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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모 4.0

표토층 깊이 5m 10m 15m

증폭비율 1.4 1.5 2.1

구 분 규모 6.5

표토층 깊이 5m 10m 15m

증폭비율 1.1 1.3 1.4

1. 서 언 

 최근 김포지역에서 일어난 정수장 침수로 인해 인근 지역이 단수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일이 

발생하였다. 이렇듯 상수도 시설물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과 사회 기간산업의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로써, 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인근 생활권 기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도시 기능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홍수, 가뭄 등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지적인 

지진도 자주 발생하여 사회기간 시설인 상수도 시설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지역의 지반 특성, 국내 · 외 지진 발생에 따른 상수도시설 피해 사례 등을 살펴

봄으로써, 지진 발생시 상수도 시설물의 내진향상을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서울지역 지반 특성

 서울지역의 지형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화강암 분포지역은 주로 산악지대로서 돔(Dome)형을 

이루고 있고, 변성암인 편마암 · 편암의 분포지역은 주로 평지나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며, 대단층 발달

지역은 충적층으로 피복된 저지대나 하천이 발달하고 있다. 

 산계 중 가장 높은 곳은 해발 837m의 북한산이며,  

수계는 수지상이고, 대단층을 따라서 남북으로 중랑천 

및 탄천이 발달하였고 동서로 한강이 흐른다.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하수위는 

산록부에서는 지표하 20m 정도로 깊지만, 도심부 

저지에서는 지표하 4～6m 깊이로 얕게 분포하고 있다.

 상수도 시설 내진성능 향상

   이 왕 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기술이사 

》  칼  럼

<지진규모별 지진 증폭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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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표층의 지반특성을 표토층 깊이 5m, 10m, 15m의 세 종류로 크게 나누어서 지진의 규모 4.0과 

6.5 일 경우에 대해 지진 증폭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토층이 두꺼울수록 증폭효과가 커지며, 표토층의 깊이가 15m 이내일 

경우에는 지진규모가 클수록 증폭효과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지하의 표토층 깊이가 15m 이내로 그다지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암반에 비해 표토층 증폭에 

의한 가속도가 1∼2배 정도 크게 나타나므로 표토층으로 인한 증폭효과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표토층으로 입사한 지진파들이 물성차로 인해 표토층 내부에 갇혀 크기가 증폭되고 지속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가속도가 암반에서의 지반운동차이보다 표토층으로 인한 차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암반에서의 지반가속도가 작다고 하여 무시할 수 없으며, 표토층으로 

인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진 재현주기가 100년, 1000년일 경우,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강북지역의 가속도는 작게 계산

되었고, 한강 주변의 구에 해당하는 가속도는 큰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암반으로 가정할 때의 

가속도의 분포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더 커지는 현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은 암반지반을 갖는 

곳이 많고, 한강 주변은 표토층의 깊이가 두꺼워 지반운동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평균재현주기 100년(서울시 각 구) 평균재현주기 1000년(서울시 각 구)

 ◇ 평균재현주기 100년의 경우, 한반도 설계지반 가속도에 관한 연구에 의한 기준인 0.062g와 유사하며, 
    평균재현주기 1000년의 경우, 0.154g에 비해 비교적 큰 값(0.176g)으로 나타남.
 ◇ 즉, 서울 지역의 지반 특성을 고려하면, 평균재현주기가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붕괴방지수준)에 취약한 

구조임.

3. 국내·외 지진발생과 상수도시설 피해 사례

 가. 국내 지진발생에 따른 상수도시설 피해 사례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중 지진활동이 매우 활발한 일본열도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태평양

<지진 평균 재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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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단이 아시아지단 밑으로 충돌 ․ 침강하는 메커니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지진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1978년 충남 홍성 지진의 

경우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어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님은 자명한 사실로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나. 국외 지진발생에 따른 상수도시설 피해사례

지진명 발생일시 규모 상수도시설 피해 사례

San Fernando
(미국) 1971.02.09 M=6.6

․ 주요 피해가 공급시설과 파이프 등의 수리구조물에 집중
․ 댐, 물탱크, 파이프 등에서 지진피해 발생

東海中部지진
(일본) 1983.05.26 M=7.7 ․ 액상화 발생지역 : 석면시멘트관(배수관) 피해 극심

浦河沖지진 
(일본) 1987.03.21 M=7.3 ․ 석면시멘트관, 경질염화비닐관에서 주요 피해 발생

Loma Prieta지진
(미국) 1989.10.17 M=6.9

․ 350개 관로 : D100∼200mm 주철관, 석면시멘트관 파손
․ 산타크루즈 지역(액상화) 피해로 관로240개소 보수

北海道東方沖지진
(일본) 1994.10.04 M=8.1 ․ 배수관의 피해가 컸음

三陸沖지진
(일본)

1994.12.28(본진)
1995.01.07(여진)

M=7.5
M=7.2

․ 내진관로(125km)의 피해 없음
․ 소구경 경질염화비닐관의 피해가 컸음

兵庫縣南部
Kobe 지진

(일본)
1995.01.17 M=7.2

․ 110만 가구 급수 중단 2.5개월 복구 소요
․ 1610개소의 배수본관 보수
  : 주로 건물파손과 지반변형으로 피해 발생
․ 지하의 관로는 심각한 손상, 건축물 시설도 파괴됨

Kocaeli (Izmit)
(터키) 1999.08.17 M=7.4 

․ 단층으로 인한 지반 변위로 매설 관로 손상 심각
․ 여진으로 콘크리트 탱크 손상, 누수

Tokachi-oki
(일본) 2003.09.26 M=8.0 ․ 부식에 의한 도, 송수 관로 관체 파손 및 균열

파키스탄 2005.10.08 M=7.6
․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관로시설이 완벽히 파괴됨, 모든 용수

공급 체계가 부분적으로 피해

노토반도
(일본) 2007.03.25 M=6.9

․ 배수지 스테인레스 판넬 파손, 내부 보강재 파단, 기초콘크리트 
부등침하 및 주변 구릉지 침하

․ 관로 접합부 누수, 접합부 이격, 관체 파손, 연결부 부식에 
의한 피해 등이 주로 발생

니가타현 나카고
(일본) 2007.07.16 M=6.8

․ 배수시설 장내 법면붕괴, 균열, 펌프장 여과기 누수, 액상화에 
의한 건물 기울어짐 등 발생

․ 관로 접합부의 균열, 누수 및 이격, 파손, 관체 파손 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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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레스 판넬 파손 침전지 측벽 상부 균열

옹벽 균열 발생 배수지 0.1∼0.15m 침하 

콘크리트관 파손 지반 침하 관로 파손

(경질)염화비닐관 파손 강관 접합부 파손 

 다. 상수도시설 지진 피해 사례 분석 결과

 주요 지진발생으로 인한 국외 상수도 시설에 대한 피해사례를 분석해 보면,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된 

지역으로는 하천 또는 해안부에 근접한 지역과 성토부 또는 사질토 지반 및 그 배후 지역 등의 연약한 

지반에서 주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시설의 경우 피해는 기초지반 부등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균열, 파손 등의 부분적 손상이 

대부분이며, 스테인레스 판넬 파손, 배수지 인근 

사면붕괴, 접근 도로의 침하, 포장의 균열 등의 

피해가 주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은 

지진에 취약한 구조인 조적식 건물의 파손이 심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기둥 하단부 철근노출, 파손 등이 일부 

발생되었다.

 관로 피해는 대구경보다는 소구경(φ300이하)에서 

주로 발생되었으며, 관종에 따른 피해 영향은 

전반적으로 콘크리트관 > 석면시멘트관 > (경

질)염화비닐관 > 주철관 > 강관, 덕타일주철관 

순의 경향으로 분석되었으나, 오랜 사용으로 인

한 강관 용접부 부식, 덕타일 주철관 이음부 손

상 등으로 인해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지진 피

해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로에 발생된 

주요 손상은 연결부 이격에 따른 누수, 분기부 

및 이형관부(곡관부)파손 등이며, 특히 장기 공용

으로 인해 노후화된 관로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

되었다.

4. 상수도시설 내진성능 향상 방안

 가. 상수도시스템의 내진성능 향상 방안

 상수도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 시설의 내진성능 향상과 더불어 기간시설의 이중화, 

상호 연락 등의 백업기능의 정비, 배수 블록의 구축 등을 통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성 있는 내진성능 향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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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벽체 슬래브

구 분 상수도 시스템 내진성능 향상 방안

설계 
및 

유지관리 
유의사항

· 피해가 가능한 한 국소지역에 한정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
· 피해부 복구가 용이하도록 고려
· 지진피해에 의한 2차적 피해 방지대책 강구
→ 이를 위해 중요시설의 이중화, 계통간의 연락 및 루프화, 관로망의 블록화, 긴급차단벽의 

설치 등의 대책 도입 필요

유지관리
및 

계획적 
개량

- ① 상수도 시스템의 내진화 계획수립 ② 기존 시설의 내진성능 평가(예비, 상세)
  ③ 보수·보강을 적절하게 실시
  → 기존 시설 중에는 건설 당시 설계·시공기준 적용으로 인해 내진성능이 낮은 것도 있다. 

