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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 건설공사의 정당한 대가

 건설공사계약은 도급계약이라 한다. 민법에서 말하는 여러 계약의 유형 중에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책임,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인 바, 당

사자 일방인 시공자는 공사목적물을 완성할 의무의 발생과 상대방인 발주자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공자는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발주자는 완성된 공사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다. 모든 것에는 그만한 대가 또는 이유가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건설공사의 

목적물 또한 그렇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들어가야 할 돈은 들어가야 제대로 된 목적물이 나온다 할 것

이다. 건설공사에서 들어가야 할 돈이라 함은 공사원가1) 또는 순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순공사원가의 

내용을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공사수행의 정량적인 단위를 공사물량이라 한다.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초인 터파기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 각각의 세부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노무, 

장비 등을 수량화시켜 놓은 공사내용 및 수량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정당한 대가라 함은 약정된 공사물량의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의 수행 중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서 클레임은 변경된 공사물량의 대가에 대한 청구이며, 청구한 대가가 정당한지 

여부는 당사자 간 협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중재 또는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 공사 총원가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칼  럼

 건설공사 클레임과 계약관리

   김 종 한 (공학박사, 기술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JH건설클레임연구소 대표, 아주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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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클레임과 계약관리

 대개 건설공사계약에서 클레임의 발생은 도급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인 시공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제기

하거나,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한다. 클레임의 내용으로는 금전의 지급요청에 대한 

클레임이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요청,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요청이 그것이다.

 최근 건설공사에 관한 클레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사의 수행 중에 시공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물론, 시공자의 귀책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90년대 말, 시공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하는 공식적인 클레임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국내에서 발주자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청구한 최초의 클레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에는 발주자를 상대로 클레

임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들은 서울 지하철 공사를 수행

하면서 발생한 정당한 대가라며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것이다.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내진설계를 

추가시키는 등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였고, 홍수로 인한 불가항력의 피해 등 여러 사안의 추가공사비가 발생

한 것이다. 그러나 발주자는 거의 대부분의 클레임에 대하여 추가공사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발주자와 시공자가 맺은 계약유형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으로 소위 ‘턴키계약’이라 부르는 계약

으로, 이 계약의 특징은 발주처가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양자 모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단일

주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하나로 하여 계약상대자인 시공자에게 일임한다는 것이다. 

 당시 턴키계약은 당사자 모두에게 경험이 없었던 계약유형이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와 발주자의 생각

으로는 모든 설계변경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또한 불가하다는 

생각만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시공자가 요청한 클레임에는 정당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고,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도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규정에서 말하는 그 증액사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 

즉 발주자 책임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위 클레임은 소위 턴키계약, 일괄책임이라는 틀과 당사자 간의 계약관리 부재로 인하여 정

당한 대가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대가에는 공사물량의 수행에 따른 대가 외에도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이미 계약된 공사기간 또는 적정한 공사기간을 줄이거나 늘어나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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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을 줄이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하였던 투입자원(자재, 노무, 경비)이 증가하게 되는데 휴일 및 

야간작업 등 돌관(突貫 : 단순에 일을 완성시킴)공사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투입비는 늘어나게 된 것이다. 

반대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투입자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간접

노무비가 증가하게 된다. 물론, 계약조건에도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최근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소송에서 시공자가 청구한 간접노무비 등 실비에 대하여 청구금액 모두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한 사례가 있었다.

 시공자 청구금원 및 재판부가 판단한 금원은 정당한 대가로 보고 이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 현장에 투입된 간접노무비 등에 대한 실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였기 때문

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당한 대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내용 대로 해석할 경우 발생한 실비 모두가 정당한 

대가라기보다는 당사자가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 안에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이 비용은 순공사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임에는 분명하나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등은 당초 계약에서 확정된 수량이나 금원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계약 내지 발주자와 무관

하게 계약상대자의 관리능력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수량이나 금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용은 당해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양 당사자 간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조건 등의 규정 또한 그러한 취지의 내용인 것이다. 발생한 실비 모두가 아닌 당사자만이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 정당한 대가라 생각된다.

 한편 공사는 3년 전 준공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위 클레임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당장 추가공사비가  확정되어 시공자에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해당 금원은 당해 공사목적

물에 투입되지는 못할 것이며 하수급인 등에 지급되지도 못할 것이다. 정당한 대가란 양 당사자가 인정

할 수 있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 중인 당시에 투입 가능한 비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 발주처 자문회의에 다녀왔다. 자문내용은 공기연장 간접비 클레임으로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의 타당성 및 비용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회의였다. 자문결과 청구금액의 일

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 협의한 조정

금액으로 제시, 합의되었다는 점이고, 공사가 진행 중에 합의,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대가지

급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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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관리에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 클레임과 직접적인 관리기술은 계약관리라 말할 수 있다. 건설계약은 자동차 등 구매계약과 달리 

계약체결 당시에 목적물을 확인할 수도 없고, 향후 몇 년 후에 완성되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계약하게 된

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 중에 발생하는 위험(Risk)을 모두 계약서에 담을 수는 없으며 단지 최소화 할 

뿐이다. 결국 공사의 수행 중에는 많은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정당한 대가의 클레임이라면 

당사자 간 이미 약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인 것이고 이것이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약관리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에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는 내용을 본적

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사비 부당 삭감, 과업 전가, 부당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발굴 · 개선’하겠

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시장 관행이 구축되고, 하도급자 상생은 물론,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설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아주 고무적인 방향인 것이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건설 산업은 수직적 ·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각종 불공정 관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는 산업이며, 이는 실질적인 공사비 누수를 야기하여 부실시공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원도급의 문제 내지 손해는 고스란히 하도급으로 전가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다. 

 ‘2014년도 전문건설업 실태보고서(설문) ‘에 따르면 저가낙찰 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보전하는 

방법으로는 인건비 절감이 24.4%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공기 단축이 21.6%, 설계변경 13.2%, 자재비 

절감 11.8% 순으로 나타났다2). 결국 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 순공사원가를 줄여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당히 투입되어야 할 노무인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리한 돌관공사 

등을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품질보증과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연평균 약 1200명씩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 

중에서 건설업관련 사망자가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월평균 50여명의 건설기술자를 포함한 건설인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이다. 무리한 공사비와 무리한 공사기간은 공사목적물의 부실시공뿐 만 아니라 안전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맺음말

 건설공사는 계약이행 및 수행과정에서 클레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설공사계약의 특징은 계약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사업계획변경, 법령의 변경, 민원, 기후, 지장물 등 다양

한 위험과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클레임을 거부하거나 클레임의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 억제한다면 공사목적물의 품질, 안전 뿐 만 아니라 당사자 모두의 손해와 건설 

2) 2014. 10. 24자 건설경제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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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 다소 편법적이고 편의적인 건설계약의 이행과 제도, 관행 등은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당사자 모두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것이며, 해외공사의 계약에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들어 갑의 우월적 침해에 관한 기사내용과 이를 뿌리 뽑는다는 내용을 종종 접하곤 한다. 공정위 

보도 자료에서도 공공기관의 거래상의 지위남용 및 불이익 제공행위, 공사비 부당삭감 등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또한 하도급법령 개정에 따른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하도급

계약에 적용, 계약서에 하도급 부당특약을 넣기만 해도 처분한다는 등 매우 의욕적인  조치와 기준마련을 

제시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정당한 대가의 지급과 클레임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원칙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려는 당사자 모두의 노력과 문제 발생 시 

당사자 간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는 규정 및 제도, 결과에 대한 조치보다는 사전에 

준비하는 관리가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계약관리의 시작이며 전부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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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세청 일대 역사문화공간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서울시가 철거된 옛 국세청 별관 지상 · 지하 공간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Terminal 7 Architects(미국 건축사사

무소)의 ‘서울 연대기(Seoul Chronicle)’가 선정됐다.

