너지를 말하며, 이는 지구에 

도달하는 전체 태양 복사에너지 중 약 47%를 차지한다. 이러한 지열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라 

심부지열(Deep Geothermal)과 천부지열(Shallow Geothermal)로 구분된다. 

 심부지열은 지하 200m 이하에 존재하는 지열에너지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40~150℃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이 지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온천의 개발이나 지열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천부지열은 지표로부터 150~200m 정도까지에 저장된 지열에너지로, 손쉽게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를 

말하며, 지표면에서 대략 지하 5m까지의 지중온도는 외기의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그 이하부터는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1). 이러한 지중온도는 지형 및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20℃ 정도를 

보이며, 최근에 건물 등의 냉난방용 에너지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열에너지는 대부분 이러한 천부지열을 

활용한 시스템이 된다. 

 이러한 지하 200m 정도까지의 천부 지열에너지를 건물 등의 냉난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중에서 

열교환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배관인 지중 열교환기와 이 열을 냉난방에 적당하게 만드는 열펌프가 우선 

필요하다. 여기서, 지중 열교환기는 지중에 설치된 배관 내를 흐르는 순환유체를 통해서 지중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거나(난방) 또는 지중으로 열을 방출하는 역할(냉방)을 하게 된다. 즉,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은 여름에는 고온의 열을 지중으로 방출하고, 겨울에는 지중으로부터 열을 흡수한 다음에 

열펌프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냉방과 난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무궁무진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지열에너지 이용 냉난방시스템의 구성

 1) 지열에너지 이용 열펌프시스템의 종류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의 다양한 형태를 <그림 1>에 소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열에

너지원으로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을 활용한 열펌프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지열에너지에 보조열원을 이

용하는 시스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칼  럼

 무한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기술

   조 정 식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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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열원 열펌프시스템(5)

  

◉ 토양 이용 열펌프(Ground-Coupled Heat Pump) 시스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중에 매설되는 열교환기의 형상에 따라 수직형과 

수평형 시스템으로 크게 구분된다. 수직형의 지중 열교환기는 토양 속에 지표면과 수직으로 매설되기 

때문에, 다른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에 비해서 지중 열교환기의 매설에 필요한 부지를 적게 

필요로 한다. 또한, 지중 열교환기를 냉난방 용량에 따라 다양한 깊이로 매설할 수 있으며, 지중 열교

환기용 배관 및 배관 내에 충진된 부동액의 이송동력도 비교적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높은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직으로 땅 속 깊이 매설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는 지표면에서 150~200m 정도 깊이의 보어홀(시추공)을 지면으로

부터 천공한 후,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부틸렌(PB) 배관을 U자관 모양으로 삽입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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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 열교환기가 지면에 수평으로 매설되는 수평형 시스템은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동장이나 

주차장과 같이 비교적 넓은 공터의 지하에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할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공비용은 수직형 시스템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용 배관이 수직형 시스템과는 달리 지면에서 0.5~1.8m의 깊이로 굴착한 트렌치

(Trench)에 수평으로 매설되기 때문에, 효율면에서 수직형 시스템보다 낮게 된다. 이는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가 매설되는 위치에서의 지중온도는 계절 및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평형 시스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넓은 설치면적을 해결할 수 있는 슬린키형(Slinky Type, 

<그림 1> 참조)은 나선(Spiral)형태의 지중 열교환기로 되어 있어 트렌치의 길이를 줄이고, 제작 및 

시공측면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슬린키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치면적은 다른 수평형 

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반면 지중 열교환기의 배관길이가 다소 길어지는 단점도 있다.

◉ 지하수 이용 열펌프(Ground Water Heat Pump) 시스템

 양질의 지하수가 풍부할 경우에 이를 활용하는 냉난방시스템이 된다. 지하에 존재하고 있는 지하수에 

직접 개방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효율이 우수하지만,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이 배관 및 열교환

기에 부착하여 스케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스케일은 주기적인 세정에 의해 줄일 수 있으나, 

세척제가 갖고 있는 성분으로 금속을 부식시켜 열교환기 등의 수명이 단축된다.

 따라서, 지하수 수질이 우수하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으나, 시스템 설계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수원이 깊으면 펌프의 소비동력이 증가하게 된다. 

◉ 지표수 이용 열펌프(Surface Water Heat Pump) 시스템

 저수지 또는 연못 그리고 호수 등을 열회수 또는 열방출의 대상으로 활용한다. 지중 열교환기의 배관 

내를 흐르는 순환유체는 펌프에 의해 물속에 잠긴 지중 열교환기와 열펌프의 열교환기 내를 순환하며 

열교환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밀폐형(Closed Type)은 나선(Spiral) 형상의 지중 열교환기를 주로 

사용한다. 

 이 시스템의 지중 열교환기는 물속에서 부력에 의해 뜰 수 있기 때문에,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하며, 열회수나 열방출로 사용하는 저수지, 연못 또는 호수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외기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율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 

◉ 복합 지열원 열펌프(Hybrid Ground Source Heat Pump) 시스템

 지중 열교환기의 설치를 위한 부지와 설치비용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는 시스템을 적용할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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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수록 지중 열교환기의 설치비용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식이 복합 지열원 열펌프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토양 이용 열펌프시스템에 냉방 시에는 

냉각탑(냉방) 또는 난방 시에는 보일러(난방) 등을 보조 열원으로 병행함으로써 지중 열교환기의 길이 

및 수량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가치가 있다.

 <그림 2>는 수직형 토양 이용 열펌프시스템에 냉각탑(냉방)과 판형 열교환기(난방)를 연결한 시스템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난방 시에는 상용 난방설비에 주로 사용되는 보일러 또는 태양열 집열판 등을 

보조열원으로 사용하고, 냉방 시에는 냉각탑을 보조열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정해진 수준의 

부하까지는 지중 열교환기를 이용하고, 설정 수준을 넘어서는 부하에 대해서는 보일러 또는 태양열 집

열판 등을 보조열원을 가동하거나 냉각탑을 동시에 가동하여 난방 및 냉방을 하는 시스템이다.

  

Water Source Heat Pump Units

Building

Ground
Loop
Pump Plate Heat

Exchanger

Cooling
Tower
Pump

Cooling
Tower

Ground
Heat Exchanger

Water-to-Water
Heat Pump

Ventilation
Air

Mixing Valve

     

          <그림 2> 복합 지열원 열펌프시스템                     <그림 3>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 설치도  

 2) 지중 열교환기

 지중 열교환기용 배관의 선택은 냉난방 시스템의 수명, 유지관리 비용, 펌프 소요에너지, 초기 설치비 

그리고 시스템의 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고밀도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부틸렌(PB) 배관을 주로 사용한다. 이들 재료는 유연한 성질을 갖고 있어 취급이 용이하며, 열융

착법으로 간단히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중 열교환기 배관의 직경을 결정할 때에는 배관 내를 흐르는 부동액을 순환시키는데 소비되는 동력과 

부동액과 외부와의 열전달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즉, 배관의 직경을 크게 하면 펌프가 소비하는 

일은 감소하지만, 외부와의 열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지중 열교환기의 배관 내를 

흐르는 부동액을 난류유동으로 만들면 열전달은 향상되지만, 펌프의 소비동력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림 3>은 토양 이용 열펌프시스템에서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치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중 

열교환기로 사용되는 U자관을 보어홀에 삽입한 다음, 지중 열교환기 배관과 보어홀 사이의 빈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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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채움재로 채운다. 이 뒤채움재의 역할은 지중 열교환기 배관과 보어홀 주변의 토양 또는 암석 등과 

열전달을 촉진하고, 지면에 고인 물이 보어홀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보어홀 주변의 

지하를 흐르는 수맥에서 보어홀 안으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투과계수가 낮은 시멘트나 벤토나이트 등이 뒤채움재로 사용되고 있다. 