중요한 시설에 관해서는 현재 기준을 적용,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교체 등을 실시해야 함

- 또한, 기존시설 개량은 내진성능 향상 뿐만 아니라, 평상시 사고방지, 누수 방지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

 나. 상수도시설 내진성능 향상 방안

 (1) 구조물의 내진대책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의 지진 피해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각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접합

부분 등의 부속설비 또는 내부의 기기류의 피해사례가 많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 본체의 피해는 경미하더라도 이것을 지탱하는 각종 지지물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초 부분의 내진성 강화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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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내진성능 향상 보강 사례

배수지 (보강전) 바닥 보강 기둥보강 보강후

 다. 관로의 내진대책

 (1) 도·송수관  

 도·송수관은 각각 원수, 정수를 정수장 및 배수지에 수송하는 관로이다. 이 관로가 파손되면 필요 수량의 

공급이 차단되어 정수조작, 급․배수조작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도·송수관은 통상 1조의 

관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 특히, 취수원을 원거리에 

의존하는 도수관, 정수관과 배수지가 떨어져 있는 송수관에서는 주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도·송수로는 

내진관으로 시공하고 또한, 우회(bypass)관로를 설치하는 등의 내진대책이 필요하다.

 (2) 배수관 

 배수관은 급수구역을 망라하며 연장도 길다. 또한, 지진 피해의 대부분이 배수관이며, 단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 상수도 피해가 현저히 나타나는 시설물이다.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평상시 배수관의 정비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해외 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수관의 시설계획에서는 다음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 내진공법을 준수한다.

 ∘ 급수구역 전반에 걸쳐서 가능한 균등하게 배수할 수 있게 하고, 또 배수량 측정, 누수량 측정 등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한다.

 ∘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등이 용이하게 한다.

구 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배수방식

블록
시스템

 배수원이 복수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며, 종래의 망목식 등과는 다른 배수방식이다. 
즉 독립한 대블럭, 소블럭의 세포조직과 같은 관망으로 구성되고 각 블럭 사이는 내진설비를 
갖춘 배수관으로 유기적으로 연결

더블
방식

 도로의 양측에 배수관로를 시설하여 수요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였으나, 여기에서의 더블방
식은 블럭시스템에서의 대블럭을 몇 개의 소블럭으로 나눌 때 부득이하게 혹은 내진상의 고려
에서 도로의 양쪽에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

루프
시스템

시가지를 내진설비를 갖춘 주간선으로 둘러싸서 물의 안전공급을 보장하려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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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진관

 지진 발생에 따른 매설관로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내진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연약지반에서 

지반변화가 심한 곳, 지형 조건이 절·성토 경계부와 같이 토질이 변화하는 장소 등에서는 내진성능이 

높은 관접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더블관과 용접강관은 강도도 있고, 또 시공관리도 용이하다. 최근에는 신축성, 가소성,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의 접합부가 개발되고 있으며, 대구경 관로를 중심으로 상용화 되고 

있다. 

 관의 피해는 관 자체 강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을 지탱하고 있는 지지층에도 영향 받는다. 따라서, 

연약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층에 대해서는 치환, 개량 등의 공법을 사용하여 지지층의 보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신축가동관 설치

 지진에 의한 지반침하, 액상화, 관의 유동 등 지반변화에 의해 관로가 파괴되는 피해와 지진 움직임의 

영향이 구조물과 관로 고유주기의 차이나 매설조건의 차이로 인해 접속부나 매설조건이 급변하는 부위에 

설치된 관체에 균열, 파손 및 접속부 이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부에 

내진성능 및 신축성을 가진 신축가동관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가동관은 배수지, 가압장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연결 및 실링부, 수관교 등에 설치하며, 매설

조건이 급변하는 장소를 통과시 우회하여 설치한다.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 밸브실 주변의 배관 구조물 주변 배관

지층의 경계 수관교 하천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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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은 말

 지진피해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상

수도 시설 중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관로의 

경우, 노후된 관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 신축관 및 신축가동관 도입이 필요

하며, 폐색방식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을 통해 시스템적 차원에서 관로의 내

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관로에 대한 경제적

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내진화 대책

이라 하겠다.

 또한, 상수도시설 전체를 안전하게 내진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수도시스템의 내진화를 위해서는 기존 상수도시설에 

대해 합리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개 시설들을 단순히 내진화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상수도시스템 전체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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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상수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요령(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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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확대 운영 

 서울시는 주요 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14년부터 운영중인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을 확대 운영한다. 

 7개 전문분야 98명의 외부전문가가 ’15년 1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50개 현장을 점검

(휴무일 12회 포함)한 결과 총 476건이 지적되었

으며, 그 중 5건(업체 10개, 기술자 10명)에 대해 

벌점부과 조치를 요청하였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은 전문분야별 점검위원

들이 당일 현장을 선택하여 점검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였고, 특히 휴무일 점검을 

통해 느슨해지기 쉬운 휴일에도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였으며 관리자부터 현장 근로

자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장 안전문화 확산과 수준

높은 시설물 구축을 위해 ’16년에도 기동점검단을 

확대 운영한다.

 점검대상은 현행 50억 원 이상 공사장에서 20억 

원 ~ 50억 원 건설현장 중 중요·위험 공정이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추가한 총 194개소(시, 자치구, 

공사·공단 시행 토목·건축·택지·조경)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반을 재구성하여 내실화를 다

진다. 

 점검은 주 1회(월 1회 토요일 점검)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적정여부, 설계 · 시방서 등 관련 

기준 준수 및 견실시공 여부, 동바리·흙막이 등 

가시설의 적정 시공 등 안전관리 여부, 기타 동

절기 및 여름철 수방대책, 태풍대비 공사장 관리 

적정여부 등이다.

 점검 시 지적사항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토록하고, 부실시공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우수사례는 횡단전개 및 

지적사항 DB관리, 점검위원 피드백 실시 및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8〕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착공

 1976년 설치된 이후 1급 보안시설로 시민들의 접

근과 이용이 통제됐던 총 14만㎡ 규모의 ‘마포 석유

비축기지’가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친환경 복합 생태 · 

환경 · 문화공간으로 재생된다.

 서울시는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을 12.30(수) 착공하고, 1일 최대 1,100여명을 수용

하는 실내·외 공연장, 기획 및 상설 전시장, 정보

교류센터 등의 주요시설과 야생화정원, 공연마당 

등 시민들의 휴식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석유 4,894만ℓ를 보관하던 5개의 유류저장탱크 

중 2개(1번·2번)는 해체 후 신축하고, 여기에서 해

체된 철판을 재조립해 1개 탱크(6번)를 신축한다.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거나 최대한 원형을 보존해 

사용한다.

 1번·2번 탱크는 해체 후 암반지형과 콘크리트 옹

벽을 이용, 건물을 신축, 다목적 파빌리온(1번), 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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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공연장(2번)으로 변신한다. 3번 탱크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시민, 학생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운영한다.

 4번 탱크는 기존 탱크 안에 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된 투명 탱크가 들어간 독특한 형태의 기획 전시

공간으로, 5번 탱크는 내·외부의 공간개념을 전환, 

내부는 그대로 둬서 기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외부와 콘크리트 옹벽 바깥부분은 ‘석유비축기지’부터 

‘문화비축기지’까지 4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전시

장을 만든다.

 새로 만들어지는 6번 탱크는 최대 30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정보교류센터’로, 서울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열람) 볼 수 있는 공간

으로 꾸며진다.

 초기 계획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검토 끝에 기본설

계 과정에서 포함된 임시 주차장 부지는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 시까지 재생 및 공원사업의 프로그

램 운영 전초기지 및 주민을 위한 휴식장소(공원)

로 조성된다. 

   〔공원조성과 (02)2133-2067〕

‘남산 예장자락’ 2만2,330㎡ 공원으로 복원

 서울시가 남산 예장자락에 위치한 TBS교통방송과 

남산 제2청사가 이전하면 2개 건물을 철거하고 

2만2,330㎡의 원형을 회복해 공원으로 조성한다.

 또한 지하에는 명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광버스 주차장(총 30면)을 조성하며, 예장자락

에서 남산 정상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곤돌라

(수평거리 888m) 설치도 계획중이다. 이는 남산이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관광버스 

등 화석연료 차량의 정상부 운행이 통제됨에 따라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공원구상(안)

  

 또, 명동역~예장자락~남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보행로가 조성되고, 삼일로~소파로를 잇는 우회

도로를 신설하여 접근성이 크게 향상시킨다.