 ‘서울 연대기(Seoul Chronicle)’는 현재 비어있는 

지상부는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해 땅에서 들어 

올려진 소광장으로 계획하고, 현재 단층으로 되어 

있는 지하부는 3층으로 나눠진 가변적인 전시공간

으로 계획했다.

 땅에서 들어 올려진 플랫폼은 지하 공간의 지붕 

역할이면서 동시에 세종대로변의 근경과 소공로를 

따라 열린 원경을 바라보는 매력적인 조망점을 제공

하고, 지하 전시공간은 시민청과 연계돼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담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성홍교수)는 당선작이 옛 

국세청 별관 터가 갖고 있는 서울의 중심역사공간,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 미래의 창의공간으로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장 완성도 있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깝게는 국세청 별관 터 주변의 역사적 층위, 

멀게는 서울을 에워싼 자연 지형의 높이와 켜를 

해석하고 이를 건축과 조경으로 담아낸 것이 탁월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선작 설계자에게 실시설계권을 주고, 

약 5개월 간의 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내후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5일 마감한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설계공모’에는 총20개국 80팀이 접수했으며, 국내 

38팀, 해외 42팀(미국 10팀, 영국과 중국 각 4팀 등)이 

참여했다.

 당선작에 이어 2등작으로 운생동 건축사사무소의 

‘역사문화연결체(Time Connector)’, 3등작으로 ㈜

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의 ‘서울의 거실

(Seoul Living Room)’이, 그 외 가작으로 10개 

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당선작을 비롯한 수상작들은 서울건축문화제 임시

전시장(옛 국세청 별관 부지)에 11월2일(월)까지 

전시되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도시공간개선반 (02)2133-7621)〕

경춘선숲길 2단계(월계동~공릉동) 착공 

 서울시가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공덕 제2철도 

건널목 ~ 육사삼거리 1.9km)에 이어 노원구 월계동

에서 시작하여 경춘철교(하계동)를 지나 산업대3길 

고가철교(공릉동)까지 이르는 총 1.1km의 2단계 

구간 공사를 2015년 10월초에 착공하여 2016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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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구간은 총 면적 5만3,860㎡으로 경춘선 폐선

부지 전 구간 중 가장 넓은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와 

초 ․ 중 ․ 고등학교는 물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학교들이 인접해있다.

 시는 기존 철길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원(참여,생산,학습) ▴산책로 

▴경춘 플랫폼과 플랫폼 마당 ▴자전거도로 등 

주민참여공간과 녹지공간들로 채워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0년 마지막으로 경춘선을 달리던 무궁

화호 열차 2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으로 활용하고, 1939년에 설치되어 70년 역사를 

간직한 경춘철교를 근대문화유산적 가치를 되살려 

철교의 원형미를 최대한 살리되 시민들이 편하게 

중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설치한다.

 경춘선이 오가던 기찻길 옆에는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과 같이 자전거 도로도 새로이 놓인다. 특히 

경춘철교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중랑

천과 연결되어 한강까지 달릴 수 있고 경춘선숲길이 

모두 완료되면 북한강을 통하여 춘천까지 연결된다.

 산업대3길 고가철교도 새롭게 정비된다. 현재 철

교 하부 통과높이를 2.8m→4.5m로 높여 대형버

스, 소방차 등이 통행 가능하도록 해 시민의 생활 

편리와 시민안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화랑대역사에서 서울시계까지 2.5km를 공

원화하는 경춘선 숲길 3단계 공사는 2016년 5월 

착공하여 2017년 5월 완료될 계획이다.

  〔공원조성과 (02)2133-2061)〕

서부간선지하도로 기공식 개최..2020년 완공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금천IC까지 왕복 4차선, 총 연장 

10.33km의 병렬터널로 바로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

도로’를 올 연말 착공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최대 심도 약 80m의 대심도 

장거리 소형차 전용도로로 설계되며, 비상탈출구 

5개소, 공기정화시설 2개소, 지하영업소 1개소 등의 

시설물을 갖춰 오는 2020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기존 서부간선도로 

상부는 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화로 주변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여유부지 

복합 활용으로 서울 서남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량이 줄어든 기존 서부간선도로의 도로 폭 

20~30m를 15m로 5m이상 축소,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공간을 확보해 사람, 자연, 문화가 숨 쉬는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거리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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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 도심 내 단

거리를 이용하는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 운행 속도는 시속 80km로, 기존 서부간선

도로 이용시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IC까지 당초 

30분대에 이르던 출퇴근 통행시간이 서부간선지하

도로를 이용하면 같은 구간을 10분대로 약 20분 단

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지난 3월 실시협약을 체결, 10월 

23일(금) 기공식을 개최하고, ‘15년말 착공할 예정

이다.

  〔도로계획과 (02)2133-8073)〕

서초대로(서초역~내방역 구간) 2019년 연결

 서울시가 도심지 군부대로 인해 37년 동안 끊긴 

서초대로의 서초역 ~ 내방역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서리풀공원을 가로지르는 터널을 건설하는 ‘서초역 

~ 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한다.

 ‘서초역 ~ 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에서 방배동 내방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80m 구간으로 터널(355m) 및 옹벽(155m) 구간은 

왕복 6차로, 나머지(770m) 미정비 구간은 왕복 8차로

로 확장되며, 오는 2019년 2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서초역 ~ 방배로간 직선도로가 개통되면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어 내방역에서 강남역까지 출퇴근 

통행시간이 약 20분 이상 단축되고, 만성지정체 

도로인 남부순환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초대로가 동작구 ↔ 서초구 ↔ 강남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 간 동반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점부 (서초역 측)

 서리풀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보행자 친화적 환경으로 건설된다. 터널 

내부는 왕복 6차로와 폭 2.4m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설치되며,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차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구분

하는 난간겸용 투명 방음벽을 설치해 매연, 미세

먼지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도로계획과 (02)2133-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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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고가교 개선공사 완료, 임시개통

 강변북로 개통(1994년)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1970년 설치 당시 규모(4차선)를 

그대로 유지하여 강변북로와 서빙고로를 과도하게 

점유해 교통정체를 유발시켜온 서빙고고가교에 대한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10월 31일(토) 04시부터 개통된다.