 지중 열교환기의 순환유체로는 부동액을 주로 사용한다. 이상적인 순환유체로는 열전달 능력이 우수

하고 점도가 낮아야 하며, 지중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값이 저렴하면서 장기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액은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메탄올, 에탄올 

그리고 아세트산칼륨 등과 물을 적정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열펌프시스템 : 냉방 및 난방모드

 <그림4>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열펌프시스템의 개략도로서, 냉방의 경우에는 <그림 4.(a)>, 난방의 

경우에는 <그림 4.(b)>와 같이 작동한다. 

GHX

Heat Rejection
12oC

20oC

15oC

Chilled Air
10oC

Expansion Valve

4 Way  Valve

Evaporator

Compressor 10oC 18oC

Indoor
26oC

Supply Air Return Air

Condenser

HEAT PUMP

Cooling Cycle

       

GHX

Heat Extraction
12oC

5oC

10oC

Hot Air
43oC

Expansion Valve

4 Way  Valve

Condenser

Compressor 43oC 30oC

Indoor
22oC

Supply Air Return Air

Evaporator

HEAT PUMP

Heating Cycle

(a) 냉방의 경우                                (b) 난방의 경우

<그림 4> 지열원 열펌프시스템 : 냉방 및 난방모드

 냉방의 경우에는, 지중에서 5~6℃ 정도의 열을 방출하고 열펌프를 거쳐 추가로 냉각시켜 냉방공간으로 

보내어 냉방을 하고, 난방의 경우에는, 지중으로부터 5~6℃ 정도의 열을 회수하고 열펌프를 거치면서 

추가로 가열하여 난방공간으로 보내어 난방을 하게 된다. 즉, 이렇게 연중 냉방과 난방운전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지중에서 열방출과 열회수가 이루어져 결국에는 열적인 평형을 이루게 된다.

 실내 측의 냉난방 장치는 기존의 냉난방 설비와 차이가 없이 공기조화기, 팬코일유니트(FCU) 등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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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지열에너지 이용 냉난방시스템의 초기 설치비용은 크게 보어홀의 천공비용, 지중 열교환기용 배관, 

열펌프 기기비용 및 실내 설비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지중 열교환기의 보어홀 천공 및 시공

비용이 전체 초기 설치비용의 30~50%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지중 열교환기의 적정한 설계 및 

경제적인 시공에 따라서 전체 냉난방 시스템의 설치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현존하는 냉난방 기술 중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비용효과가 높은 냉난방시스템으로 지열에너지 이용 시스템을 예로 들고 있다. 단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기 설치비가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많이 소요된다는 면은 있으나,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충분히 고려하여 볼 만하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공기 열원 열펌프시스템에 비해 44%까지, 

그리고 냉난방을 에어컨과 전열기를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72%까지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6)

 기존 냉난방 설비와는 달리 지열에너지 이용 냉난방은 기존 냉난방에 비해 25~50%의 적은 전력을 

소비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별도의 에너지의 소비 없이 급탕도 할 수 있는데, 여름철 급탕은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겨울철에는 기존 설비의 약 50%의 비용으로 급탕을 할 수 있다.

 지열에너지 이용 냉난방시스템은 지중 열교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기기(열펌프, 덕트 등)는 건물의 

내부에 설치되므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파손의 우려가 적다. 따라서 내구성 및 신뢰도가 높아 

20년 이상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중 열교환기는 통상 50~70년의 수명이 보장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중 열교환기 배관이 지중에 매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유지관리는 필요가 

없다. 단지, 시스템이 설치 초기상태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운전될 수 있도록 열펌프의 열교환기 코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건물 내부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공기

필터 등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면 된다. 

4. 맺는말

 지열에너지 이용 냉난방은 외기의 급격한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지열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시스템이다. 여름과 겨울이 확연하게 구분

되는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은 200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보급되고 증가하고 있으나, 초기 설치비용이 다소 

높기 때문에 급속하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 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기존의 화석에너지 일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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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른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무궁무진한 지열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에너지 사정이 좋은 나라에서도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정착

시키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국내에서도 건물의 냉난방 및 온수 급탕용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열

에너지 이용 냉난방시스템을 보다 활발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장차 에너지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또한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지열에너지 이용 냉난방시스템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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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 등 편의시설 건설기술심의 강화

 서울시는 최근 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설계 중인 

공공건축물의 각종 편의시설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을 위한 시설기준에 미흡하고 이용 불편이 제기

됨에 따라 편의시설 설계 및 설치 강화를 추진

한다.

 편의시설 설치의 문제점은 관련규정 미숙지에 따른 

설계적용 미흡과 건축물 디자인 훼손 등의 사유로 

편의시설이 미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기준 적용 홍보를 강화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서울특별시, ‘12.9)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서울특별시, ‘15.3) ▴
2011년도 여행(女幸)화장실 종합추진 계획(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 ‘11.1)을 설계용역사에 제공하고, 설계

심의 시 설계 책임건축사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반영 내용을 직접 설명토록 한다.

 또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전문 심의위원을 일시 

위촉하여 공공건축물 편의시설 설계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시는 7월 20일 이후 설계심의 접수분부터 이를 적

용하고,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물 없

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의무인증 시기 : 7. 

29일부터(설계 : 예비인증, 시공 : 본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적정 반영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매뉴얼과 안내서는 “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장애인복지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77〕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 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5.5.12)」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공고하였다.(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1343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한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

중복도를 감안하여 서울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확정

-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한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

중복율을 만점기준(1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

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

 이와 더불어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항목 삭제

(설계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통 적용)와 신, 구 

대비표 개정내용을 2015. 8. 1 공고분부터 적용

한다.

현   행 개   정

- 30억원 이상의 대형 용역은 공동
도급 참여사를 3개업체 이상으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개업체 
이상으로 허용하여야 함

- 조항삭제

<관련정보>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건설 – 건설기술 – 자료실 – 지침/방침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2〕

의주로지하차도 평면화공사 완료, 개통

 서울시는 의주로지하차도 서울역방향 2개 차로를 

폐쇄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등 의주로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를 완료하고 7월 20일(월) 04시부터 개통

하였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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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주로지하차도가 서울역방향으로 기존 4차로에서 

5차로로 1개 차로가 확장되고 평면화됨에 따라 

의주로지하차도를 통과해 서울역방향으로 향하는 

차량과 염천교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가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지·정체 및 교통류 교차 엇갈림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주로지하차도 평면화공사는 지난 5월 중순 

착공되었으며,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2개월만에 개통에 

이르렀으며, 염천교사거리의 방향별 교통신호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서울지방경찰청이 모니터링

하여 교통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67〕

서대문고가차도 철거

 충정로와 새문안로를 연결하는 ‘서대문고가차도’가 

설치된 지 4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1971년에 설치된 ‘서대문고가차도’를 7월 

10일(금) 자정부터 통행을 전면통제하고 철거를 시작

하였다.

 시는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방학기간과 직장인의 

휴가철을 고려해 8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9월초 

개통할 예정이다.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

차도 시 · 종점부 양방향(충정로⇔ 새문안로)에서 철거가 

진행되며,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야간 시간대에 

실시된다.