 서울시는 남산 예장자락의 옛 능선을 회복하고 

접근성을 높여 남산숲을 시민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계획(안)’을 마련, 

설계공모(12.17 공고)를 통해 ’16년 2월 19일

(금) 최종 당선자 및 입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곤돌라 사업은 이번 설계공모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시민공청회 등을 포함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별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www.yejangjarak.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계획(안)’은 「남산 

제모습 가꾸기 기본계획」(’90년), 「남산 르네상스 

프로젝트」(’08년) 등 그간 수립된 계획과 맥을 

같이 해 예장자락의 원형을 회복해 공원으로 조성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재생과 (02)2133-8644〕

강남역 일대 침수 예방사업 착수

 서울시가 장마철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강남역 일대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 잡는 ‘배수구역 경계조정’공사를 ’15년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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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올해 우기 전인 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 공사는 하천수위보다 높은 고지유역과 하천수위

보다 낮은 저지유역의 경계를 조정해 빗물의 배출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빗물이 지면경사를 따라 

흘러 하천으로 배출되는 고지유역의 물이 저지대로 

역류하지 않도록 하수관로를 개선하는 공사다. 

 공사는 강남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총 3.75ha의 

면적에서 이루어지며, 공사 주요내용은 ▴692m의 

하수관로를 신설·개량해 저지수로로 유역을 전환 

▴도로 옆 바닥에 물빠짐 시설인 트렌치를 832m 

신설해 노면수 처리 ▴고지유역의 고지수로 하수

박스의 빗물 유입구(빗물받이, 맨홀 등)를 폐쇄해 

하수 역류 방지 등 세 가지다. 

 시는 이번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를 통해 지난 

’10년, ’11년 침수 시 강우 수준(80mm/hr)에 대응 

가능한 방재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남역 일대 상습 침수의 또다른 원인으로 

꼽혔던 반포천 상류부 통수능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대책으로 마련한 ‘유역분리터널’ 설치도 

본격화 된다.

 유역분리터널은 교대역앞 ~ 반포천 구간에 직경 

7.5m, 길이 1.3km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터널 시점부 유입관로의 집수시설인 박스구

간을 ’16년 착공하기 위한 설계단계에 있으며, ’19년 

우기 전까지 설치를 완료해 30년 빈도(95mm/hr)의 

홍수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를 단계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물재생계획과 (02)2133-3783〕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무요령’ 교육 실시

 서울시가 건설공사 관계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12월 7일(월)에 실시한 「‘15년 하반기 건설공사 계약

금액조정 실무요령 교육」에 서울시 · 자치구 · 공사 · 

공단 · 서울메트로 등 건설공사 관련 직원 1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교육은 한국환경공단 이승현 차장의 ‘계약에 

대한 일반개념 해설,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태 

및 유권해석’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류용열 기술

지원팀장의 ‘계약금액조정 주요 지적사례와 물가변동 

조정 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또한 계약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반 

운영 내용을 토대로 건

설관련 공무원의 업무 

이해와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공사 계약

금액조정 요령」을 발간

하여 시, 사업소, 구, 산하

기관에 배부하였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9〕

제20회 ‘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

 서울시는 최근 새롭게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20회 ‘신기술 소개의 장’을 12월 

11일(금)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신기술 지정 등 

업무 위탁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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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제도 및 진흥원의 역할을 소개하고, 신

기술 개발자들이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

기술 ▴스트레스 리본 교량공법 ▴숏크리트 공법 

▴지열우물공 시공 기술 등 국토교통 R&D 성과

물과 연계한 총 4건의 건설신기술(토목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배경 및 시공사례를 발표하여 신기

술에 대한 이해를 높혔다.

 아울러 기술심사담당관 조현석 기술관리팀장의 

「신기술 적용 활성화 교육」을 병행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와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활용 

권장, 신기술 적용 후 적극적인 사후관리 당부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5〕

‘건설VE와 전문시방서의 이해 및 활용’ 교육 실시

 건설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VE(Value Engineering)동향과 

전문시방서의 이해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이 12월 

9일(수) 서울시 · 자치구 · 공사 · 공단 관계자 135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아이엠기술단 임종권 대표는 강의를 통해 VE개

론과 관련법규, 추진절차 및 기법, VE 제안사례 

등을 설명하였으며,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박동욱 

토목심사팀장은 ‘전문시방서의 이해와 활용’ 강의를 

통해 건설공사기준의 종류와 위계를 설명하고, 

공사시방서 작성요령과 잘못된 공사시방서 작성

사례를 교육하였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73〕

’1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고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

(’15.12.28)를 거쳐 ’16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표준

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8,12월)에 걸쳐 그동안

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15년에는 전체 2,416개(’15.1기준) 품셈항목 중 

293개 항목(상반기 24, 하반기 269)을 정비하였으며, 

개정의 주된 방향은 성능이 향상되고 현대화되는 

시공현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5년도 표준품셈 개정내용
계 ’15.8 ’15.12

계 293 24 269
토    목 174 12 162
건    축 106 12 94
기계설비 13 - 13

 (토목분야) 가설공사에 있어 구조물 유형별(암거, 

교량)로 일률적으로 제시되었던 동바리 설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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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품을 현장여건 및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구조에 적합하게 높이 및 간격별로 

세분화 한 설치 품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가설시설물에 대하여 구조에 

적합한 수량을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대형

사고가 빈번한 가설구조물 공사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분야) 지붕공사와 홈통공사에서 활용실적이 

없는 기와, 슬레이트, 함석을 삭제하고, 사용빈도가 

증가된 금속기와, 금속판을 신설하였으며, 현장제작 

납땜, 용접과 같은 재래식 시공방법에서 성능이 개

선된 기성품설치, 클립, 고리연결 등 현대식 시공

방법으로 설치 품을 개선하였다. 

 (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가스

보일러의 규격을 13,000, 16,000, 20,000kcal에서 

25,000, 30,000kcal를 추가·확대하는 등 제품의 

규격을 추가하여 현행 시공실태를 반영하였다.

 ’16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련,

예규/고시)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29)를 

통과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상 특급기술자에게 안전

진단 실무경험이 없어도 교육이수*만으로 정밀안전

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책임기술

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의 숙련기간을 갖

도록 해당분야 수행경력을 추가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하고,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을 추가함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

○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등급별로 정기적

으로 각각 실시하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중

  - 정밀점검과 정기점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점

검을 생략하고,

  -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의 실시시

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규정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1. 정기점검 : A·B·C등급의 경우 :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의 경우 :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③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2015.8.11.) 

됨에 따라,

  - 이를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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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정함

  * (6개월 미만) 2천만원,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4천만원, 

(12개월 이상) 7천만원 이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고, 12월 

17일(목)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도서의 적용기준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함. 

다만, 내·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나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되, 

 - 사업주체가 내·외장 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사업

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변경내용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은 그에 따르

도록 함

○ 계약관련 서류 적용순위

 - 계약관련 서류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규격, 재료 등을 명확

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토록 함

   ※적용순위 : 주택공급계약서 / 견본주택 /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 / 특별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

시방서 ․ 표준시방서 / 수량산출서

○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 하자발생 공종 및 담보책임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공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음

   예) 현행)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개정)대지조성공사 : 토공사(대지정리공사, 터파기공사, 

되메우기공사, 흙막이공사, 지반

보강공사 등)

○ 콘크리트 균열 하자

 - 콘크리트 보수균열 폭 이하(0.3mm)라도 철근이 배근

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하자로 보도록 함

○ 마감부위 균열 하자

 -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 등이 미관

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로 보도록 함

○ 관통부 마감 하자

 - 급수 ․ 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연기 ․ 냄새 ․ 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함

○ 결로 하자

 -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여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부위 마감재를 해체하여 단열재가 

잘못 시공되는 등의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함

 -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 하자로 보도록 함

   *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 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

○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하자

 -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감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마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마감재 미설치, 

미장, 쇠흙손 등으로 마감처리 않을 시 하자로 보

도록 함

○ 창호기능 부족 하자

 - 창호의 수직·수평상태가 불량하거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닫이문에 손

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기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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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실의 방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 난방 설비 하자

 -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하여 난방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하되,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 또는 부속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적합하면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함

○ 감시제어설비 설치 하자

 -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 조경수 식재의 불일치 하자

 - 설계도서와 식재된 조경수의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

(低價)의 수종으로 식재된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함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계 법령·조례·기술적 기준을 

정보망을 통해 알기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한국건축

규정의 구축과 이를 운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건축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70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협의회

의 구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방법 등을 정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6

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령(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건축규정의 상시적 관리 절차 마련(안 제

22조제1·2항)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은 건축물 관련 규

정의 제·개정시 관보게재 요청단계에서 해당 

규정을 국토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한국건축규정의 개선·보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절차 마련(안 제22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

지)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 5~15

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시 일

주일 전에 위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함

다.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보완을 위한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심의관련 절차 마련(안 제22조