 서울시는 임시 가설 교량 철거 및 강변북로 차로수 

확대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6년 3월 전체 구간 

개통에 앞서 장기간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신속히 제공

하기 위해 완공된 본선 구간부터 우선 개통한다.

 ‘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개선공사’는 

총 연장 1,023m로 왕복 2차로(415m)인 두무개길 

구간과 편도 1차로(198m)인 일산방향→강변북로 

연결도로 구간은 재설치 되었고, 강변북로↔한남동

으로 연결되는 왕복 2차로(140m) 램프와 반포대교 

북단 강변북로(일산방향)→한남동을 연결하는 왕복 

2차로(140m) 램프와 반포대교 북단 강변북로(일산

방향)→한남동을 연결하는 경원선 횡단구간의 편도 

1차로(270m)인 램프를 재정비하였다.

 차도를 과도하게 점유하던 서빙고 고가교의 단면이 

축소되고 연결도로의 구조가 개선되어 서빙고로의 

도로 효율 제고 및 강변북로의 만성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목 현상을 일으키던 강변북로 일산방향의 평균 

차량통행속도가 현재 24.2㎞/h에서 30.3㎞/h로 

25%(6.1㎞/h)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서빙

고로의 평균 차량통행속도는 현재 16.9㎞/h에서 

31.2㎞/h로 84%(14.3㎞/h)이상 향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각과 교각의 거리가 멀고 매끈한 고가구

조물로 재설치하여 보광동 지역의 경관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 8월말 왕복 4차로만 

우선 개통된 응봉교는 11월 2일(월) 15시부터 왕복 

6차로가 전면 개통되며, 용비교는 왕복 6차로로 

확장되어 오는 11월 11일(수) 15시부터 모두 개통

된다.

 응봉교와 용비교의 차로 확장으로 출 · 퇴근시 고산

자로 및 뚝섬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계획과 (02)2133-8083)〕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 발표

 서울시가 지난 20여 년간의 한강 관련 계획을 

아우르고 기존 계획과 연속성‧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한강과 주변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 관리계획인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근거를 

두고 수립한 최초의 한강 관련 기본계획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은 한강과 한강변 제방 

밖(양안) 0.5~1㎞ 범위(면적 82㎢, 서울시 총면적의 

13.5%)를 대상지로 하며, 4대 부문(①자연성 ②토

지이용 ③접근성 ④도시경관) 12개 관리원칙을 핵심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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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자연성 부문은 생태복원과 시민이용이 조화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강숲 총 104만7천㎡(둔치면적의 11.7%)를 조성

하고 호안 22.4㎞를 자연형으로 전환, 복원한다.

(전체 호안의 약 70%) 또, 국내 ‧ 외 관광객을 위한 

탐방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운영된다.

 둘째,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7대 수변활동권역(▴
강서~난지 ▴합정~당산 ▴여의도~용산 ▴반포~한남 

▴압구정~성수 ▴영동‧잠실~자양 ▴암사~광장)을 특화 

육성한다.

 현재 주거 용도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강변에 국공유지, 공공기여 등을 활용해 수변공

공용지 70여 개소, 약 140만㎡ 수준의 신규 공공

이용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가족여가, 문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수변부 공공성도 강화한다.

 또, 정자 3개소(제천정, 압구정, 천일정)와 한강변 

나루터(마포나루터, 삼전나루, 둑도나루 등)를 복원하고, 

한강변 전체를 '역사문화둘레길'로 연결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역사탐방 코스(10개소)를 5

개소(약 26㎞ 거리) 새로 조성한다. 당인리발전소를 

공원화해 한강공원과 녹지로 연계하는 방안도 계획

안에 담겼다.

 셋째, 접근성 부문에서는 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균등한 보행접근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수상교통 운영도 검토한다.

 우선, 버스접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버스접근 

나들목 4개소(망원, 이촌, 반포, 자양), 보행접근 불편

지역에 나들목 24개소를 추가조성하고 광진교를 

보행전용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여의도~잠실 간 수륙양용버스 연계, 합정~

여의도~선유도, 반포~이촌~노들섬을 수상교통으로 

잇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끝으로 도시경관 부문에서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한강을 만들며,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과 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해,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2030 도시기본

계획｣에서 정한 높이관리원칙을 적용하고, 기본계

획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다양하고 균형잡힌 스카이

라인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을 담았다.

 아울러,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북한산, 남산, 관

악산 등 주요산이 위치해 열린경관이 필요한 지역

(망원, 합정, 서강마포, 한남 등)을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배후

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기준점 

10개소를 정했다.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과 서울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망우수지역 13개소(마포 당인리발전소, 세빛섬 등)를 

문화와 휴식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해나간다.

 시는 지난 2년간 시민, 전문가, 관련기관 등과 

약 90여 차례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세운 4대 

부문 12개 관리원칙을 한강과 한강변에서 이뤄지는 

각종 계획과 사업에 대한 원칙으로 적용해나갈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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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향후 온라인 의견수렴, 시민설명회,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연내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제정책과 (02)2133-5224)〕

서울시, 환기구 관련 안전관리기준 마련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만들어 앞으로 공공 환기구 

설치 시 설계단계부터 제작, 설치, 관리, 재난대응

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표준형 기준을 적용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 환기구는 사람,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재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환기구에 대해선 

환기구 덮개 기준을 강화하고, 덮개 아래 격자형 

중간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 환기구 구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 도시미관도 고려

했다. 이밖에도 환기구에 대한 점검방법, 점검주기, 

사고대응 매뉴얼 등 관리기준도 구체화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 환기구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환기구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주요내용은 크게 ①설치기준 ②보강기준 ③관리기준 

등이다.

 우선, 설치기준은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람,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녹지, 교통섬, 중앙

분리대 등)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

하고, 부득이 차량(소방차 등) 진입이 필요한 곳은 

표준트럭 하중을 적용해 트럭이 올라타도 안전하

도록 구조를 강화한다.

 또한, 환기구 덮개의 규격 ․ 모양, 재료 ․ 재질, 

내하중시험방법, 도장방법도 마련하고, 모든 과정은 

KS규격품을 사용토록 구체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환기구 덮개(스틸 그레이팅)는 규격별로 설치 가

능한 최대길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보도에 

설치할 경우 환기구 높이는 지면에서 1.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만 한다.

 특히 환기구 덮개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은 격자형 

구조물(중간지지대)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기존 환기구에 대한 보강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

됐다. 점검구 취약구조, 덮개 폭, 덮개 받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보강방법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차로 등에서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탑형 구조물을 투시형 

구조로 개선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공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을 구체적

으로 제시해 점검방법, 점검주기, 부실자재 교체시기 

결정 및 재난대비 사고대응 매뉴얼 기준 제시 등 

안전관리 기틀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일반 건축물 환기

구는 올해 3월 ‘건축물 환기구 설계 ․ 시공 ․ 유지

관리 안내서’를 작성해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

통부 등 중앙정부, 자치단체, 건축사 협회 등에 

배부하였으며, 올해 7월 관련법령도 개정된바 있다. 