 특히, 공사 중에도 기존 차로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대문고가차도 왕복 2차로와 하부 4차로가 평면 

왕복 6차로로 유지되며, 서대문고가차도가 철거되면 

철거 전보다 2개 차로가 늘어나 새문안로와 충정로와 

같은 왕복 8차로가 된다.

 너비 11.5m, 길이 374m, 왕복 2차로의 서대문고가

차도 철거에는 총사업비 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43〕

서울시, 고도정수된 아리수 100% 공급

 7월 6일부터 서울시 전역에 오존과 숯(입상활

성탄)으로 한 번 더 걸러 냄새 없고 맛 좋은 고도

정수처리된 수돗물 ‘아리수’가 100% 공급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수장인 뚝도아리수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6개 정수센터 모두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완비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민 90.2%에게 공급

되던 고도정수된 아리수를 시 전역에 100% 확대 

공급한다.

구 분 계 ’07~’12년 ’14년 ’15년

완료시기 6개소 영등포(’10~’11) 
광  암(’12)

강북, 암사, 
구의

뚝도

고도
정수

공급량 380
(만톤/일)

70 250 60

 ※규모 : 영등포 45, 광암 25, 강북 95, 암사 110, 구의 45, 
         뚝도 60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현황> 

뚝도아리수정수센터는 하루 60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 전체 급수인구의 9.8%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등포(’10년), 광암(’12년), 강북·암사·

구의(’14년)에 이어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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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되었다.

 이번에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종로·용산·성북·서대문·

마포·성동·중구 등 7개구 72개 동에 고도정수된 

아리수가 추가로 공급되며, 이로써 서울시 전체에 

고도정수된 수돗물이 공급된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기존 정수처리공정에 오존

소독과 입상활성탄(숯)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공정을 추가해 조류(藻類)로 인해 발생하는 흙

(지오스민, Geosmin) · 곰팡이냄새(2-MIB) 유발

물질과 소독부산물 등 미량 유기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 과정>

 고도정수처리는 ①염소보다 소독력이 우수한 

오존이 산화작용을 일으켜 물속에 있는 큰 유기

물을 작은 유기물로 분해하고 ②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한 다음 ③지름 0.5mm 정도의 입상활성탄

(숯)에 뚫려 있는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오존 처

리한 수돗물에 남아있는 유기물질을 완벽하게 흡착

해 남아있는 맛·냄새 유발물질을 모두 제거하는 

방식이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고도정수처리 능력을 4

년여 동안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조류로 인한 

맛 · 냄새 유발물질 100% 제거 ▴예산 절감 ▴
수돗물 안전성 증가 ▴미생물 소독능력 증대 ▴
물맛이 좋아지는 것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02)3146-1451〕

동공탐사 및 도로함몰 지도구축 용역 착수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첨단 탐사 장비로 노면하부 

동공을 찾아내는 용역을 7월 31일 본격 착수하

였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로하부 숨겨진 동공을 사전에 

탐지하여 조치하는 등 도시 노후화에 따른 도로

함몰 대응기조를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활동으로 

전환하고, 또한 동공탐사 선진기술 조기 도입으로 

동공탐사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5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주변 

▴지하철 개착구간 ▴연약지반 등(4,374km)을 

중점구간으로 선정해 2018년까지 동공탐사를 완료

하고 그 이후 일반구간 도로로 확대하여 도로하부 

동공을 정기적으로 탐사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도로함몰과 포트홀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기존 포장

도로관리시스템 성능개선을 통한 도로함몰지도 

구축사업을 지난 7월 21일 착수하였다.

 이번에 실시되는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성능개선이 

완료되면 ▴포트홀 실시간 신고시스템 통합(택시, 

버스) ▴도로관리 빅데이터 생성 ▴도로함몰 위험

지역 분석 ▴도로파손 취약지역 분석 등의 기능이 

구현되며 11월말까지 개발이 끝나면 12월부터 

실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도로관리과 (02)2133-8169〕

20만㎡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서울시와 코레일은 총 4개 구역의 수색역세권 

개발구역(20만7천㎡) 중 15%인 ‘DMC역 구역’(3만

5천㎡)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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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DMC역 구역은 7월 30일(목) 코레일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전협상 등 관련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차량기지 이전구역 등 나머지 구역은 사업 준비

단계인 도시개발사업 검토방식을 용역으로 할지, 

기타 다른 방식으로 할지를 올 하반기 중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코레일은 7월 27일(월) 

「수색역세권 개발의 성공적 추진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와 ▴공

공기여 부담방안 결정 등 사전협상에 적극 협조,  

코레일은 ▴철도시설 점용과 이전에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의·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토지소유자

이자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전협상에 성실히 참여

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색역세권 개발계획은 상암 · 수색지역을 

연결하는 남북 연결도로설치와 3개 노선(경의선, 

공항철도, 도시철도 6호선)이 통합된 복합 환승거점 

조성으로 상암 · 수색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공공개발센터 (02)2133-8359〕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사업 본격 시작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부족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남양주시 별내

지구까지(별내선) 12.9km 연장구간 중, 서울시 

담당구간인 1 · 2 공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사업을 본격화한다.

 별내선은 현재 운행 종점역인 암사역(강동구 암사동)

을 시작으로 선사로 기존 도심지와 암사생태공원, 

고덕동,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한강 하부를 통과, 

구리시 구간을 지나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연장되며, 

총 사업비 1조2,806억 원이 투입된다.

 이 구간 중 서울시는 암사동과 가장 어려운 공정인 

한강 하부를 지하로 통과해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3.8km 구간의 토목, 궤도, 건축, 정거장

전기 및 기계설비(소방포함)를 맡는다.

 시가 발주하는 이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는 

▴1·2공구 토목, 궤도, 건축, 정거장 설비 분야와 

▴1~6공구 전 구간의 송변전, 전차선, 신호, 통신

(정거장 포함) 등 시스템 분야의 기본설계가 포함

되며, ’1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별내선이 완공되면 지하철 8호선을 타고 송파구 

잠실까지 약 26분이 걸려, 현재보다 약 22분 정도가 

단축돼 서울 강남권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강남지역

으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017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할 계획

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72-7130〕  

한강의 11번째 다리 동작대교, 대대적 정비 

 1984년 우리나라 최초로 차량과 지하철(4호선)이 

같이 다니는 교량으로 건설, 용산구 서빙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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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과 동작구 동작동을 잇는 한강의 11번째 

다리 동작대교가 건설된지 31년만에 총 사업비 

184억원을 투입 상 · 하부 전면 정비에 들어간다.

 안전등급 B등급으로 국부적인 손상 외에 구조물 

안전에 이상은 없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구조물을 

적기에 보수해 시설물 안정성 향상 및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보수내용으로는 ▴상부 도로포장 및 부식된 보 · 

차도 난간연석 정비 ▴하부 강재 전면 재도장 및 

콘크리트 보수를 오는 7월말부터 시작하여 ‘1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먼저 상부 노후된 보·

차도 난간연석을 보수하기 위해 7월 25일(토)

부터 상·하행선 총 6개차로 중 편도 1개 차로를 

각각 부분 통제한다고 밝혔다.

 또, 9월 1일(화)부터 10월 말까지 상부전면 

재포장공사를 위해 상 · 하행 편도 1개차로를 

각각 1개차로를 주, 야간(24시간) 전면통제한다.

 시는 하반기 중 동작대교 하부 한강 수상구간에 

바지선을 띄워 2016년 말까지 교량 부식방지를 

위한 하부 강재를 전면 재도장한다.