제7·8·9항 신설)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관

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를 요청받

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2) 심의를 거친 한국건축규정 내용에 대한 개

선·보완에 관한 사항은 심의 후 10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

 3) 한국건축규정 내용에 대한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내용

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후 10

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 

등을 상향입법하고, 위임규정 없이 운영하고 있는 

관련지침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공원 점용

허가 대상 등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공원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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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16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가. 지침 상향입법(안 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신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관련 경계설정 시 경계에 

닿아 있는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은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토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함

나. 지침 위임근거 마련(안 제2조제7항 신설, 제44조제

5호 신설)

 ○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 관련 지침 등 지침 

운영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

다.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특례 부여(안 제25조제1항)

라. 도시공원 단기 가설건축물 등 점용허가 대상에 

공연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및 촬영에 필요한 

단기 가설건축물 등을 허용하고, 전통사찰 등 

증축 대상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완화하여 규제개선(안 제22조제13호, 제23조제2호 

관련 별표 1)

<시행규칙>

가. 어린이공원 내 기존 경로당 증축 허용(안 제9

조제1항제3호)

 ○ 어린이공원 내 기존 경로당에 한하여 기존 연

면적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여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향상을 통해 이용불편 

최소화

나. 동물놀이터 설치면적 완화(안 제11조제2항제11호)

 ○ 동물놀이터의 설치면적을 기존 30만제곱미터

에서 10만제곱미터 근린공원까지 완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다. 녹지의 설치 관리기준 보완(안 제18조제1항제3호

라목 신설)

 ○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재조림, 토양오염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비점 오염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2015.5.18. 법률 제13325)

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재축의 범위를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16년 1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가. 재축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4호)

 ○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

서 기존 바닥면적 범위내에서 건축물 동(棟)·

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

나. 건축허가시 수도설비 확인 의무화(안 제10조제1항)

 ○ 수도법령에서 건축물의 수돗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축인

허가 및 준공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건축허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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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함

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효율적 운영(안 

제23조의2)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3조의3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유사한 점검인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생략 가능

라. 대지안의 대피통로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41조

제1항)

 ○ 대지안의 대피통로를 말뚝이나 단차를 두어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필

로티 구조내의 통로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

마. 주거지역 일조기준 합리화(안 제86조제2항)

 ○ 주거지역내 20m 이상의 도로(대지와 도로 사

이에 녹지·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포함)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대지와 녹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일조기준 적용을 배제

바.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확대(안 제19조제3항 및 제91

조의3제5항)

 ○ 기존에는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지상 5개 층

마다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에 건축구조

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던 것을, 기초공사 

및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철골구조인 

경우에는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도 

협력을 받도록 함

사. 건축협정 폐지 제한기간 설정(안 제110조의4)

 ○ 「건축법」 개정(’15.5.18개정) 후속 조치로서 건축

협정을 체결하여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업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30년동안 협

정을 폐지 못하도록 제한

<시행규칙>

가. 건축허가시 제출서류 조정(안 제6조제2항 개정)

 ○ 「건축법」 개정(2015.5.18.) 후속조치로서 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 허가시 제출하던 건축

물의 부속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서류 등)에 

대한 서류는 착공시 제출토록 함

나. 안전관리전문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착공신고시 

첨부(안 제14조제6항 신설, 별지 제13호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기 위한 계약서 사본을 건축

공사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15년 11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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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3차 마포대교(하류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수중우물통 조사결과에서 수중우물통 벽체에 

미세균열, 콘크리트탈락 및 철근 노출이 조사

되었으나 손상정도가 경미하여 보수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수중우물통기초임을 

감안하여 철근노출 부위만이라도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본교 내측 바닥판(S9경간 Deck Plate 설치

부)의 교면포장 손상으로 누수로 인한 방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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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및 바닥판 상면 콘크리트 열화부에 대

하여 교면 재포장(방수층 포함) 보수방안만 

제시되었으므로, 바닥판 상면 콘크리트 열화

부에 대한 조치방안(보수범위, 보수자재, 시공

개요도 등)을 보수·보강방안에 추가 제시할 것

■ 제164차 양화대교(하류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2013년 준공 된 구조개선공사(아치구간)의 준공 

시 초기 점검 실시 여부 및 자료 등 이전 점검 

이력 조사 자료를 추가 보완할 것

○ 본교 Steel Plate 거더구간의 보차도 경계석과 

보도부 포장부 틈새로 노면수 유입으로 Deck 

Plate 하면 백태 및 부식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므로, 교면재포장(방수층포함) 보수방안과 

함께 노면수 유입 차단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Deck Plate 설치 구간의 

바닥판에 대한 콘크리트 열화 발생 여부 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보수범위, 보수자재, 시공개

요도 등)을 추가 제시할 것

■ 제165차 청계천 복개구조물(우완) 정밀안전진단심의

○ 보고서에 제시한 교량받침 교체공법은 기둥의 

코핑확대에 대한 내용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받침교체 시공단계별 시공방안에 대한 검토내

용을 추가할 것

○ 슬래브에 매립된 가로수 식재함의 하중에 대한 

검토 내용, 장기간 존치로 인한 파형강판 및 

볼트 부식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할 것

○ 보고서에 제시된 보수․보강공법(배면주입공법 

등)에 대해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 상태평가시 부재별 상태평가 기준에 따른 1단계 

평가 결과를 부록에 첨부할 것

■ 제166차 개봉2방류 수문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실질적인 시설물의 보수보강 우선 순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긴급 보수보강 구간 및 시기 

등을 검토하여 보완할 것

○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평가단계별로 구분하여 평가단계별 구분표를 

작성할 것

○ 보수보강 이력을 조사하여 외관조사망도 및 

보고서에 수록하고, 비파괴 시험 위치를 외관

조사망도에 표시할 것

○ 전차 진단결과, 금회 진단 측량 결과 및 안양천 

하천기본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조작대 접근성

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것

■ 제167차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사업 

설계심의

○ 계곡부분 등 우수가 모이는 지역은 계곡폭을 

넓게 하거나 물웅덩이, 물넘이 보 등을 설치

하고 LID공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의 옥상

녹화 및 입면녹화를 검토 할 것

○ 이벤트 마당 등 행사시 필요한 장소는 필요시 

조명을 조절할 수 있도록 격등이나 조명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배치 할 것

○ 필요시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을 활용 

할 것

○ 재해예방을 위해 산사태 위험도 분석 및 토석류 

이동 경로 분석 등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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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차 2016년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 

(강북권) 용역발주심의

○ 주요 과업내용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신호(위치, 작동 등)와 관련된 

사고를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과업내용의 추가를 검토할 것

○ 주요 시책 지원 사업의 ‘보행전용거리 운영에 

따른 지원업무’ 중 과업대상이 되는 보행전용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하도급와 관련 내용 중 ‘~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와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등 상호모순되는 내용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보완할 것

○ 성과품 작성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 

제출을 대가지급 시 추가할 것

■ 제169차 도시고속도로 기능개선사업(2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본 과업내용의 개선대상 지점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결과 및 안전시설 현황이 포함되도록 추가

할 것

○ 본 과업의 특성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대책 

수립시 장래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수요예측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대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11년부터 시행한 1차 기능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2차 사업에 적용 가능 유형 검토와 

과업대상 도로에 대한 종류, 규모, 성격 등 

유형별 문제점과 해소방안 적용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는 내용을 검토 추가할 것

○ 성과품 작성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 

제출을 추가할 것

■ 제170차 홍은배수지외 7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제171차 성북1 배수지 등 14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기존에 시행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와 

평가의 변화와 보수․보강내역에 대해 일목요연

하게 정리하여 수록할 것

○ 거푸집 미제거 부분의 거푸집 제거하여 조사를 

시행할 것

○ 염화물함유량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할 것

○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의 모든 시험 데이터(원장, 

야장)는 용역보고서 부록편에 수록하여 제출

토록 하고 발주부서에서 보관 ‧ 관리될 수 있

도록 조치할 것

○ 수처리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콘크리트 구조

물에 비해 균열관리(0.3㎜ → 0.2㎜)를 엄격히 

하여 관리할 것

○ 방수방식 공법비교에서 재료특성에 따른 공법을 

비교 검토하고 KC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관련 법령 등의 기준을 제시할 것

■ 제172차 비우당교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비우당교 보도부(칼라아스콘 t=50mm, FRP바

닥판) 포장층에서 망상균열의 증가 원인으로 

차량 진동에 의한 영향을 제시하였으나, FRP

바닥판 자체의 강성부족 또는 아스콘과 부착 

성능 저하 문제 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포장 

시 적정한 포장재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 비우당교 보도부(칼라아스콘 t=50mm, FRP바

닥판)에 차량이 진입, 주·정차되지 않도록 진입

금지표지판, 볼라드, 보차도경계석 설치 등 

차량진입방지대책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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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차 공덕동 공영주차장 및 봉제지원센터 

복합시설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건설기술진흥법(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및 설

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

통부 고시〕, 서울특별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

(VE)가이드 라인에 의한 설계지침 일부 추가

○ ‘공공건축물 개방혁신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에 따른 공공시설물 야간 및 휴일 개방을 위한 