 한편 서울시엔 총 18,862개의 환기구가 있으며 

시는 환기구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이중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위치에 있거나 장기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426곳에 

대해선 앞으로 시가 마련한 환기구 관리기준을 적용해 

보수보강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설안전과 (02)2133-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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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수도관 누수복구밴드 국내 최초 개발

 서울시가 도심의 대형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단수없이 신속하게 복구 할 수 있는 자재의 시제

품을 성공적으로 개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누수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관 구경 700mm 이상의 

대형 수도관에 쓰이는 ‘누수 복구 밴드’로 누수 부

위를 고무 패킹으로 감싼 뒤 그 위에 밴드로 감싸듯 

스테인리스 재질의 철판을 대고 볼트로 신속하게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단수 

없이 누수 복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누수 

복구 방법에 비해 공사시간은 줄이고, 안전도는 

높일 수 있다.

 이번 누수 복구 밴드 개발을 위해 서울 물연구원은 

지난 4월 민간기업 2개사와 “대형 수도관 누수복구

자재 개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고, 내 ․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자재의 성능기준을 수립

한 뒤 약 5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서울시 성능기

준에 적합한 제품개발에 성공했다.

 시제품에 대해 서울 물연구원과 공동연구기업이 

함께 수압시험을 실시한 결과, 12kg/㎠의 높은 수

압에서도 24시간 동안 누수 없이 수밀이 유지되었

으며, 시제품에 강도 측정용 감지기를 부착하여 

측정한 결과 안전한 강도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시는 개발 제품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수도용 

자재 인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 시범 적용하여 기존 

복구 방법과 비교분석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현

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 물연구원 수도연구부 (02)3146-1825)〕

서울시 발주공사 하도급 체불 원천차단

 서울시가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 · 

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금e바로’시스템의 사용

률을 현재 87%→100%까지 끌어올려 하도급 임금 

․ 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

체에 공사대금 지급 보류와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에 나선다.

 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의 고의적인 

사용기피, 허위입력 및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대상은 사업소․투자기관을 

포함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또,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는 내

용의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유도해 자치구까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권역별․자치구별 방문교육을 실시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높이고, 서울시 온라인 매체(소통방통, 

시정영상, 내 손안에 서울 등),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포스터, 현수막 및 전광판을 이용해 ‘대금e바로’

의 효과 및 체불신고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중엔 신청사에서 노동계, 건설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및 서울시 주요 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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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축제형식의 대토론회를 열어 ‘대금e바로’ 

시스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8월 실시한 ‘대금e바로’ 시

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 90%가 ‘체불방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98%가 ‘시스템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해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몇 년간 조달청, 제주도,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벤치

마킹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클린페이’ 등 유사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해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대금e바로’ 시스템은 2013년 5월엔 

UN이 주관하는 UN공공행정상 ‘청렴건설 행정시스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02)3708-237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토목 : 

일반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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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기 위하여 「건설

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토목:일반사항)」을 개정

공고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 신설(안 1.5)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가설구

조물 구조검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만 

현장여건 및 자재 등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는 개략 구조검토 시행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

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

막이 지보공

  -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 변경 등

 ㅇ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건설

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설계자문 → 

기술자문, 설계감리 → 건설사업관리 등) 및 

인용조항 변경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서에 명확화 

및 공사의 추가 · 변경 요구 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346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

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 자본금 미달 허용 등 규제

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내용

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을 마련하여 11.11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가. 신규 건설업 교육 의무화(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ㅇ 건설업 교육시간(8시간 이상), 교육내용(건설

기업의 윤리경영 및 건설산업 관련 법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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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교육기관 대상 등 규정

나.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안 제

30조제2항)

 ㅇ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추가로 반영하

거나 사유·기간 등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함

다.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안 제34조의8)

 ㅇ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요구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 및 전자문서 등으로 하고 서면으로 요구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라.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확대(안 제51조제2항)

 ㅇ 공제조합의 조합원 위원(증2) 및 민간 전문가 

위원(증3) 수 확대

마. 신규 건설기업의 일시적 자본금 미달 허용(안 

제79조의2)

 ㅇ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허용(신규등록 1

년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가. 신규 건설업 교육 의무화(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ㅇ 건설업 교육기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비 명세 제출 의무, 교육기관 지

정서·교육수료증·교육실시결과 서식 등

나.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공사대장에 건축허가

(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안 별지 제17호, 

제17호의2 서식)

다.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항목 개정(안 제38조의2

관련 별표1,2)

 ㅇ 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

능력평가 가산비율 상향 조정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반영하고 법 제82조의2항 부정청탁 관련 

재물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신인도에 감점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하는 한편,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해 대가지급기간을 단축하며,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2.9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 폐지로 종합평가낙찰제 

대체(안 제14조제1항, 제15조, 제42조제1항제

1호, 제42조의2, 제42조의3제1항제1호, 제48조

제1항제3호, 제92조제1항제6호·제10호·제21호, 

제99조제6항)

 ㅇ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가격뿐만 아니라 시공실적, 기술

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

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하고자 함

나.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대가지급기간 

단축(안 제67조제1항·제4항)

 ㅇ 계약이행의 대가지급기간을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하고 조기집행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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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중기업참여

배제(안 제25조제1항5의2)

 ㅇ 물품 및 용역 계약을 2인 견적 수의계약(추정

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으로 집행하

려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개선함

라.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안 

제25조제1항제4호하목)

 ㅇ 그동안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시굴

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연속

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음

마. 긴급입찰 공고사유의 구체화(안 제35조제4항·

제6항)

 ㅇ 입찰공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국가재정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용역의 세분화 및 일반관리비율의 현실화(안 

제8조제1항)

 ㅇ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을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6개 분야로 세분화

하고,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5퍼센트에서 분야

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로 조정함

나. 용역의 지명입찰금액 상향 및 내용 구체화(안 

제27조제2호)

 ㅇ 폐기물 운반·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음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02)2100-3541〕

「도로표지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로표지의 과다설치 방지 및 간소화 

등을 통해 예산절감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로표지규칙」 전부개정

령안을 마련하여 12.1까지 입법예고한다.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표지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도로표지규칙이 적용되는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

함(안 제3조)

다.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을 지명 안내표지, 도로명 

안내표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점 안내표지에 갈음하여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안내명을 선정

하고 도로안내명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관리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규정

되지 않은 형식의 도로표지는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

1항 및 제3항)

바. 도로표지의 영어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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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르되, 도로명의 영어표기는 행

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

(안 제8조제3항)

사.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을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및 부착식 등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아.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 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2〕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로표지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칙

에서 정하지 않은 도로표지의 도안, 규격, 설치방

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

령안을 마련하여 11.9까지 행정예고한다.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내방식에 따라 3개(「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 