   〔교량안전과 (02)2133-1952〕

서울시 – 미, 케네소 주립대학교

도로포장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서울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포장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케네소 주립

대학교와 「도로포장 국제 공동연구 교류」 업무협약을 

6월 3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조직 내 연구부서인 ‘도로포장

연구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선진 도로포장 

기술현황과 연구방향 등을 교류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도로포장연구센터는 도로포장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4년 5월 14일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설치된 

바 있다.

 협약 대상기관인 케네소 주립대학교는 미국 조지아 

주에서 유일하게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 

재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한 인프라와 연구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케네소 주립대학교는 

도로포장 분야 최신기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

하고, 상호 방문시 기술시연 및 현장 안내를 진행

하게 된다.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02)3462-6719〕

마곡지구 개발 중장기 ‘2단계 마스터플랜’ 가동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신개발지인 ‘마곡지구’를 

첨단 연구개발(R&D) 중심 산업·업무 신도시로 조성

하기 위한 ‘2단계 마스터플랜’이 가동된다.

 서울시는 현재 기반시설조성 공정률이 80%에 달

하고, 산업단지 토지분양률이 60%(68개 기업 입주 

계약 체결)에 이르는 등 마곡지구의 전체 윤곽이 

현실화됨에 따라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개발전략인 

‘2단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시는 ‘2단계 마스터플랜’을 통해 마곡지구 개발이 

단순히 단지 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산업기지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집중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마스터플랜의 주요 추진 내용은 ①전략적 

미래 유보지 설정 ②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글로벌

센터 건립 ③ 중소·영세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④

난개발(오피스텔 과잉공급) 우려에 대한 정밀 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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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오는 7월 마곡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 · 결정할 계획이다. 

   〔마곡사업과 (02)2133-1517〕

서울시, 옥외 LED 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표준안 발표

 서울시는 옥외 LED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주요부품인 모듈, 컨버터, 커넥터가 제조업체별로 호

환성 없이 제작되어 유지보수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옥외 LED 조명 표준안’을 제정, 

발표하고, 제품 제조 유예기간(2개월)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작한 보안등 표준

모델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그간 친환경고효율 LED 조명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LED 모듈 · 컨버터 · 커넥터 등 주요부품이 

제조사별로 달라,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LED 조명 보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LED 조명은 지금까지 한국산업표준(KS) 및 

고효율인증 기준에서는 성능, 안전항목만 평가하고 

있으며, 치수, 크기, 정격(전압, 전류) 등은 제조자가 

설계하도록 하여 보안등 · 가로등 · 터널등과 같은 옥외용 

LED 조명 주요부품으로 인한 결함, 오작동 시 다른

업체 제품으로 호환이 되지 않아 조명등 전체를 교체

해야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가 

어려웠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단체, 

연구기관, 사용부서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LED 조명 

표준화 자문위원회」를 구성(’15.4월~7월)하여 9차례 

자문회의를 갖고, 모듈 · 컨버터 · 커넥터의 성능 및 

규격을 검토하는 등 표준안 개발에 집중했다.

 또한, 청책토론회를 개최(1차:5월18일, 2차:7월1일)

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LED 조명업계, 전

문가, 시민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서울시 옥외 LED 조명 표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듈 : 크기와 용량이 제조업체별로 상이하였던 

것을 크기는 규격화하고, 용량은 15W와 25W를 

조합형으로 단순화하여 다양한 용량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컨버터 : 크기나 용량이 다양하였으나, 크기를 

규격화하고 용량은 모듈 조합과 일치하는 적정

규격의 용량을 사용토록 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

대화 하였음

 ○ 커넥터 : 임의규격을 사용하거나 전선을 직접 

접속하도록 하여 호환성과 안전에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형상을 규격화하고 방수등급을 부여

하여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함

 〔환경정책과 (02)2133-3579〕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신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한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

상황에 맞추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을 수행

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발주청 입장에서도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

들어 예산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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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금번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실비

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하였다.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

하여 평가수행에 요구되는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종류, 공사규모(사업

연장 및 면적) 및 발주유형(단독발주, 통합발주) 

등을 반영하여 소요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

도록 하였다.

 금번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으로 업계는 업무

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

기관에서는 원활한 사후평가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7〕

‘생활안전 건설기준’ 개선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의결하였다.

* 개정된 건설기준은 심의의견을 반영·보완하여 8월중 고시 예정 

 이번 건설기준 개정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학·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한 건설기준 종합점검과 일반 국민의 시선

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제안 캠페인(5월26일 ~ 6월30일)으로부터 

도출된 사항 중 일부를 우선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스틸 그레이팅)를 설치

할 때는 유모차바퀴, 하이힐 굽 끼임과 같은 보행

사고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틈새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때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시 대피할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도로교설계기준 개정)

   *인도가 없는 500m 이상 도로교를 대상으로, 

250m 간격으로 설치

○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개정)

   *쌓기 시 다짐밀도를 90% 이상으로 하여 함몰 

등을 방지

○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재산피해를 

방지하면서도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나 농구골대 등을 이동식 또는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개정한다.

(조경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1〕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3313호, 2015.5.18.공포, 2015.11.18.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점검능력 

향상과 안전관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대상에 실내 권총사격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을 포함(안 제42조의3제2항 제1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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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신설)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 

보유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밀점검 장비를 보강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별표 2 및 별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에 대한 

기록을 비치하고 그 기록을 4년간 보존(안 

제44조제2항제4호)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안 제44조제3항 신설)

○ 전기안전관리교육과 관련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안 제52조

제6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참고하고, 의견은 8월 18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 (044)203-538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

연계를 통해 최적의 설비운영과 저가열원을 확보

하기 위해 열수송관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범위를 열수

송관에서 열수송시설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열수송시설 종류에 가압시설을 명문화(안 제2

조제2호)

  - 현행 열수송시설에는 순환펌프만 규정하고 

있으나, 가압시설중 열교환기도 구체적으로 

명문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의 입법예고를 참고하고, 의견은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 (044)203-5385〕

’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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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1차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실시설계심의 

○ 터널내 안정에 중요한 영향인자로 평가되는 

지하수 유출량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 미시추지역 패턴선정을 위한 전기비저항값은 

상한 및 하한치를 확인하여 향후 공사중 확인

되는 굴착면 지반조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광역상수관과 어스앵커가 근접한 구간은 시공시 

반드시 현장확인 시행토록 도면에 주기할 것

○ 터널구간의 배기구와 급기구의 높이차와 시뮬

레이션 조건 등을 재검토하여 배기된 오염공기가 

급기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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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대터널이므로 완공시 119소방대와 고온

연기화재시험을 통해 각종 제연설비의 성능

검수시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제96차 서남권50+캠퍼스 건립공사 설계심의 

○ 외장재료(티타늄아연합금판, 고밀도 목재패널) 

공사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

○ 수영장 하부 기초판 지중보에 대해 재검토하고, 

지중보가 없다면 기초파일에 대한 침하량을 

재검토 할 것 

○ 수영장 상부 주차장 사용시의 상대처짐(보, 

슬라브)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주변 아파트와 기초 하부에 붕적층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말뚝의 종류 및 시공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지지암반이 깊어 위치에 따라 파일의 

이어치기가 필요하므로 위치에 따른 파일길이에 

대한 정리 및 파일내력 검토할 것

○ 지하옹벽 설계 시 벽체두께와 기초슬래브 두께, 

말뚝배치 등 벽체의 지지조건 확인하고, 기초

슬래브 배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것

○ 개웅산 인접구간에 대한 우기시 산사태 안정

검토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 제97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