공간설치 등 설계지침 추가 등

○ 설계용역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구조검토서 

포함)를 작성하고, 설계심의 시 첨부하는 ‘건설

현장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 강화’ 지침 추가 

○ 설계지침 추가

 - 서울시 기술심의 강화지침 “노약자․장애인 등 

편의시설 건설기술심의 강화 추진계획”을 과업

내용에 추가하고 설계심의 시 반영내용을 확인

토록 할 것

 -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내진설계확인서는 

구조기술사가 작성 발주기관 확인 후 용역준공

하고, 기술심의시 구조설계자가 참석하여 설명

할 것

 - 건축물 안내 사인물은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기본설계 시 디자인(채색시안)

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할 것 

■ 제174차 대형 도․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심의

○ 관로 평가결과 관로가 전반적으로 노후된 ‘C

등급’에 대한 중점관리 방안을 관로 노후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의 모든 시험 데이터(원장, 

야장)는 용역보고서 부록편에 수록하여 제출

토록 하고 발주부서에서 보관 ‧ 관리될 수 있

도록 조치할 것

○ 수처리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콘크리트 구조

물에 비해 균열관리(0.3㎜ → 0.2㎜)를 엄격히 

하여 관리할 것

■ 제175차 차집관로 성능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안전관리의 의무사항중, 관로점검시 유독가스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시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등 각별한 안전주의 의무 

이행토록 할 것   

○ 지장물 조사

 -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

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

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

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를 이행한다. 

○ 기타 보완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 신설·개량되는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절대측

량에 의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받아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GIS DB 서버에 탑재될 수 있도록 측량비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비용을 반영한다. 

 - 최종 용역 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을 수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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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차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기본설계심의

○ 배수관로의 노선, 관종, 수압, 관경, 매설위치와 

깊이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완할 것

○ 송․배수관로의 매설을 위해 매설깊이, 장비 및 

차량 하중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공법의 

비교 검토 후 최적의 가시설 공법을 제시할 것

○ 하수박스 하월구간의 가시설 도면을 보완할 것

(송수관로)

○ 공사중 교통 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줄파기 조사 결과를 보고서 및 도면에 보완할 것

■ 제177차 구)북부법조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설계 용역발주심의

○ 공동응모시 대표자 분담비율 명시 요함

○ 지진하중 산정시 중요도를 ‘특’(응급비상 필수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으로 명확하게 명기

하거나, 박물관에 적합한 중요도 ‘1’(연면적 

5,000㎡ 이상인 전시장 등)을 요구할 것인지 

확인할 것

○ 최우수(당선작)를 포함하여 입상작품 수상자

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방안 검토 요함

○ 정밀안전진단결과 반영 및 리모델링을 위한 

개․보수, 구조보강에 대한 세부 설계용역 과업

내용을 제시 요함

○ 설계용역 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포함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토록 과업내용 추가요함

 - 건설현장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 강화 계획

(2015.11.8. 행정2부시장 방침 제376호 참조)

■ 제178차 서울시 차도 석재포장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용역발주심의

○ 석재포장의 단면은 크게 기층, 붙임몰탈, 석재

포장층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석재 포장층에 

한정하지 않고 상부하중을 분산 및 지지할 수 

있는 기층, 석재포장을 고정시키주는 붙임몰탈, 

석재포장 자체의 품질 등을 세분화하여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포장 가속시험은 제한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 

도로포장의 공용성을 예측하기 위한 시험방법

이므로 명확히 시험하고자 하는 포장공법 및 

대표단면 등을 규정하여 추진할 것

○ 석재포장의 특성상 소음 및 진동이 크게 발생

됨에 따라 도심지 주변 민원이 야기될 수 있

으니 석재포장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속도 및 

주변의 주거지를 고려한 석재포장의 적용기준을 

제시토록 할 것

■ 제179차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개설공사 실시설계심의

○ 교면포장공법은 유지관리부서와 시공성 및 유지

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여 결정

하고 설계에 반영할 것

○ 유지관리편의를 고려하여 ST-BOX 형고를 증대

시킨 구간 중 일부 구간은 최대 2.8m까지 적용

되어 있으나 도시미관 및 경제성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설계내용을 조정할 것

○ 기존 포장과 확장포장 접합부 경계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해 계단식 시공 등 효과적인 시공방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 제180차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설계심의

○ 금회 램프신설 전후로 연계된 북부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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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은 구간별 차로수 등이 다양하여 교통량 

증대에 따른 정체 발생 등 영향이 크므로 하

월곡~길음 등 구간에 대한 검토내용도 보완 

제시할 것

○ 지반조사결과를 유효적절하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묵동천을 횡단하는 대형 상수

관로의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하여 최대한 조사하고 시공 및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 곡선구간 구조물 시공 및 박스거더 거치 등 

시공단계에서 부반력 발생이나 전도 등에 대한 

안전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가설벤트, 가설

받침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단계에서 도출된 설계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제시할 것

○ 강교의 설계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상 부재별 

치수 표기 및 용접방법, 전단보강재의 정확한 

위치 및 시공방법, 피복두께, 철근배근방법 

및 단면손실 등을 반영한 각종 구조계산서의 

제시 등 설계성과를 보완하여 설계품질과 시공

성을 확보할 것

■ 제181차 봉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금회 동적재하시험 결과 2010년 진단 시보다 

충격계수와 고유진동수의 측정값이 감소되었는 

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구조적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염화물함유량시험에서 S3 상면의 시험결과 염화

물함유량인 1.2kg/㎥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c

등급)이나, 아직 철근부식이 진행되지 않았더

라도 철근부식의 우려는 존재하므로 근본적인 

대책방안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 제182차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임시주차장부지) 설계심의

○ 유출부 단면적 등 배수계획시에는 대상지 상부 

1차 사업부지의 유역 면적 및 유량을 감안하여 

검토할 것

○ 마사토 포장, 조형물, 데크 등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반영할 것

○ 콘크리트포장 또는 보강지역의 바닥면은 콘크

리트 줄눈, 마사토 포장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디자인 검토할 것

○ 기존 옹벽의 담쟁이 식재시 식재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옹벽에 몰탈바르기 등으로 생육환

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로임을 감안하여 교통 

안전시설물, 비산먼지 방지 시설물 설치계획을 

도면화하고 내역에 포함시킬 것

■ 제183차 2015년 하수시설물(사당천 복개구조물 

및 사평유출수문) 정밀안전진단 재심의

○ 철근 단면적 감소영향을 고려한 안전성 검토시 

최소철근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완할 것

○ 전차 점검 또는 진단시 시행한 재료시험 위치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전차 및 금회 시행 위치를 

외관조사망도에 표시할 것

○ 복합시설 중 수문구조물에 대한 종합평가시 

개별시설물에 대한 중요도가 반영되도록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재별 중요도 결정 

근거를 제시하고 지침상 평가 부재인 보기둥, 

기초상판에 대한 평가 여부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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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4차 7호선 남단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심의

○ 안전성평가에 있어서 대림 – 남구로역 터널구

간의 경우를 제외한 11개 구간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 검토조건중 설계기준강도는 동일하나 

대림 – 남구로역 터널구간만 기정밀안전진단과 

검토조건(II-4-63쪽 표 4.5.2)중 설계기준강도가 

작아진 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할 것 

(내구성조사 결과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임) 

○ 보수 단가 및 산출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우선

순위 산정에 있어 주요 손상에 대해 항목별로 

순위를 정하여 기술하였으나 도시철도 지하구

간의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그룹화 

할 것

○ 2-Arch구간(NATM)의 도림천교 통과구간이나 

안양천 통과구간, 개화천 통과구간 등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중점 유지관리 

방안 강구할 것

○ 터널구간의 GPR 탐사자료는 라이닝두께, 배면

공동, 취약구간 등 터널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차 진단시 GPR 탐사를 

실시하였다면 자료를 수집하여 수록하고 라이닝 

두께 부족부에 대해서는 상태평가시 이를 반영

할 것

■ 제185차 독산2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탄성받침 교체시에는 설치장소의 외기온도 등을 

고려한 신축량을 계산하여 용접하도록 제시하고, 

탄성받침 공법 선정시에는 받침높이 및 연단

거리 등을 비교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

○ 교좌장치 교체시 적용하는 신규 교좌장치가 

현재 교좌장치와 높이, 형상 거동방향 등이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제반사항(Jack up 위치, 

Jack up 높이, Jack up 개소, 인상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문제점, 작업순서 등)을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표시

○ 받침장치 파손원인 분석결과 온도변화에 의한 

수평반력이 교량받침의 허용 수평력을 초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차량주행 속도 

등 원심력에 의한 영향이 없는지 검토하여 보완

할 것

○ 탄성받침 교체시 고정단은 P3, P8 2개소로 

계획하였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P4 지점

에서도 고정단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실시설계 내용에 대하여 공사 발주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후 시행할 것