「출구정보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으로 나눠

져있던 도로표지 관련지침을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통합

나.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의 도안, 규격,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제24조, 제38조, 별표1, 별표2, 별표23, 별표

24, 별표28, 별표29)

다. 판 가장자리의 절곡된 부분을 맞대어 연결하는 

절곡식 표지판에 대하여 견고하게 부착 및 단차가 

없게 하도록 하며, 반사지 부착시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10조)

라. 기초의 형태는 역T형 기초를 적용하되 여건에 

따라 박스형, 단말뚝 기초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안전

하게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표지의 규격, 글자크기 등의 간소화 방안을 

제시(안 별표1)

바. 기존 고속국도의 표지규격 및 설치방법을 준용

하던 자동차전용 도로의 경우 도로표지의 과다

설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왕복 4차로를 초과하

거나 최고속도 90km/h 이상인 경우에 준용하

도록 함(안 별표1)

사. 특수형태 교차로(고가차도, 지하차도, 우회도로 

등)에 대해 도로표지 내에 해당 교차로의 정보

(고가차도, 지하차도, 우회도로 등)를 괄호와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

아. 도로 신설 등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안내명 수정(안 별표7, 별표8)

자. 새로운 종류의 도로표지(졸음쉼터)에 대한 도안 

및 규격 추가(안 별표29)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2〕

’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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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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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차 천호 1․2 배수문 및 천호2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천호1배수문 배수암거 Sta. 200 ~ 280m의 누수

발생부는 내부 철근부식으로 인한 녹물이 흐르는 

상태이므로 전반적인 보수방안 수립계획이 필요함

○ 외관 조사망도에 이력관리 및 보수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적출연도 및 최종 보수 내역(연

월, 보수 내역) 등을 보완할 것

○ 시험 결과, 철근배근간격에 편차가 있으므로, 

배수암거의 경우 구조검토에서 이용되는 단위 

m당 철근량이 어떤지를 분석하고 조사된 철근

배근 간격 및 피복두께 등을 고려하여 구조검

토를 실시하였는지 재검토 필요

■ 제135차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서울특별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가이드 라인에 의한 설계지침 

일부 추가할 것

○ “공공건축물 개방혁신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에 따른 공공시설물 야간 및 휴일 개방을 위한 

공간설치 등 설계지침 추가할 것

○ 설계지침 추가

  - 서울시 기술심의 강화지침 “노약자․장애인 등 

편의시설 건설기술심의 강화 추진계획”을 과업

내용에 추가 설계심의시 반영내용을 확인토록 

할 것

  -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Design For 

Safety)를 반영할 것

  -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내진설계확인서는 

구조기술사가 작성 발주기관 확인 후 용역준공

하고 기술심의시 구조설계자 참석 설명할 것

  - 기존 수목 존치, 이식, 제거 여부를 결정한 

이식계획도를 작성하고 신규식재는 기존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 설비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

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할 것

■ 제136차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실시설계 

(전차선, 신호) 심의

○ 1차공사에 대한 부분준공 운영시 종합시험운행

(시설물검증과 영업 시운전을 시행한 기간)과 

2차공사에 대한 종합시험운행 계획을 구분하여 

작성을 재검토 바람

○ 내진설계를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고서에 보완 명기하고, 필요하면 

도면에 표시할 것을 확보할 것

○ 순환전류방지를 위한 균압용 드로퍼 검토 선정에 

따른 적용구간 및 설계도서 보완 필요

○ 시공 및 시운전은 1단계 차량의 입출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9호선 운영사의 운영계획을 

확인 후 시공 및 시운전계획의 조정이 필요함

○ 과업내용서에 따라 기지 차량 입출고 감시용 

CCTV 설치를 검토하되, 기존 1단계 감시시스

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위치, 

수량, 구성도 등을 작성 ․ 제시할 것

○ 금번 증설분의 경우 기존 설비와의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특히 1단계 설비와 다른 방식으로 

설계한 것은 1단계 방식과 비교하여 제시할 것

■ 제137차 청계천 복개구조물(좌안) 

정밀안전진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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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경도 및 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추정결과가 설계강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인 바 코아강도 시험 실시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섬유보강부 손상에 대해서는 보수방안으로 단면

보수를 제시하였으나 기존의 섬유보강 시행 사유 

확인 후 보수․보강 여부 검토 필요

○ Plate mesh modeling의 경우 Boundary 

condition 등 문제로 오류 가능성이 높으므로 

2차원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신빙성이 있는 

구조해석 결과 제시할 것

○ 영도교 교차로 근처 좌측 벽체의 개구부

(5.0×10.0m) 폐쇄시 거더와 벽체의 보강방안 

검토할 것

■ 제138차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증축)공사 

설계용역 설계심의

○ 계단실 창호계획이 없이 외장재에 목재루버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창호계획과 경제

성에 대해 재검토 할 것

○ X2, Y3~4열 내부 조경이 있는 창호가 고정창

으로 되어 있어 외기순환이 안되므로 창호계획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실내지붕인 탈의실 상부공간을 관람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탈의실, 샤워실의 

평면, 단면을 입체적으로 재검토 할 것

○ 주차장램프 통과 높이가 법정 최소높이 수준인 

2.37m이므로 출입이 예상되는 차종과 차고를 

고려하여 단면높이 조정을 재검토 할 것

○ 지상3층에서 하부층보다 단면이 커지는 C7A 

기둥은 3층 바닥 부분의 상세도를 추가하여 

안전성과 시공성을 확보할 것

■ 제139차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설계심의 

○ 기존 시설물의 잔여수명 등을 고려하여 보수보

강을 통해 재활용하는 목적물의 내구수명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 및 제시할 것

○ 공사중의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공용중 군중들 

집결이나 돌출행동, 낙하물 등 예상치 못한 유지

관리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전 

안전조치가 가능토록 설계에 반영할 것

○ 철도상부 통과구간의 피로 등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물의 파일기초 상태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중림동 신설교량의 경우 공용시 하중증가에 대비

하여 공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성을 보완할 것

○ 보수보강공사는 기존의 다수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시설물과 복구 및 보수부위의 일체화를 위

한 공법 적용 및 세부 시공방법을 설계에 반영

할 것

○ 스틸플레이트 거더 재도장, 코핑부 및 슬라브 

단면 보수, 기초 보강 등 보수·보강범위는 현장

확인과 기존시설물의 노후 등을 고려하여 전반

적으로 충분한 범위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식물의 배치는 현재의 “과” 및 “가나다” 배치

방안에 대해 3D모델링을 실시하고 경관 및 유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

○ 인력관수방안에 대해서는 자동급수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화분내 층별 토양보다는 단일토양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상부 슬라브 철거 및 신설시 대형 크레인 등 

장비사용과 관련하여 장비의 단순제원은 물론 

제작년도, 정비상태 등 실제 인양능력 및 각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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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형상의 스템으로 보강한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공법(WAS 공법) (제764호)