○ 본선에 포설되는 광케이블 용량이 24코어이며, 

이중 예비가 6코어이므로 향후 시스템 및 통신망 

확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예비코어 확보가 필요

하므로 Ring 수량을 검토할 것

○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량 현황자료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14개 이상의 간선도로 교통량 

현황자료를 제시하되, 기준년도에 맞도록 

2014년 자료로 보완할 것

○ RMS 전략관련 본선, 램프, 인근 교차로와 주변 

VMS 등을 포함하는 운영전략 필요

○ 진입램프미터링(신호기 설치)을 설계에 반영

할 것(설계물량에 포함할 것)

○ VMS 제어기 함체 재질에 제시된 알미늄재질 

등은 경제성 및 제작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할 것

○ 현장 VMS와 LCS의 운영체계(OS) 및 운영프로

그램 다운시 센터에서 제어기 원격 전원 

RESET이 가능토록 시스템 구현할 것

■ 제98차 동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기본계획상 인어공주를 전시하려면 물을 활용

해야 하므로 수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필히 포함할 것

○ 동화콘텐츠의 라이센스에 관련된 지적 재산권 

관련 검토하고, 콘셉설정 시 동화 한편의 스토리

뿐 아니라 공원 전체를 엮어주는 스토리라인이 

있어야 공원전체의 통일감이 있을 것임

○ 주차장은 일반인, 장애인 및 관광버스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필요 대수를 산정하고 배치계획 

수립하도록 검토할 것

■ 제99차 마곡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계심의

○ 열배관망 압력선도에는 수리학적 과도현상

(Hydraulic Transients)에 관한 수치 해석을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한 후 배관망에 

적용하는 최대 압력선과 최소압력선을 나타

내고, 배관이 수격압에 의해 파손되거나 좌굴

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 완폐식 체크밸브는 펌프의 긴급정지 시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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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압(Negative Pressure) 발생을 방지

할 수 없으므로, 중온수 공급 및 가압펌프장에 

관한 수격현상을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치해석한 후 적절한 수격완화설비를 선정

할 것

○ 송전선 공사는 양천변전소가 마곡변전소에 비하여 

고비용 및 장거리 굴착에 따른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가까운 마곡변전소로의 송전방안을 

한국전력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것

○ 2015년 1월부터 PM-2.5(미세분진)에 관한 기준이 

시행된 바, 공사 및 운영시의 예측결과를 보고

서에 수록할 것

○ 공동구의 필요성에 대한 LCC분석을 통한 타당

성을 확보할 것

■ 제100차 대치역사거리 주변 침수해소 기본설계심의

○ 2011년, 2010년 침수피해지역과 금회 수행한 

모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합성 검토가 

정량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것

   - 최근 서울시 토지이용현황도 및 불투수율에 

대한 수치지도 이용 등

○ 비개착 공법의 적정성 검토 보완 필요

   - 안정성 비교(지하수위 상승시 막장 안정성 등), 

경제성 비교, 부지 인허가 사항 등 포함

○ 양재천 제방의 훼손 최소화를 위해 개착공법

에서 비개착 공법으로 검토할 것

○ 비개착 구간의 작업구 위치를 분기구 위치로 

변경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확보방안 검토할 것

■ 제101차 양재대로 지하차도 기본설계심의

○ 현재 진행중인 구룡마을 단지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진출입 연결성, 배수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적정하게 반영할 것

○ 가시설 안전성 검토에 적용된 설계지반정수는 

지반조사 결과와의 연계성을 보완 제시할 것

○ 보강토옹벽구간은 깍기부 네일링과 그리드 등의 

연결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 U-type부 벽체는 차량운전자의 시거를 확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 일원지하차도 포장 덧씌우기 구간은 유지관리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세 설계사항을 

제시하여 유지관리부서에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시점측 양방향으로 편중 설치되어 있는 제트

팬은 환기 및 제연효과가 증대되도록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동일노선상의 대청지하차도 설계건과 협의하여 

각각의 설계범위에 대하여 정리하고 일원지하

차도의 배수체계와 관련한 구조물, 펌프, 제어, 

전기 등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할 것

○ 터널의 장거리 배선에 따른 전압강화 계산 및 

대책을 제시하고 직류전원용 축전지는 효율이 

높고 성능이 우수한 축전지 적용을 검토할 것

■ 제103차 스페이스 살림 조성사업 용역발주심의

○ 비움공간과 관련하여 선정된 공간의 ‘활용계획’도 

제안받을 수 있도록 제시바람

○ 외부 주차장 활하중 12kN/㎡이상을 16kN/㎡

이상으로 변경 제시할 것

○ 건축물(내진)설계도서 업무점검표 및 구조안전, 

내진설계 확인(구조기술사 작성, 발주기관 확인 

등) 할 것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강화 지침 「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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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편의시설 건설기술심의 강화 추진

계획」을 제시할 것

■ 제104차 근교산(오패산) 자락길 조성공사 설계심의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목재의 내구성 

증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표준화

된 목재부품 및 부재, 연결재를 사용할 것

○ 구조용각관에 페인트칠로 되어 있는 데크로드, 

참, 계단 등 데크관련 시설 철물을 아연용융도금 

제품으로 변경을 검토할 것

○ 서울시 지반정보시스템 활용 및 지반상태 조사를 

통한 사질토, 점성토를 구분하고, 지반의 토질

(흙) 상태별로 구간별 기초형식을 계획 할 것

○ 서울시 산사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산지정밀

조사 보고서 내용을 활용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분석에 적용할 것

○ 안내판 설치 수량은 최소화 하고 안내문구는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간결하게 작성할 것

■ 제105차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화재 예방을 위하여 캠핑장내 설치 시설은 불연

(난연)재 등 내화성 소재를 사용하고 관리운영과 

연계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과업 내용 추가

○ 설계 기본방향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설계로 가시권을 최대화시키는 등 범죄예방

(CPTED)의 기본원리를 고려한 공간설계 추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 과업내용서에 추가

○ 초안산 대상지에 맞지 않는 과업내용은 수정

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시각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공원시설물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 및 색채 적용

■ 제107차 거마배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심의

○ 배근상태(간격 및 피복두께)를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 중점 유지관리방안에서 금회 조사결과에 따라 

점검주기와 보수보강 이력관리, 기계전기 설

비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

○ 거마배수지 평단면도(p.50)와 구조검토대상(p.106)의 

시설물 규격이 상이하니, 현장조사 시 실측된 

구조물규격을 바탕으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할 것

○ 유출입 밸브실 물고임의 원인파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 제109차 삼성역 일대 통합역사 및 지하공간개발 

기본구상 용역발주심의

○ 대규모 지하구조물 조성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의 전문분야 변경에 대하여 심도깊은 

재검토 필요

○ 과업내용에 ‘시민들의 이용도,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배치계획 수립 및 제시’를 추가할 것

   - 광역 및 도시철도, GTX, KTX 등 6개 철도

노선 통합역사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과업내용에 ‘시민들의 이용도, 동선 

등을 감안한 공간배치계획 수립 및 제시’를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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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단위 프레임 구조물을 이용한 내수면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모듈 지지구조물 공법(IFS공법) (제758호)
(보호기간 :  2015. 01. 20. ～ 2020. 01. 1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횡방향보가 설치된 수직재와 받침부재를 가로, 세로방향으로 구조재가 연속된 평면프레임 상부에 

고정하고, 횡방향보와 받침부재 사이에 태양광모듈이 설치되며, 평면프레임 하부에 부력체가 결

합된 FRP 단위 프레임구조물을 일체로 인양하여 수상에 설치한 후 수상에서 단위 프레임구조물을 

서로 힌지 연결하는 내수면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 모듈의 지지구조물 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태양광모듈을 수상에 설치하기 위한 부유식 구조물 공법으로써 습윤 및 염해환경