■ 제186차 상도배수지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제187차 양재배수지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망도에 비파괴시험 등 조사위치를 전

차와 비교하여 기재할 것

○ 상도배수지 토류벽 표면 침식의 원인과 보수

방법에 대해 제시할 것

○ 일원본동 배수지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기준 

이상으로 실시할 것

○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의 모든 시험 데이터(원장, 

야장)는 용역보고서 부록편에 수록하여 제출

토록 하고 발주부서에서 보관 ‧ 관리될 수 있

도록 조치할 것

○ 수처리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콘크리트 구조물

에 비해 균열관리(0.3㎜ → 0.2㎜)를 엄격히 

하여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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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근 조립 전경
원형체결판

(Disk Connector) 

원반형 상/하 체결구 및 

수직 보강철근

무용접 무볼트방식 원형체결판을 이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 (제768호)
(보호기간 :  2015. 07. 03. ～ 2020. 07. 02.)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경량의 원형체결판과 강관말뚝 천공부를 관통하는 L자형 철근을 조립하여 무용접 무볼트 개념의 

단순시공 말뚝머리를 일체화 하는 말뚝머리보강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원형체결판과 방사상으로 조립된 L자형 철근을 이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 공법으로, 

작업공정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원형체결판을 활용하여 급속시공을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용접, 볼트

조립 등의 복잡한 설치공정을 배제하고 가공된 철근을 삽입하는 손쉽고 시공이 빠른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무용접 무볼트방식의 원형체결판을 이용한 머리보강공법(Disk Connector공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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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 절차

Disk Connector의 평면도
Disk Connector의 

설치 단면도
설치 이미지

【제작 : 원형체결판】

1단계 - 강관절단 2단계 - 펀칭

   

3단계 - 주철근 체결

   

4단계 - 바닥철근 배근 및 띠철근 조립 5단계 - 완성

【현장 시공 : Disk Connector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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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 금액)

1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안국건설 

주식회사

2011.01~

2011.03

₩29,106,000

(₩29,106,000)

2
백미-송교간 도로확포장공사

(5차분)
경기도 화성시

2012.11~

2013.02

₩41,841,558

(₩38,037,780)

3
원주-문막 반계산업단지 

조성공사
㈜동명기술공단

2011.04~

2011.06

₩29,280,000

(₩29,280,000)

4

고속국도 제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제5공구)

한국도로공사
2009.08.24.~

2014.12.31

₩25,215,300,000

(₩4,356,000)

5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공구
광주광역시

2010.01.05.~

2015.12.31

₩44,632,626,000

(₩5,445,000)

6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

(원두교)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2014.04.29.~

2017.03.05

₩15,792,713,800

(₩17,061,000)

7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

(신정교)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2014.04.29.~

2017.03.05

₩15,792,713,800

(₩13,552,000)

8
제 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1공구

인천김포고속도로 시공사

업단

2013.08.30.~

2014.03.30

₩57,710,700

(₩57,710,700)

  

  나. 향후 활용전망

     신기술 Disk Connector공법은 구조적인 안전성이 검증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강관말뚝의 머리

보강 공법을 경량의 Disk Connector와 L자형으로 가공된 철근을 이용하여 시공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제고한 공법이다. 또한 국내 특허 등록된 기술로 독자성을 보호받고 있으며, 신기술과 유사한 Disk 

Connector에 강관파일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유사기술에 대하여 국내특허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 

이 신기술은 설치가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설계가 가능하므로 관련공사에서 큰 활용성이 있어 

안정적인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량의 Disk Connector에 강관말뚝을 관통하여 결속되는 간편성은 

선호도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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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기술의 문제점 보완된 신기술

기술적

∙강관말뚝에 볼트체결 및 용접 사용 ∙볼트 및 용접 사용 최소화

∙압축력이 작용하는 경우 갈고리는 설계기준에 
부적합

∙보강깊이가 얕고 허용내력이 작아서 사용범위가 
제한적임

∙보강철근 확보가 어려워 사용이 제한적

∙응력 배분 우수함이 입증된 L형 주철근을 강판 
관통 및 방사상 배치

∙변경된 설계기준 부합 
 (도로교 설계기준 해설편 2008)

시공적

∙시공방식이 어려워 시공속도가 느림
∙시공이 복잡하고 번거로움
∙현장에서 용접 및 볼팅 작업으로 인한 사고발생
∙품질관리가 어려움
∙30~100본/일

∙단순, 경량 원형체결판 사용으로 주철근 조립시간 
대폭단축

∙현장작업 최소화
∙공장제작 된 부재사용으로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방지 및 최소화 

∙일반화된 부품사용으로 품질관리가 용이
∙100~120본/일

경제적
∙시공비가 비쌈
∙인력과 장비 사용이 많음

∙사용강재 최소화
∙체결장치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인력소요 및 장비
사용 최소

환경적 ∙용접으로 인한 탄소배출 과다
∙무용접으로 탄소배출 없음
 (녹색기술 인증)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신기술의 Disk Connector공법은 경량의 Disk Connector와 L자형으로 가공된 철근을 이용하여 시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고 구조적 안전성이 우수하다. 또한, 경량의 원반형 체결구와 일체로 

조립된 콘크리트 마감판을 사용함으로 취급 및 설치에 있어서 기존의 중량물의 결합철물을 사용한 

머리보강 공법에 비하여 취급시 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설치작업 시에도 일체의 기계공구류 

없이 설치 작업자의 간단한 수작업만으로 설치가 가능하여 품질관리가 우수하며, 경제성 및 시공성을 

대폭 개선한 공법으로 향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Disk Connector공법에 사용되는 자재는 경량이며 소요량도 적기 때문에 에너

지를 감소하고 탄소를 절감하는 공익성의 효과가 뛰어나므로 이 신기술이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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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 Disk Connector공법은 말뚝 머리보강을 위한 구조요소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용접방식 대신 

무용접 무볼트 방식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된다. 또한 경량의 원반형 

체결구와 가공된 철근을 이용하여 시공의 편리성, 경제성, 구조적 안전성, 현장 적용성, 시공성을 만족

하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신기술(D508)의 순공사비】

                                                                                 (단위: 원)

품명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①강관말뚝 두부정리 본 1 1,162 11,787 585 30,427

②철근 및 원형체결판 

제작
본 1 49,147 1,039 50,186

③철근 삽입홀 천공 본 1 12 10,619 10,631

④콘크리트 마감판 및 

원형체결판 설치
본 1 5,000 1,279 6,279

⑤주철근 철근 삽입 본 1 6,685 6,685

⑥띠철근 설치 본 1 148 4,412 4,560

합계 55,469 35,821 585 91,875

    (2) 공사비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하여 별도의 용접과 볼팅이 없어 시공이 간편하며 시공비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자료에 반영된 순공사비는 2015년 1월 노임 및 자재 단가를 반영하였으며, 2015년 개정된 

표준품셈에 준하여 산정하였다. 따라서 기존 강관말뚝 머리보강 공법에 대하여 산정된 원가계산과는 

품셈의 차이로 인하여 산정금액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3) 공사기간

     타 공법의 경우 설치에 필요한 도구나 조립단계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하루 30~100본을 

설치하는데 반하여, 신기술의 무용접 무볼트방식 원형체결판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Disk 

Connector공법)의 경우 용접 및 볼팅 등 현장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하루 100~120본까지 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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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토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사기간 단축 뿐 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설치 인건비 절감으로 경제성 

또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4) 유지관리비

     확대기초와 지중에 매입되므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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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k Connector공법은 기존 신기술들과 비교하여 별도의 용접과 볼팅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용접과 볼팅의 장비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소비를 최

소화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 녹색환경 기술에 부합되는 공법이다. 또한 경량의 Disk 

Connector 사용으로 철근의 물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운송비 또한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공법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이 공법은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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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SIP공법(V-SIP공법)(제769호)

(보호기간 :  2015. 07. 07. ～ 2020. 07. 0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로그스파이럴 모양의 쐐기를 이용하여 PHC말뚝에 고정하고 접이식 압축

힌지장치에 의하여 펼쳐지는 선단확장 SIP 공법(v-SIP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말뚝 설치 위치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면서 천공한 후, 반월형의 접이식 선단확장 

및 유도장치를 장착한 PHC 말뚝을 선천공 홀 저면에 삽입하여 압입 또는 항타하면 선단 확장판이 

확장되고, 말뚝 선단부가 천공홀의 중앙부로 유도 설치되어 선단지지력이 증가하고, 주면 마찰력 

저하가 방지되는 선단 가변형 SIP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표준도

     SIP공법으로 말뚝을 삽입시 PHC 말뚝 하부에 접이식 선단확장판을 부착하여 지지층에 도달하였을 

때 선단이 확대 되도록 하여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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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단확장 장치 개념도

     선단확장판을 말뚝 직경보다 작게 접어서 천공 홀에 삽입 후 압입 또는 항타하면 선단확장판이 

전개되어 선단 면적을 127 ~ 140% 증가시킨다.