(보호기간 :  2015. 04. 30. ～ 2020. 04. 2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콘크리트 슬래브 패널 하부의 외곽부 둘레에 형성된 절반 폭의 스템과 부재 단변방향 중앙부와 장변

방향 1/4, 3/4 위치에 형성된 스템이 와플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슬래브 사이 이음은 외곽부 스템의 

키홈과 단변방향 철근이 접합부 상부의 균열을 저감시키고, 역티형 보와 접합은 가설시 단순지지로 

이루어지나 시공후 연속화되는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슬래브 패널 하부 사각 둘레에 형성된 절반 크기의 외곽부 스템과 부재 단변

방향 중앙부 및 장변방향 1/4, 3/4 위치에 형성된 내부 스템이 와플형상으로 배치된 슬래브(WAS; 

WAffle shape Slab) 공법이다. 장변방향 스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어 슬래브의 강성을 증가

시키고 단변방향 스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지 않고 운반과 탈형 및 적재 등 작업시 변형과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솟음을 억제한다. 슬래브 사이 이음은 외곽부 스템의 키홈과 슬래브 양단부의 

단변방향 갈고리철근 배근으로 덧침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되어 처짐 및 균열을 저감시킨다. 보와 

슬래브의 접합은 가설시 단순지지로 이루어지나 덧침 콘크리트 타설에 의해 습식으로 일체화되어 

보 상부의 균열을 저감시키고 마감하중과 활하중에 대한 연속화가 가능한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① WAS 슬래브 공장 제작

  

(a) 철근배근 (b) 강선 설치 및 인장 (c) WAS 슬래브 완성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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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규모 시공기간 위치 특징 비고

1
하남풍산이마트
신축공사

(주)이마트 B1F~8F
2007.06 

∼ 
2008.05

경기도 하남시
풍산택지
개발지구내

대형할인마트
(이마트)

2
여주SI뮬류센터
신축공사

(주)신세계
인터내셔날

B1F~4F
(31,495.02㎡)

2012.09 
∼

2013.10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360

상온 창고(의류 
자동화 물류시설)

3
이천푸드물류센터
신축공사

(주)신세계
푸드

B1F~4F
(10,161.98㎡)

2009.04
∼

2009.08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27번지

냉동, 냉장창고

4
이천후레쉬센터
신축공사

(주)이마트
B1F~6F

(45,959.83㎡)

2011.11
∼

2012.08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120번지

냉동, 냉장창고

5
음성종합식품센터
신축공사

(주)신세계
푸드

B1F~2F
(13,230.83㎡)

2011.11
∼

2012.06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냉동, 냉장창고

 ② 기둥 및 보 시공

  

(a) 현장반입 (b) 먹메김 (c) 기둥설치 및 보조립

③ WAS 공법: 슬래브 시공

  

(a) 슬래브 거치 (b) 철근배근 (c) 덧침 콘크리트 타설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건축물은 초고층화,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기간의 단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물류창고, 

대형할인매장, 주차장 등을 비롯한 상업용 건축물은 대부분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경제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이유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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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기존의 합판 거푸집 및 동바리 공법과 더블티 슬래브 공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공이 

빠르고 균열 발생을 최소화하며 각 부재간 일체성을 높인 공법으로 물류창고, 대형할인매장 및 주차장 

등에 폭넓은 적용성을 가진 공법이다.

   최근 정부의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대형 물류기업들의 거점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활용전망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신기술은 와플형상의 스템으로 보강한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으로서, 장변

방향 스템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어 슬래브의 강성을 향상시키고, 단변방향 스템은 슬래브의 솟음을 

억제하여 균열 발생을 최소화시키며, 슬래브와 슬래브 및 역티형 보와 슬래브 사이의 접합부 일체

성이 확보되어 균열 발생을 억제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한 슬래브 공법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신기술은 보와 슬래브의 접합부 및 슬래브 사이의 이음부에서의 균열 발생을 최소화시킨 독창적인 

공법으로 기존 시장으로의 보급 가능성은 매우 높고, 또한 보에 거치되는 걸침면적이 증대되어 시공 

중 안전성 및 시공성 향상으로 건설시장에서의 안전의식 고취와 품질기준의 강화 노력 고취 등의 

측면에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은 자동화 설비 및 대규모 부지를 갖춘 자체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 하에 제조되고 있고, 

별도의 연결철물 불필요, 슬래브 사이 단차발생 억제, 후속 공정의 편리함 등으로 기존 공법에 비해 

기술적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우수하며, 특히 고하중 장지간의 물류창고에서의 적용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12.0m×12.5m 크기의 WAS 슬래브를 이용하여 시공한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신기술의 설계단가를 

산정한 결과, 순공사원가는 3,173,914,143원으로 산정되었다.
    

    (2) 공사비

     공사원가 산정에 적용된 물류창고에 대해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RC 슬래브 공법에 비해 재료비는 

증가하지만 거푸집 조립 및 해체가 불필요하므로 노무비가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절감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존 DTS 공법에 비해 별도의 연결철물 불필요, 단차부위 백업재 설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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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등으로 작업성이 향상되어 4% 정도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신기술

(WAS 공법)
비교기술 2
(DTS 공법)

재료비 2,811,110,677원 2,977,030,347원

노무비 297,426,446원 251,176,408원

경비 65,377,020원 70,857,798원

순공사원가
3,173,914,143원 3,299,064,553원

100% 103.9%(▲ 3.9%)

  (3) 공사기간

     신기술은 동바리 및 합판 거푸집의 설치, 해체공정이 배제되어 RC 슬래브 공법에 비해 약 15일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연결철물 용접 공정 및 단차부 백업재 설치 공정 배제로 기존 DTS공법과 

비교할 경우 약 2일의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유지관리비

     신기술은 와플형상의 스템으로 보강되고 보와 슬래브의 접합부 및 슬래브 사이의 이음부의 일체성 

확보로 균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 바닥판 공법으로, 기존 DTS 공법 대비 유지관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신기술(WAS 공법) 기존 PC바닥판(DTS 공법)

초기비용
3,411,662,508원 3,528,367,424원

96.7%(▼ 3.3%) 100%

유지관리비용
16,366,479원 59,268,476원

27.6%(▼ 73.4%) 100%

생애주기비용
3,428,028,987원 3,587,635,900원

95.6%(▼ 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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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은 RC 슬래브 공법과 비교할 때 영구거푸집으로 사용하여 폐자재를 감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기존 DTS 공법과 비교할 때 이음부 및 접합부에서의 

균열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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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타공사에서 흙막이지지를 위한 개방형 복합 띠장 공법(제765호)

(보호기간 :  2015. 06. 02. ～ 2020. 06. 0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흙막이 벽체의 표면에 토압 전달을 위한 콘크리트 합성보를 시공하고 필러로 이 합성보를 지지하는 

개방형 복합 띠장을 형성한 뒤 굴토공사 완료 후 건축옹벽을 순타 시공하는 흙막이벽체 지지 띠장 공법
        

    (2) 내용

      건축지하구조물 역타시공 과정에서 굴착단계별로 병행 시공되어 가설흙막이 벽체를 지지하는 지하 

각층 슬래브와 굴착공사 완료 후 최하층으로부터 상부로 시공되는 외주부 옹벽과의 교차부에 설치

되어 옹벽 구조체 시공시까지 가설흙막이의 토압을 지하 각층 슬래브에 전달하는 접합부 기술이다.