에서 내구성이 우수한 FRP를 구조재로 활용하고, 평면프레임 구조재를 연속 배치한 단위구조물로 

구성하여 단위구조물을 일체로 인양 시공한다. 단위구조물을 수상에서 힌지로 연결함으로써 수면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을 최소화 시키고, 볼트로 조립되는 연결재를 활용함으로써 피로 내구

성을 향상시켰다. 단위구조물은 태양광모듈의 설치각도를 위해 평면프레임에 설치되는 일체형 수직

재를 적용함으로써 구조재의 구성을 간소화 시켰고, 수직재 상단부에 걸림턱을 구비하여 횡방향 

보의 시공을 단순거치방식으로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태양광모듈이 단순거치 될 수 있도록 태양

광모듈 하단부에 받침턱이 구비된 태양광모듈 받침부재를 적용함으로써 시공성을 향상시켰고, 구조물 

하부 국부응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철물과 부력체를 볼트에 의해 조립함으로써 시공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구성한 기술이다.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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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기술의 구성 (b) 현장 설치전경

  <그림 1> 신기술의 구성 및 설치전경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IFS 공법은 지상 태양광발전소와 달리 수상에 시공되기 때문에 발전소 건립을 위한 토목 및 지반 

관련 기반공사가 불필요하여 공정이 간소화되고, 경량자재를 활용하며, 단순거치방식을 도입한 

단위구조물 확장방식으로서 시공품질 확보가 용이한 공법이다.

(a) FRP 프레임 구조물 조립 (b) 태양광모듈 조립

(c) 인양 및 진수 (d) 수상 연결 및 계류, 완공

 

<그림 2> 신기술의 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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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
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비고

1
전북 부안 청호지 수상태양광 

구조물 공사
에스디엔(주)

2012.11.21.~201
2.12.16

30kW
103,070,000원
(103,070,000원)

2
당진화력 취수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기자재 구매
한국동서발전(주)

2013.02.22.~201
3.06.30

1MW
2,588,591,123원
(2,018,500,000원)

3
경남 합천댐 추적식 수상

태양광 구조물 공사
보성파워텍(주)

2013.09.02.~201
3.10.30

100kW
198,000,000원
(198,000,000)

4
전남 진도군 가사도 수상

태양광 구조물 공사
보국전기공업(주)

2014.07.22.~201
4.08.20

50kW
130,000,000원
(114,000,000)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RPS 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하였으며, 2020년까지 1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국제 에너지 관련 협약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수상 태양광발전은 국내 내수면의 5%

만을 활용하더라도 개발 가능한 잠재량이 약 4.17GW로 조사된바 있다. 이는 100만 kW급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양이며, 온실가스 배출이나 원전과 같이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청정에너지

로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1.5배로 규정하여 지상보다 큰 가중치를 도입하고 있어 관련 시장은 향후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은 최근 들어 지상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국내외에서 관련 

기술들이 선보이기 시작했고, 대부분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개념적인 기술이다. 최근, 대

규모로 설치된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조적 안전성 등 품질 및 성능 측면에서 인증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IFS 공법은 국내외 최초로 MW급 상용화 단지를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 및 현장적용을 통해 품질 및 성능을 검증한 안전성이 확보된 공법으로서 국

내외 관련 기술과 비교할 때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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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수상 태양광발전소의 개발초기 단계에는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을 적용한 

시공 사례가 일부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발전량의 극대화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관련 설계지침 및 법규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IFS 공법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경험적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IFS 공법의 기술적 

know-how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건설시장의 새로운 분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IFS 공법은 상용화된 MW급 수상 태양광발전 단지 중 최초의 해수 및 MW급 시공실적을 확보

하고 있고, 섬유강화복합재를 주요 구조재로 사용한 단위구조물 공법으로써 구조적 안전성의 검증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내구성이 검증된 기술이다. 또한, 저수지, 댐, 해수면(바다)에서 모든 현장 

적용 검증을 마친 기술은 IFS 공법이 유일하며,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표준화된 상용화 제품

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건설 신소재인 FRP를 활용한 구조물로서 관련한 설계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국외 설계기준 

및 기술 검증을 통한 기술개발자의 설계 방법으로 설계되므로 기타 기술과의 정량평가는 어렵다. 

신기술은 하중전달구조에 최소한의 구조재를 배치한 프레임 구조물 형태로서 자재의 사용이 최적화 

되며, FRP 경량 구조재를 사용하고, 단위구조물화하여 시공성을 증대시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2) 공사비

     IFS 공법은 수상환경을 고려하여 습윤 및 염해환경에 내구성이 우수한 FRP 구조재를 활용하였다. 

이 FRP 구조재는 경량재로서 취급이 용이하여 시공성이 증대되며, 구조재의 중량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필요로 하는 부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력체의 사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비용이 절감되고, 시공성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습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구조물과 비교할 때 IFS 공법은 약 30% 이상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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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IFS 공법은 지상 태양광발전시설과 달리 지반 관련 토목공사가 불필요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단순 반복조립공정과 모듈화된 구조물 공법으로 시공성이 증대된다. 또한, 경량자재의 사용으로 

장비의 사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시공품질이 확보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IFS 공법은 

단위구조물의 조립 작업에 따라 공사기간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조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4) 유지관리비

     IFS 공법은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수상 및 염해환경에서 내구성이 우수한 FRP 구조재를 사용하여 

구조재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볼트 및 단위구조물 연결 등에 사용된 

금속재질을 모두 STS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유지관리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켰고, 국부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체가 용이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즉, 모든 자재를 볼트로 연결시켜 국부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IFS 공법은 자재의 선정에서부터 구성까지 

유지관리가 최소화되도록 개발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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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공법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로서 국내외 에너지관련 정책과 부합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댐, 저수지 등의 유휴

수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친환경소재인 FRP를 건설시장에서 활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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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펀칭 스터드(R-스터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한 경량건식벽체 시공공법(제759호)

(보호기간 :  2015. 01. 25. ～ 2020. 01. 20.)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금형펀칭 스터드(R-스터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해 구조재와 

마감재를 이격시켜 차음성능을 향상시킨 경량건식벽체 시공기술

    (2) 내용

     이 신기술은 차음성능이 중요시 되는 건축물의 경량건식벽체를 대상으로 기존 벽체보다 두께가 

얇고 가벼운 벽체로 고차음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소음 및 진동의 주된 이동경로가 되는 수직 

샛기둥(R-스터드)과 마감재(석고보드)를 이격시켜 소리의 전달경로를 차단하고, 수직 샛기둥(R-스

터드)과 수평 채널(Resilient Channel)과의 체결기술을 개발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

시킨 경량건식벽체 시공방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신기술과 기존 경량 건식벽체 시공기술의 차이점은 

석고보드를 스터드에 직접 부착하지 않고 리질리

언트채널(Resilient Channel)에 부착함으로써 석고

보드마감재와 스터드를 이격하여 시공하는 점이다.