선단확장 및 
유도장치 선단확장 및 

유도장치

(a) 삽입 설치 시 (b) 압입 또는 항타 시

 선단확장의 효과

침하발생

슬라임

순단면적 선단면적

Section A (침하전)

A (침하전)

B (침하후)

Section B (침하후)

토사층

지지층

P : 구조물 하중

천 공말  뚝

P : 구조물 하중

확장후

천 공말  뚝

선단확장기계

확장된 선단면적
PHC말뚝의 PHC말뚝의 선단확장장치로

침하발생

슬라임

선단확장 및 유도 장치로 

확장된 선단 면적

(a)PHC (b)슬라임 없을시 (c)v-SIP(스라임 무관)

    (3) 표준 시공법

풍화토층

주입

풍화암층

시멘트밀크

풍화토층

풍화암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a)천공 및 시멘트밀크 주입 (b) 천공완료 (c) 스크류 롯드 인발



- 33 -

풍화토층

풍화암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항타

(d)선단확장 및 유도장치를 
갖는 말뚝 거치

(e) PHC말뚝 관입
(f) 항타 또는 압입에 의한 
확장, 중심부 유도 및 고정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단위: 원)

연번 공사명 발주처명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금액

1
국도21호선 예산~아산 12.7~13.3km 

지점 시전 교차로 개선 공사
㈜한림이앤씨
건축사사무소

2010.5.19
~2010.6.9

접이식 선단확장말뚝
공법2본,기존 SIP 40본

30,000,000

2
옥과-적성 도로 확포장 공사, 전남 곡성군 

입면 송전리 1130-3번지
익산국도관리청 2010.8.12

접이식 선단확장말뚝
공법2본,

10,000,000
전체사업비
: 398억

3
광교 신도시 5-3BL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믿음씨앤디 2012.1.12

접이식 선단확장말뚝
공법4본,기존 SIP 180본

30,000,000

4
순천 오천택지 지구 A1 블록 호반 

베르디움 APT 신축 공사
㈜에이치비건설 2013.8.7

접이식 선단확장말뚝
공법4본,기존 SIP 500본

10,000,000

5 남양주 보훈요양원 신축공사 국가보훈처 2013.8.20
접이식 선단확장말뚝

공법3본,기존 SIP 350본
10,000,000

6 시도 6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화성시
2013.11.3.~1

1.8
접이식 선단확장말뚝

공법2본,기존 SIP 200본
30,000,000

7
통영시 산양읍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공사
개인 2014.7.26

접이식 선단확장말뚝
공법4본,기존 SIP 50본

10,000,000

8 대원 식품 공장 증축 공사 대원식품 주식회사 2014.7.30
접이식 선단확장말뚝

공법3본,기존 SIP 80본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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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도심지의 PHC 말뚝은 95%정도가 SIP 공법이며 2015년 현재 SIP 시공액은 1조2000억원으로 매년 

6.4%씩 증가추세이다. 신공법은 선단 면적(선단지지력)을 최소 127%이상 증가시키므로 장기적으로 

SIP공법의 많은 양은 접이식 선단확장 공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신기술은 유사기술처럼 두께 9mm 이하 철판이 아니라 25mm 이상을 사용하며, 유사기술처럼 

확장 테가 말뚝 밖으로 2.5cm 돌출되지 않고 신기술은 완전히 말뚝직경보다 작아져서 공벽 붕괴를 

유발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유사 고정식 테는 개구율이 32%에 달하여 완전 폐색된 선단이라 할 

수 없으나 신기술은 16% 미만이므로 독일표준의 완전 폐색 단면(20% 미만) 요건을 만족시킨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신기술은 선천공을 실시하는 말뚝에 적용 가능하므로 향후 강관을 사용하는 SIP공법에도 연구 

후 적용 가능하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은 소음 진동이 없는 SIP 공법이면서 지지력이 증가되어 경제성이 탁월하므로 일본, 싱가폴, 

대만, 홍콩 등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로의 기술 수출이 유망하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 원)

신기술(v-SIP) 기존 기술 비  고

순공사 원가 35,787,309 32,621,226
D=400mm, L=25m, 18본 시공 기준

지지력 증가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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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단위 : 원)  

신기술(v-SIP) 기존 기술  비  고

순공사 원가 35,787,309 32,621,226

D=400mm, L=25m, 18본 시공 기준

지지력 증가 고려
지지력 증대율(최소치) 118% 100%

지지력 고려 원가 30,328,227 32,621,226

대비 93% 100% 7% 절감

(3) 공사기간

     말뚝 소요 본수를 최소 85%이상 감소시켜 공사기간을 그만큼 단축시킨다.

    (4) 유지관리비

     말뚝 선단이 천공 홀의 중앙으로 유도 되므로 말뚝의 품질이 향상되고 편심을 방지하여 내구성이 

증대되며, 말뚝의 경사조정을 위한 위험성이 저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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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뚝 소요 개수를 최소한 85%이상 감소시키며, 총 공사비를 최소한 7% 이상 절감할 수 있고, 

공사기간 절감등으로 말뚝 시공에 의한 환경 부하를 그만큼 저감 시킬 수 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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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 자전거 도로
 

개요

 자동차와 옐로캡으로 상징되던 뉴욕의 도로풍경이 

달라졌다. 타임스 스퀘어와 헤럴드 스퀘어의 보행자 

전용플라자 및 브롱스 지역의 버스 전용차선 등과 

더불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맨하탄 및 뉴욕시내 곳곳에 마련된 시티바이크

(Citi Bike) 대여소,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만연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차선 수나 도로

폭을 줄이고 도심의 차량운행을 저속으로 제한하며 

투자비용이 적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제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 교통정책에 변화와 혁신을 추구

함으로써 뉴욕시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뉴욕시는 2007년에 자전거 도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400마일 이상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왔고, 1,000마일 이상의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차로 등 자전거도로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자전거 

이용자수 또한 두배 이상 증가하였고 자전거는 

대안교통수단으로서 도로 및 대중교통을 보조하며 

뉴요커들의 통근, 여가, 음식배달 등에 활발히 이용

되고 있다.

< 뉴욕시의 자전거 전용도로 >

자료 : 뉴욕시 교통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4

지속가능한 도로(Sustainable Street)

 블룸버그 전임 뉴욕시장 재임시 뉴욕은 포괄적

이며 야심차다고 평가받는 뉴욕시 장기 청사진인 

‘PlaNYC2030’을 제시하고, 새로운 교통정책의 일환

으로 2007년부터 자전거 도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 후 2008년에 PlaNYC의 비전을 계승한 지속가능

한 도로(Sustainable Street)라는 교통분야 전략

계획 하에서 정책내용과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였다. 

PlaNYC는 2030년까지 뉴욕시 전역에 1,800마일의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뉴욕의 자전거 도로는 기존 차로에 자동차 운행

차선을 줄이거나 차선수는 유지한 채 도로폭을 

줄이고 도로내 주차공간을 축소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나 자전거 차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자동차 

운전의 편의보다는 오히려 불편을 유도하여 도심

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줄이고 모든 도로 이용

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교차로를 재설계하였다. 

또한, 교차로에 좌회전 전용구간을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함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자수의 증가를 

도모함으로써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며 자전거 

타기로 인한 신체 활동을 통해 시민건강을 증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의 자전거 도로 사업은 블룸버그 행정부의 

확고한 비전에 근거하여 추진되었고, 젊은층의 열

렬한 지지와 더불어 많은 비판에도 직면해야 했다. 

자전거 도로에 반대하는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제기

하는 양대 이슈는 안전과 교통혼잡이었다. 자전거 

도로는 안전에 취약하고 자전거와 차량 또는 자전

거와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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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소수에 불과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

전거 도로로 인해 절대 다수인 자동차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철저한 연구조사 없이 성급하게 사업이 시행

되었다는 절차적 문제 또한 제기되었다. 일부 지역

에는 노상 주차공간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상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11년에는 미 상원의원과 뉴욕시의 전임 교통부 

수장 등의 인사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민그룹을 지원하여 뉴욕시를 상대로 자전거 도

로를 철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전거 도로 

정책에 대한 공방은 정치적 법률적 이슈로 번지

기도 했다. 브루클린의 Prospect Park West에 

이미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에 반대하는 소송으로 

한때 자전거 도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뉴욕시가 승소하면서 결과적으로 뉴욕시는 

자전거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뉴욕시 자전거 도로의 성과

 2014년에 뉴욕시 교통부가 발표한 자전거 전용

도로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전거 전용도로 

도입 후 교통사고율이 감소하였고 차량통행시간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맨하탄의 일번가(First 

Avenue), 팔번가(Eighth Avenue), 그리고 콜럼

버스로(Columbus Avenue) 등의 구간에서 교통

사고율은 평균 20% 정도 감소했고, 차량주행시간도 

구간에 따라 14%에서 35%까지 감소했다. 도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구간의 

상가들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큰 폭의 상품판매 

기록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자전거 도로의 안전사고율(자전거 도로 설치 전후 비교)>

 자전거 도로의 설치 자체가 자전거 도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뉴욕시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를 주행차량 및 노변 주차차량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하는 세심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계, 

그리고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차로의 재설계 등에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자

전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역

내와 전동차량 내부에 자전거를 운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시내버스 내에 접이식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있게 한다. 또한 조례를 개정하여 상업용 

건물의 화물 엘리베이터에 자전거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Transportation Alternatives’와 같은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연대 하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자전거 

통근을 장려하는 ‘Bike to Work Challenge 

Week’ 등 다양한 자전거 타기 이벤트 사업 등도 

장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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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뉴욕시는 자전거 도로 설치와 동시에 필수 요소

로서 자전거 공유사업을 함께 구상했다. 2007년

부터 자전거 공유사업의 전망에 대한 연구조사에 

착수하고, 민간사업 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400회 

이상의 시민과의 모임 및 공청회를 통한 시민참

여로 자전거 대여소의 위치를 정하고 제반 시설을 

지원했다. 2013년에 출범한 뉴욕시의 자전거 공유

사업은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332개소의 

자전거 대여소에 6,000대의 자전거를 공급하며 

서비스를 시작했다.