      접합부는 철판과 콘크리트 합성 복합띠장과 개방형 Filler로 구성되어 외주부 옹벽의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 가설흙막이 지지체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옹벽 구조물의 수직연속성을 확보하고 

수밀성을 높일 수 있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시공절차

      <그림 1>은 필러지지 방식의 개념을 나타낸 것으로서, 본 공법의 핵심요소는 띠장 콘크리트 보 제작을 

위한 플레이트, Filler, EG-Form, 지지틀 및 브라켓이다. 필러지지방식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술의 개념

     ① 브라켓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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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막이 벽내 H-Pile의 플랜지 표면을 노출시키고 이 플랜지 면에 EG-Form을 지지하기 위한 

브라켓을 설치한다.

     ② EG-Form 설치

        브라켓위에 EG-Form 지지용 틀과 함께 EG-Form을 설치한다. 

     ③ Plate 및 Filler 설치

        EG-Form위에 Plate를 설치하고 Filler를 고정시킨다. Plate는 거푸집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EG-Form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흙막이벽 주변 슬래브 거푸집 공사를 병행하여 

Filler가 1면은 Plate에 다른 1면은 슬래브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콘크리트 보 및 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EG-Form에 형성된 콘크리트 빔과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⑤ EG-Form 해체

        콘크리트 보와 슬래브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EG-Form을 해체한다.

     ⑥ 하부 지하벽 시공

        최하층까지 굴토가 완료된 후, 하부층에서부터 지하벽을 시공한다. 

     ⑦ Filler 존치 또는 해체

        Filler는 외벽 콘크리트 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해체가 필요한 경우 외부옹벽과 슬래브 접합

부의 내력검토 등 구조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Filler 해체에 따른 응력재분배현상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시공순서도

(a) 브라켓 설치 (b) 이지폼 설치 (c) 띠장 및 Filler 설치

(d) Deck 철근 배근 (e) 콘크리트 타설 (f) 이지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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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주요실적)

  

현장명 발주자 시공규모 공사기간 위치
신기술공사금액

(vat별도)

천호동 주상복합 ㈜포유 B4/41F
2012. 06 ∼ 
2015. 07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47-17

90,000,000원

LG U+ 용산사옥 ㈜LG U+ B7/21F
2012. 06 ∼ 
2015. 0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228

198,000,000원

구의2 
존치관리구역

오피스텔

학교법인
한양학원 
동일빌딩

B5/19F
2012. 11 ∼ 
2015. 01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2-16

72,000,000원

공릉동 주상복합 KB부동산신탁 B5/36F
2012. 10 ∼ 
2016. 01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70-20

122,400,000원

상암 스튜디오380
오피스텔

아시아신탁(주) B5/15F
2013. 01 ∼ 
2014. 12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90-4

67,000,000원

  나. 향후 활용전망

   

재래식 STRUT 공법 Top-Down공법

◦ 대규모 / 대심도 / 동시굴착 붕괴위험

◦ 인접도로 건물 피해

◦ 공기 과다 소요

◦ 자원 과다 투입

◦ 심각한 환경, 민원 문제 야기

◦ 안전성 확보

 - 본구조물의 토압지지로 흙막이 및 지하구조물 안전

◦ 공기단축

 - 지상, 지하 병행시공

◦ 친환경, 공익성

 - 폐기물, 비산먼지 및 소음 등 민원 최소화

안전성에 따른 Top-Down 공법 활용도 증가에 따른 적용성 증가

도시확장 한계로 인한 도심재개발 사업 증가 -> Top-Down 공법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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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테두리보 개선형테두리보 매립철골 띠장 PC형 신기술

-RC테두리보

-건축외벽 간섭과다

-외벽철근 선매립

-역타조인트 과다

-RC복합 테두리보

-건축외벽 연속성저해

-건축외벽 철근 선매립

-콘크리트 충진성 불리

-매립 자재 과다

-철골형강 띠장재

-매립철골 과다

-수직 연속성 저해

-콘크리트 충진성 불량

-PC PANEL

-흙막이벽 시공

 오차 대응 미흡

-중량 과다

-시공성 결여

-복합 띠장

-토압전달체 구분배치

-구조 안전성, 시공성 개선

-건축외벽 수직 연속성 확보

   ※ 과거 기술들의 문제점을 보완시켜 만든 기술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도심지 건축공사에서 역타공법은 공법의 안전성과 사업장 환경 개선효과로 인하여 그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역타공법의 적용현장 증가와 함께 신기술의 보급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신기술은 기존기술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든 기술로, 적용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신기

술을 보완한 기술들이 나올 것임을 확신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단위:원)

  

구 분 기 존 기 술 신 기 술 비 고

재 료 비 1,470,322 821,108

노 무 비 2,278,009 1,002,526

경 비 664 427

간 접 비 1,263,424 579,935

계 5,012,419 2,403,996 47.96%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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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술 신기술

시공절차 설치품 시공절차 설치품

CIP 내 H형강 표면 노출 - CIP 내의 H형강 표면 노출 -

테두리보 지지를 위하여 노출된

H형강 표면에 브라켓설치
1.070 수평부재(철골보)설치 -

테두리보 하부 거푸집설치 1.088 슬래브 데크플레이트설치 -

스터드볼트 및 테두리보 철근배근 5.188 EG FORM 브라켓설치 0.118

테두리보 옆거푸집설치 - EG FORM 설치 1.260

하부옹벽 콘크리트 타설용관 설치 2.590 FILLER 설치 1.227

본구조 수평부재 접합용 엠베드

플레이트설치
0.689 콘크리트타설 및 양생 -

수평부재(철골보)설치 -

슬래브 데크플레이트 설치 -

콘크리트타설 및 양생 -

계
10.625

계
2.605

100% 24.5%

(2) 공사기간 

   

  (3) 유지관리비

    - 기존의 RC 테두리보 공법은 테두리보와 후타설하게 되는 옹벽의 접합부가 밀실하게 시공되지 않아 

콘크리트 이음부에 에폭시를 주입하여 마감을 하지만 “접합부에서의 벽체 차수성능 평가 연구보

고서(부록)”에서와 같이 누수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 반면에 이 신기술은 복합화된 띠장 사이로 콘크리트를 순타 시공하여 벽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콘크

리트의 충전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시공조인트 형성이 억제되어 흙막이로부터 유입되는 투수에 

대하여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기존 공법에 비하여 접합부에서 벽체 철근의 수직연속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된다.