    또한 스터드에 클립부를 형성하여 리질리언트채널

(Reslient Channel)을 끼움으로써 나사못 등을 사용

하지 않고 편리하게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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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먹매김

(b)경량강재(런너)윗막이 및 
밑막이 설치(1열)

©경량강재샛기둥
(R-스터드)설치(1열)

(d)리질리언트 채널 
(Resilient Channel)

시공(A면)

(e)마감석고보드 붙임 (A면, 
2PLY)

(f)그라스울 설치 (g)리질리언트 채널 
(Resilient Channel)

시공 (B면)

(h)마감석고보드 붙임 (B면, 
2PLY)

  <그림 1> 신기술의 시공방법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다음은 KCC건설이 시공한 “KCC 중앙연구소 사원기숙사”, “오장동 S-CITY”에 대한 신기술 실적

내용이다. 이 밖에 2012.12 ~ 2014.03 동안 세종시국립도서관, 세곡동 노인병원 등을 포함한 기타 

10개 현장에 대하여 신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

연번 공사명 발주처명 공사기간
공사규모
(연면적)

공사금액 비고

1
KCC중앙연구소

사원기숙사 증축공사
(주)케이씨씨

2011.10∼2011.1
2

5,228 m2 220,960,270원
(부가세 제외)

내장공사 외주分

2
오장동 S-CITY호텔

신축공사
동대문호텔

피에프브이주식회사
2013.09∼2013.1

1
2,956 m2 150,784,670원

(부가세 제외)
내장공사 외주分

  나. 향후 활용전망

현재 건식벽체의 시장은 약 2천억 원 규모로써, 주로 병원 상업용 건물, 호텔 및 오피스 등의 

객실이나 세대 간 벽체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에는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리모델링 시장활성화에 

따라 국내 건식벽체의 시장규모는 약 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7 -

구분 시장 확대 요인 예상 시장 규모

공공주택 향후 공공기관 아파트 기둥식 구조 의무 적용 6,300억 원

민간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수요자 선호도 증가 등 12,700억 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리모델링 활성화 700억 원

합계 약 20,000억 원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경량 건식벽체의 차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벽체의 두께와 중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신기술은 구조재와 마감재를 

이격시킴으로써 두께나 중량의 증가없이 

차음성능을 대폭 개선시켰다. 

     특히 기존의 호텔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객실 간 건식 차음벽체 시공방법과 

비교하면 현장에서의 차음성능 5dB 향상된 

기술이다. 동시에 두께 21%, 공사비용 

18%를 절감하였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국내 건설시장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많은 건설사들은 원가절감기술 도입을 통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식벽체 시공기술은 차음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 시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개선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신기술은 원가절감과 

성능향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로써 국내 건설시장에서 활용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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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외국의 경우 목재 스터드에 나사못을 이용하여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을 부착하는 

시공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기술과 같이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을 결착하기 위한 전용 스터드(R-스터드)를 개발하여 시공성을 증대시키는 종류의 기술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신기술의 기술적 우수성과 경제적인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함으

로써 해외 복합개발사업, 호텔 신축사업 등의 현장에 적용을 통한 외화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분 규격 단위 자재비 노무비 합계

DIG-R
신기술

석고보드 19T
스터드 外

㎡ 45,204 원 40,996 원 86,200 원

DSA-S
비교기술

석고보드 19T
스터드 外

㎡ 51,939 원 53,014 원 104,953 원    

    

   (2) 공사비                                                                           

 

오장동 S-City  현장 사례 기준(2,956㎡)

구분 규격
단위면적당
투입인원

1인 1일
시공량

당현장 적용시
 투입인원

작업일수
(작업자10인기준)

DIG-R
신기술

석고보드 19T
스터드 外

0.375 2.67 ㎡ 2,956㎡ / 2.67≒1,107인 110.7 일

DSA-S
비교기술

석고보드 19T
스터드 外

0.480 2.08 ㎡ 2,956㎡ / 2.08≒1,421인 14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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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오장동 S-City  현장 사례 기준(2,956㎡)

구분 규격
단위면적당
투입인원

1인 1일
시공량

당현장 적용시
 투입인원

작업일수
(작업자10인기준)

DIG-R
신기술

석고보드 19T
스터드 外

0.375 2.67 ㎡ 2,956㎡ / 2.67≒1,107인 110.7 일

DSA-S
비교기술

석고보드 19T
스터드 外

0.480 2.08 ㎡ 2,956㎡ / 2.08≒1,421인 142.1 일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사용 중에는 일반적으로 유지관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물 수선주기를 

고려하였을 때 신기술의 LCC 비용을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기존 시공방법 대비 6,947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오장동 S-City  현장 사례 기준(2,956㎡)

구분 초기공사비
10년차

수선비용
20년차

수선비용
30년차 철거
+폐기물 비용

계

DIG-R
신기술

25,481 만원 2,930 만원 2,930 만원 3,822 만원 35,163 만원

DSA-S
비교기술

31,204 만원 3,509 만원 3,509 만원 4,068 만원 42,1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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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과정 평가를 통해 신기술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기술과 비교하였다. 기존 기술 대비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6% 저감할 수 있다.

오장동 S-City  현장 사례 기준(2,956㎡)

구분 CO2 단위 배출량 (kg-CO2/㎡) 현장 CO2 배출량 (ton)

DIG-R 신기술 38.31 113.24

DSA-S 비교기술 45.61 134.83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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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폼 매설 거푸집을 이용한 교량 

가드레일 시공

개요

 KK폼(섬유 보강 시멘트판) 매설 거푸집을 이용한 

교량 가드레일 시공은 콘크리트제 가드레일의 매설 

거푸집 공법으로 종래 목재 거푸집 공사를 대체할 

수 있다.

 <시공 예시 사진>

이 공법은 공공 공사의 교량 상부 공사의 콘크리

트제 가드레일에 사용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제 가

드레일을 시공할 때 KK폼(섬유 보강 시멘트판 : 두

께 25㎜)을 매설 거푸집으로 가공 · 조립하여 그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매설 거푸집의 내부 돌기와 

맞물려 일체화시킴으로써 내구성이 높은 가드레일로 

기능하는 기술이다. 이 공법은 가드레일의 거푸집을 

목재 거푸집에서 매설 거푸집(섬유 보강 시멘트 판)

으로 바꾸었다.

장점

1) 공정

 - 매설 거푸집으로 바꾼 것은 제조 공장에서 미리 

가공한 매설 거푸집을 반입하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해서 탈형 작업 수고를 덜 수 있고, 

시공 간소화, 인력 감축을 실현할 수 있어 

공정을 3분의 2로 단축할 수 있다.

2)시공성

 - 기존의 목재 거푸집 시공에서는 숙련된 거푸집 

목수가 필요하지만, 매설 거푸집으로 바꿈으로써 

보통 인부들이 조립 가능하기 때문에 거푸집 

목수 인건비를 75% 삭감할 수 있다.

<단면 예시도>

3)품질

 - 매설 거푸집으로 바꿈으로써 가드레일 표면이 

진공 압출 성형된 치밀한 KK폼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열화 인자(염분, 이산화탄소 등)의 

침투를 억제하고 내구성이 향상된다. 염분 침투 

깊이를 일반 콘크리트보다 30%까지 저감할 수 

있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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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

 - 매설 거푸집으로 바꾼 것은 목재 산업 폐기물 

처리를 95% 삭감하고 또 가드레일의 유효 

단면으로써 기능하여 목재 거푸집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36% 삭감할 수 있다.

5)안전성

 - 매설 거푸집으로 바꾼 것은 현장에서의 거푸집 

가공 작업을 간소화하고 조립 해체 등의 고소 

작업을 2/3로 단축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적용을 위한 자연 조건

 매설 거푸집의 설치는 일본 내에서의 일반 

환경이면 적용 가능하다. 매설 거푸집의 조인트 틀 

간 합작부의 씰 시공은 우천 시를 피해서 시공한다.