 뉴욕시의 자전거 공유사업은 시의 예산지원이 

없는 자립형으로 민간기업의 후원금과 이용자 요금

으로 운영되고 있다. 뉴욕의 경우 시티그룹과 후원

계약을 맺고 시티그룹의 로고를 사용하여 브랜드 

명칭을 시티바이크(Citi Bike)로 정했다. 미국 내 

다른 도시들의 자전거 공유사업과 비교할 때 민자

유치를 통한 뉴욕시의 사업자금 조달모형은 성공

적이며 뉴욕의 장점을 잘 살린 사례이다.

 시티바이크는 급증한 회원수와 안정적인 민자

유치로 출범한 지 2년 만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17년까지 12,000대의 자전거를 공급하고, 서비스 

지역도 퀸즈 및 맨하탄의 업타운 지역까지 범위를 

늘리고 있다.

시사점

 미국 일간지 USA Today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는 

미국 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2위와 3위도 대도시인 시카고와 추운지역

으로 꼽히는 미네아폴리스가 차지함으로써 성공적인 

자전거 도로 사업은 온화한 기후나 평평한 지형 

등의 자연적 요소보다는 정책적 의지의 결과임을 

반영하고 있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뉴욕의 도

심에 자전거 도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

음은 좋은 사례 및 시사점을 제공한다.

 뉴욕의 자전거 도로는 단순한 시설확충 사업이

라기보다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와 혁신을 추구

하는 도로정책의 산물이다. 자전거 도로의 설계와 

제반시설 설비, 접근성 향상 및 자전거 공유 등 

다양한 사업요소가 총체적으로 고안되고 시행되었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출처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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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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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2016년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강북권)

․ 신호운영실 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자료관리
(1,838)

조건부

채택
토목

173

공덕동 공영주차장 및 

봉제지원센터 복합시설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지하1층, 지상5층 

․ 연면적 4,081.08㎡

7,638

(352)

조건부

채택
건축

175
차집관로 성능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4개 센터 차집관로 통수능 

부족구간(1.5Q미만) 기본 및 

실시설계

46,700

(1,858)

조건부

채택
토목

177

구)북부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및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공사 용역

․ 지하1층, 지상5층 

․ 연면적 6,322㎡

13,152

(942)

조건부

채택
건축

178
서울시 차도 석재포장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용역

․ 국내외 석재포장 조사 분석 및 

분류체계 수립 등
(248)

조건부

채택
토목

188
모두의 학교 조성공사 

설계용역

․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2,262.6㎡

4,028

(264)

조건부

채택
건축

설계

심의

167
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

지구) 조성 설계용역
․ 협동형 모험시설 조성 등

3,600

(124)

조건부

채택
조경

176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배수지건설용량 : 12,000톤

․ 송배수관 부설 : 구경 

700~800mm, 연장 3.0km

15,644

(477)

조건부

채택
토목

179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연장 764.4m, 폭 6.4m

․ 올림픽대로 이설 980m

12,590

(389)

조건부

채택
토목

180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실시설계용역

․ 진입램프 : 폭 5m, 연장 838.5m

․ 구조물 : 교량1개소 510m 등

13,340

(1,031)

조건부

채택
토목

182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임시 주차장부지)

․ 면적 : 35,212㎡

․ 광장 및 조경시설, 공중화장실 등

5,300

(281)

조건부

채택
조경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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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  고

정밀

안전

진단

심의

163
마포대교 하류교 
정밀안전진단 및 상류교 
정밀점검용역

․ 본교 : 연장 1,390m, 폭 22.8m (265)
조건부
채택

토목

164
양화대교 
정밀안전진단(하류교) 용역

․ STI, 로제아치, PF BEAM 등 (197)
조건부
채택

토목

165
청계천복개(우안) 
정밀안전진단용역

․ 청계천복개구조물(우안) (272)
조건부
채택

토목

166
개봉2방류수문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개봉2방류, 고척1, 고척2, 
신구로, 신도림, 개봉2유입 수문

(230)
조건부
채택

토목

170
2015년 홍은배수지외 
24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 홍은배수지 외 24개소
 (안전진단 8개소)

(155)
조건부
채택

토목

171
성북1배수지 등 3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 성북1배수지 등 36개소
 (안전진단 14개소)

(247)
조건부
채택

토목

172
비우당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비우당교 및 성북천교 (137)
조건부
채택

토목

174
대형 제수밸브 점검정비 및 
정밀안전진단용역(강북지역)

․ 강북지역 도송수관로 107.3km 
정밀안전진단

(886)
조건부
채택

토목

181
봉은교 정밀안전진단 및 
숯내교 외 1개시설 
정밀점검용역

․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등

(127)
조건부
채택

토목

183
2015년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재심의)

․ 정밀안전진단 2개소, 
정밀점검용역 2개소

(52)
조건부
채택

토목

184
7호선 남단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연장 12km (897)
조건부
채택

토목

185
독산2교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 차로폭 10.7m, 연장 128.78m, 
교량형식RC Slab, 2종 시설물

(54)
조건부
채택

토목

186
2015년 상도배수지외 9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 상도배수지외 9개소 (79)
조건부
채택

토목

187
양재배수지 등 7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 배수지 4개소, 가압장 3개소 (141)
조건부
채택

토목

189
한남대교 
정밀안전진단(상류교) 및 
정밀점검(하류교) 용역

․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등 (381)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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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5. 12.

건     축 
신촌 문화발전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7건

2,680 2,638

교 통
장지동길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5건

326 306

기 계 설 비 물재생센터 에너지 종합계획수립 용역 400 363

도 로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 등 3건 1,480 1,426

도 시 계 획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도심권) 등 5건 1,565 1,553

소 방 
서울혁신파크 중소규모 건축물 개보수사업 
소방 감리용역 등 2건

23 17

전 기 통 신 강북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 전기감리용역 20 17

정 밀 진 단 서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53 140

조 경
현충근린공원(달마사일대) 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 2건

55 53

지 하 철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3,507 3,075

기 타
시민문화교육관 건립공사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 등 7건

3,342 3,191

 계 35건 13,551 12,779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5년 12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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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정보

< 2016 제108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면접)
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면접)
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1.8～1.14 1.31 3.17 3.21～3.24 4.23~5.2 5.20

< 2016년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면접)
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면접)
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1.29～2.4 3. 6 3.17 3.21～3.24 4.16~4.29
5.6(1차)

5.27(2차)

< 2016년 제1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면접)
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면접)
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1.5～1.11 1.24 2.4 2.15～2.18 3.12~3.25
4.1(1차)

4.15(2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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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브레인(popcorn brain)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첨단 디지털기기에 몰두하게 

되면서 현실 적응에는 둔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변형된 

뇌구조를 일컫는다. 

 실제 인터넷 장시간 사용자의 뇌를 촬영한 MRI 영상 

분석한 결과 인간의 뇌에서 생각 중추를 담당하는 회

백질의 크기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팝콘처럼 곧바로 튀어 오르는 것처럼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할 뿐 다른 사람의 감정 또는 느리고 무던

하게 변화하는 현실에는 무감각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성능이 뛰어나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 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현상으로, 

스마트폰의 폐해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매일 습관처럼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트위터ㆍ페이스북을 하거나, 가족이나 주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 

수시로 이메일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온라인 저널 ＜PLoSOne＞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10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과 2시간만 사용하는 

사람은 뇌의 구조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CNN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팝콘브레인을 막는 방법

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이기, 최소 2

분간 창밖 응시하기, 오후 6~9시까지 온라인에서 해방된 

자유시간 만들기,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 문자나 메일 

대신 전화하기 등을 제안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