    - 따라서,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에폭시 주입비용이 RC 테두리보 공법의 전체비용에서 

6.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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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개선 : 거푸집의 사용량을 줄이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한다.

    - 민원처리비용 : 공사장 주변의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의 민원 요인이 발생하나 공사기간이 줄면서 

민원발생기간은 감소한다.

    - 사회적비용 : 공정이 단순하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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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 소음관리 해외 정책사례

  

머리말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도로교통 소

음의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인접 주거지역 상당수의 소음수준은 여전히 

환경부 허용기준을 빈번하게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주요 지

자체들은 도로교통 소음 발생원 대책, 교통운영 

및 수요관리, 토지이용규제 등을 통해 종합적인 

소음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도로

교통 소음관리를 위해 해외에서 최근 추진된 정책

사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도로교통 소음관리지침

 미국 연방법 「23 CFR 772(United State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772)」은 도로교통 

및 건설소음감소를 위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된 세 가지 도로

사업 종류에 대해 상이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소음분석 관련 미국 연방법의 도로사업 구분

 

위에 언급한 연방법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 

연방도로청(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은 도로사업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i) 도로교통 

소음영향 파악, (ii) 적절한 감소대책 조사, (iii) 타

당성 있고, 시행가능한 감소대책 적용, (iv) 지방

정부의 협조를 통해 토지이용 계획 및 관리에 대

한 정보 제공, (v) 건설소음 감소대책 마련을 권고

하는 「도로교통 소음 분석 및 감소 지침」을 수립

하였다.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연방, 주, 지자체의 

협력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 소음관리를 위한 연방, 주, 지자체의 협력체계

 연방도로청 소음관리지침은 도로교통 소음 모니

터링을 위해 토지이용 및 인간 활동을 여러 그룹

으로 구분하여 도로교통 소음 감소기준(NAC: 

Noise Abatement Criteria)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측 소음수

준이 NAC에 근접 또는 상회하거나, 기존 소음수

준보다 현격히 높으면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

르면, 해당 주(state)는 도로소음 영향이 해당설계

년도에 존재한다고 판정되었을 때 적절한 소음저감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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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들을 모색하고, 이 대책들 중에서 시행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일본의 도로교통 소음 모니터링 및 배출 규제

 일본의 각 현(ken)들은 소음관리법에 의거하여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상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소음정보는 취합되어 국가 전역에 

대한 통합정보로 가공된 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소음 모니터링이 

수행되는 도로의 연장은 2010년 현재 35,900km

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국토교통성(M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은 2010년에 자동차 소음기(muffler)의 교체 장착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음감소 관련 국제표준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무소음으로 인한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근접에 

대한 경고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일본 전국 도로교통 소음 상시 모니터링 정보 웹사이트

유럽연합의 도로교통 소음관리 지침 및 지식공유

 유럽의회 및 환경소음위원회는 2002년에 DIRECTIVE 

2002/49/EC를 발의하였다. 이 규정은 환경소음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i)소음지표 도입, 

(ii)소음수준 결정을 위한 기준 마련, (iii)소음지도

작성 및 소음감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절차 작성, 

(iv)일반 대중에게 소음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

보제공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SMILE(Sustainable Mobility Initiatives for Local 

Environment) Consortium은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시행된 도로소음관리사례를 검토하여, 도로소음 

감소대책을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도로소음 감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합

적인 접근법을 권장하고 있다.

▶ 도로교통 소음저감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

 한편, 유럽도로관리자협의회(CEDR: Conference 

of European Directors of Roads)는 도로교통 소음

관리그룹을 별도로 조직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대표를 선임하여 이 그룹의 활동에 참여토록 

하였다. 이 소음관리 그룹은 각 국의 도로교통 소음

관리 경험 및 지식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그룹의 지원 하에, 소음 관련 

주요 이슈(기존 및 신규도로의 소음 규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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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시의 소음에 대한 고려, 대중과의 소통 

등)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이 2007년도에 수행

되었다.

맺음말

 위의 해외사례 검토 결과, 국내의 도로소음 관리

주체들, 즉 국토교통부,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들은 최근의 정책 기조인 도로교통 소음의 

종합적인 관리를 지향하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미국의 도로교통 소음관리지침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579호, 환경부 고시 제2010-108호)」,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환경

부,2012)」 등 국내 여러 관련 지침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 관련된 법 및 규정과의 연

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 국내 지자체의 소음 

상시 측정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도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끝으로, 유럽연합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여러 주

요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축적한 소음관리 경험과 

지식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 

및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출처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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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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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연면적 5,060㎡, 조경 56,322㎡ 

  보행교 1,407㎡(6.8m×207m), 

  선착장 1,025㎡ 등

45,900

(2,180)

조건부

채택
건축

설 계

심 의

136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실시설계용역(전차선, 신호)

․ 유치선 증설 23선, 궤도부설 6,277km

․ 전차선 6,800m, 전철주 85개, 빔 

55개, 하수강 120개, 지선 23개, 

급전선 3,900m, 전력케이블 

1,900m

․ 전자연동장치 신호, 부정출발방지장치 

69대, 선로전환기 23대 등 

15,059

(173)

조건부

채택
전기

138
다목적체육관 건립(증축)공사 

설계용역

․ 대지면적 11,326㎡

․ 건축면적 5,959.74㎡(지하1, 지상3)

․ 연면적 : 19,122.47㎡

․ 주차대수 : 111대(증축 35대)

11,388

(339)

조건부

채택
건축

139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서울역고가 보행길 조성(B=10.3m, 

L=938m)

․ 교량보강, 그린웨이조성 및 접근로 

설치 등

38,000

(1,886)

조건부

채택
토목

정밀안전

진단심의

132
천호1배수문 외 4개소 정밀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 천호1배수문, 천호2배수문, 천호2수문 

정밀안전안전진단
(115)

조건부

채택
토목

137
청계천 복개구조물(좌안) 정

밀안전진단용역
․ 청계천 복개구조물(좌안) 정밀안전진단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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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건     축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기본전략 수립 
기술용역 등 30건

11,245 10,755

교 통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5건

642 560

도 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기본설계용역 등 9건

8,577 8,459

도 시 계 획
장안평 자동차산업 재생방안 마련 용역 등 8
건

3,932 3,670

상 하 수 도
서울형 물순환 협력 협업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용역 등 2건

1,753 1,638

소 방
답십리 외 19역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 등 2건

310 274

전 기 통 신
한양도성 낙산구간 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용역 등 7건

945 922

정 밀 진 단
6호선 상월곡구간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6건

3,704 3,457

조 경
시민의숲 재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등 29건

1,201 1,189

지 하 철
진접선차량기지 건설공사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4건

4,116 3,747

기 타
2016년 예방사방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3건

2,416 2,276

 계 125건 38,841 36,947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5년 10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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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계자가 새겨야 할 安全寶鑑

2. 건설안전 관계법령과 용어 비교

   

 [서울시 건설 홈페이지 https://infra.seoul.go.kr/tech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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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