적용 가능한 범위

 - 가드레일 형식 : 플로리다형, 직벽형 등

 - 바닥 형식 : RC바닥, 강판 바닥, 합성 바닥,

             PC바닥 등

 - 평면 선형 : 곡률 반경 R=300m이상(곡률 반경이 

작은 경우는 검토 필요)

 - 종단 구배 : 종단 구배 3%이하(경사가 큰 경우는 

검토 필요)

특히 효과가 높은 적용 범위

 - 공정 단축이 필요한 교량 시공 현장

 - 거푸집 목수가 부족한 교량 시공 현장

 - 해안 부근에서 염해 등이 우려되는 교량 시공 현장

패치형 포장 보수 자재

개요

 패치형 포장 보수 자재는 아스팔트 포장의 선상 

크랙 · 포장 이음에 대하여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한 

시트를 도로 노면에 부착하여 크랙을 보수하고, 

짧은 시간에 교통 개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종래는 포장 면 크랙 보수 전용의 가열 방식의 

접착제 주입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 공법은 아스팔트 포장의 선상 크랙 및 이음 

보수에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크랙 전용 가열형 접착제를 개질 아스팔트를 

기반으로 한 균열 보수 시트로 바꾸었다.

 - 소규모 포장 균열을 단시간에 간이 보수할 수   

있어 응급 보수에 최적이다.

 - 시공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인력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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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트가 통과 차량 중량에 의한 압착, 포장 균열에  

파고든다.

 - 포장 면을 시트로 누르고 골재의 비산 방지 효과가  

있다.

 

<시트가 붙혀진 포장 상태>

적용을 위한 자연 조건

 우천 시나 강설 때는 시트와 포장 면과 접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하지 않는다. 노면 온도가 

-5℃ 이하의 경우는 토치, 버너 등으로 노면을 데

우고 사용한다.

적용 가능한 범위

 - 아스팔트 포장 면의 선상 크랙 · 포장 줄눈

특히 효과가 높은 적용 범위

 - 순회 작업 시의 응급적 보수 등 시간이 제약  

   되는 경우

 - 20㎜ 이하 크랙의 보수

설계 시 유의사항

 - 크랙의 상황, 폭 · 연장 등을 확인한다.

 - 20㎜를 넘는 크랙의 경우는 스티커를 먼저    

시행한다.

시공시

 - 수분이 남아 있는 경우는 버너 등을 이용하여  

   노면 및 크랙 내부를 말린다.

 - 시공 전에 노면의 먼지를 엔진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바탕에는 프라이머 PS를 이용한다. 프라이머는  

   유기 용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주변의 화기에  

   주의한다.

 - 프라이머 PS를 프로 패치 시트에 도포한 뒤에는  

   시트 표면에 접착이 나올 때까지 방치해서 붙인다.

 - 시트를 연속해서 덧붙일 시에는 시트들을 3㎝  

   정도 중첩한다.

 - 프로 패치 시트 표면에 프라이머 PS가 부착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닦는다.

그 외

 - 시공 후에는 보수 부분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유지관리)

 - 보관 시에는 비 안 드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 시트의 장기 보관 시에는 고온이 되지 않는   

곳에서 보관한다.

 - 프라이머 PS는 보관 시, 화기에 주의한다.

 - 프라이머 PS는 스프레이 캔에 보관되기 때문에  

차내에 방치하지 않는다.

 <출처 : http://www.netis.mlit.go.jp >

 <기술 문의 : 일본 국토교통성 관동지방정비국, 81-3-539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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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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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가칭)동화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 약1만㎡ 동화공원 부지 선정 및 기본

계획 수립
(130)

조건부
채택

조경

103
스페이스살림 조성사업 
설계용역

․ 지하2층, 지상6층
․ 연면적 20,560㎡

43,299
(2,028)

조건부
채택

건축

105
초안산 가족캠핑장조성 
설계용역

․ 캠핑장 조성, 휴게시설물 설치, 
  수목식재 등

2,800
(120)

조건부
채택

조경

109
삼성역 일대 통합역사 및 
지하공간개발 기본구상 용역

․ 영동대로 통합역사 시스템 구축 및 

지하공간개발
(292)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91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

사업 실시설계용역
․ L=10.33km(4차로, 소형차전용)
․ 터널(7.9km), 개착BOX부(1km) 등

458,406
(14,606)

조건부
채택

토목

96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 
설계용역

․ 연면적 5.706㎡(지하3층, 지상4층)
․ 노유자시설 

15,131
(614)

조건부

채택
건축

9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총연장 22.9km 구간에 대한 교통
 관리시스템 구축

9,611
(497)

조건부
채택

전기

99
마곡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공사 설계용역

․ 지역난방공급설비, 연계송수열설비, 

송수전선로, 발전설비 연계 등
104,479
(2,999)

조건부
채택

기계

100
대치역사거리 주변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펌프장설치,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24,083
(400)

조건부
채택

토목

101
양재대로 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2,200m), 대모지하차도
 (1,160m), 일원지하차도 시점부 개선

214,120
(1,519)

조건부
채택

토목

104
근교산(오패산) 자락길 조성

사업 설계용역
․ 데크로드, 휴게데크, 운동시설 등

2,030
(52)

조건부
채택

조경

정밀안전
진단심의

107
거마배수지외 1개소 정밀안

전진단용역
․ 거마배수지, 가압장 정밀안전진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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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     축 
휘경동 두레주택 조성사업 설계용역 등 
15건

8,333 7,839

교 통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서업 1단계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변경)수립용역 등 2건

79 69

기 계 설 비
시립승화원 화장로설비 보수대상주기 
검토용역

5 5

도 로
녹번천복개 외 3개소 정밀점검용역 등 
12건

1,863 1,499

도 시 계 획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55 45

상 하 수 도 
2015년 구로구 하수시설물 전산 DB 구축 
용역 등 3건

198 196

소 방
공동구 방화문 및 화재감지설비 설치공사 
설계용역

6 5

전 기 통 신
서울혁신파크 보안설비 개선사업 설계용역 
등 3건

207 174

정 밀 진 단 남산2,3호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9건 1,563 1,479

조 경
천마근린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등 5건

444 444

지 하 철
서울도시철도 5~8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등 2건

1,149 1,123

하 천
서울시 생태하천 성과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 등 2건

1,000 993

기 타 서울신내3지구 조사설계용역 25 24

 계 57건 14,927 13,895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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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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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8.27 9.19 10.08 10.12~10.15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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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15)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E-mail : lucid@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 동물 ·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 기술을 지칭한다. ‘전자태그’ 

혹은 ‘스마트 태그’, ‘전자 라벨’, ‘무선식별’ 등으로 불

린다. 이를 기업의 제품에 활용할 경우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초소형 칩(IC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다. 

 RFID는 지금까지 유통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물품관리

를 위해 사용된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인식기술로 

꼽힌다. RFID는 완제품 상태로 공장 문 밖을 나가 슈

퍼마켓 진열장에 전시되는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이 태그를 부착한 물건을 고르면 대금이 자

동 결제되는 것은 물론, 재고 및 소비자 취향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대형 할인점에 적용될 경우 계산

대를 통과하자마자 물건가격이 집계되어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점도 바코드와 다르다.

 활용범위도 무궁무진하다. 도난과 복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는 도서 출납에 

이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RFID는 대중교통 

요금징수 시스템은 물론, 그 활용범위가 넓어져 유통분

야뿐 아니라 음식물 종량기기, 동물 추적장치, 자동차 

안전장치, 개인 출입 및 접근 허가장치, 전자요금 징수

장치, 생산관리 등 여러분야로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