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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와�건설�산업

� 1.1�온실가스�감축�관련�국내·외�현황

�최근�온실가스에�의한�지구온난화�현상이�국제적�관심사로�떠오르면서�이산화탄소�배출과�관련된�각종�

국제협약과�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1992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과�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체결은�선진국을�중심으로�한�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여하였다.�그러나�중국과�인도�등�개발

도상국의�이산화탄소�배출량이�급증하면서�개발도상국에서도�온실가스�감축에�대한�의무를�함께�부담해야�

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어�왔으며,�이에�관련�내용들을�골자로�한�협정문이�지난�해� 12월�파리에서�열린�

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채택되었다.

�이러한�국제적�움직임으로�인해�그동안�개발도상국으로�분류되어�이산화탄소�감축의무가�없었던�우리

나라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다방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을�기준으로�연간�이산화탄소를�총� 6.3억tonnes-CO2� 배출시켰으며,� 이는�전세계에서�총량�기준�

7번째,�국민1인당�기준� 5번째로�많이�배출한�국가에�해당된다(그림� 1).� 이에�정부는�지난�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대비� 37%�감축

하는�것으로�최종�결정하였다.�

a)� CO2� emissions� per� country

from� fossil-fuel� use� and� cement� production

b)� CO2� emissions� per� capita

from� fossil-fuel� use� and� cement� production�

<그림� 1>� 2013년�국가별�이산화탄소�배출량� (화석연료�사용�및�시멘트�생산에�따른)�

》 �칼� � 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바닥구조� 현황� 및� 향후� 방향� �

� �  주�영�규

� � � � �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고려대학교�건축사회환경공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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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설�산업�및�단계별�온실가스�기여도

�한�국가에서�발생되는� 이산화탄소�총배출량�중�국가별�차이는�다소�있으나� 건설� 산업에�의한�비중이�

약� 45%�내외를�나타내고�있으며,�그�중�건설자재를�생산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이산화탄소�배출량은�

건축의� 경우� 15%,� 상대적으로� 사용� 기간� 동안� 인간을� 위한� 추가� 에너지� 소모가� 없는� 토목� 구조물의�

경우� 83%를� 나타내�높은� 비중을�차지하고� 있다(그림� 2).�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에�근거한�건설자재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살펴보면,�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포틀랜드� 시멘트는� 생산� 무게� 1kg당� 0.944�

kg-CO2를�발생시키며,�강구조의�주소재인�탄소강은�생산�무게� 1kg당� 2.34kg-CO2를�발생시킨다.�그러나�

강(steel)의� 경우,� 직접제철법(direct� reduction� process)과�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s)의� 사용�

확대로�이산화탄소�발생량을�크게�줄일�수�있으며,�재활용이�가능하여�건설폐기물을�발생시키지�않는다는�

점에서�환경적으로�큰�장점을�가지고�있다.�그에�반해�시멘트의�경우,�전세계적으로�제조과정에서�발생

되는�이산화탄소량이�전체�이산화탄소�발생량의�약� 9.5%를�차지할�정도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

이에�대한�감축을�위한�노력이�시급한�실정이다.� �

<그림� 2>�건설�산업�단계별�이산화탄소�발생�비중�

2.�친환경�바닥�구조�현황

� 2.1�일반�바닥구조의�특징

�건축구조물의�바닥은�필요한�내부공간을�형성하기�위해�수평으로�구획하는�구조체를�일컫는다.�기둥이나�

보와� 같이� 단면적에� 비해� 길이가� 긴� 부재(member)와는� 달리,� 일정한� 두께로� 넓은� 면적에� 걸쳐� 크게�

형성되어야�하는�것이�주된�특징이다.�이�때문에�지금까지�주로�시공이�용이한�콘크리트�슬래브가�바닥

구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구조체의�대부분을�강(steel)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철골구조물의� 경우에도�

바닥구조만큼은�콘크리트를�사용하여�형성하는�것이�보편적인�방식이다(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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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데크플레이트�설치 b)�콘크리트�타설

<그림� 3>�철골구조�바닥�시공모습

�최근�국내에서는�아파트�등�다세대�공동주택에서�발생하는�층간소음�문제를�해결하기�위해�벽식구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기존� 180mm에서� 210mm로,� 철골모멘트� 구조의� 합성데크� 바닥은�

135mm에서�150mm로�변경하는�등�바닥구조�두께에�관한�법적�기준을�강화한�바�있다.�이에�따라�바닥에�

사용되는�콘크리트�양이�기존에� 비해� 11~17%� 증가하게�되었으며,� 이는� 곧� 이산화탄소�배출과�밀접한�

연관관계가�있는�시멘트�사용량�증가로�이어질�수밖에�없다.� � � �

� 2.2�친환경�바닥구조�현황

�1990년�이후�국내�바닥기술과�관련된�특허출원�동향을�분석해�보면,�조사대상�총� 324건�중�강판과�콘크

리트를�이용한�합성슬래브와�관련된�기술이� 105건,� 32%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데크플레이트�

관련�기술이� 75건,� 23%로�그�다음을�나타냈다.�그러나�언급된�상위�두�기술�분야는�모두�콘크리트�슬

래브와�관련된�기술로�친환경�바닥기술과는�거리가�멀다.� � � �

※분석구간:�한국특허� ~2008년(출원년도)

<그림� 4>�국내�바닥기술�개발�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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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체 내  용
시멘트� ZERO콘크리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시멘트�대신�플라이애시,�고로슬래그�사용

에코콘크리트 롯데건설,�아세아시멘트 시멘트의� 20%를� ‘에코멘트’로�대체

녹색시멘트 노바셈(영국�벤처기업)
이산화탄소�배출량� 0.8t→� 0.5t�감소

굳는�과정에서� 1.1t�이산화탄소�흡수

그린콘크리트 GS건설,�한라ENCOM�등 시멘트�양을�기존의� 20%만�사용

<표� 1>�친환경�콘크리트�관련�기술

�한편� 2000년대�들어서면서부터,�친환경�콘크리트를�이용한�바닥재의�기술�개발이�꾸준히�증가하는�추

세를�나타냈다.� 친환경�콘크리트란�시멘트�사용에�따른�이산화탄소�발생량을�최대한�줄이고자�하는�목

적으로�개발된�콘크리트를�의미한다.�이를�위해�기존�콘크리트�배합에�사용되는�시멘트의�양을�20%�가량�

감소시키거나,� 시멘트� 대신� 플라이애시나� 고로슬래그�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한다.� 국내에서도�

관련�기술에�대한�관심이�높아져�대기업�및�주요�기술연구원을�중심으로�개발이�이루어지고�있으나�아직�

상용화되어�널리�사용되고�있지는�못한�실정이다.�또한�철거�시�건설폐기물로�취급되어�지속적으로�재

활용되지�못하는�한계점도�있다.�

�이밖에�목재나�신소재를�이용한�바닥�기술의�경우,�바닥�구조와�관련된�기술이�아닌�주로�마감�및�단

열재로서의�성능을�향상시킨�기술로�확인되었으며,�콘크리트를�사용하지�않고�패널�형태를�조립하여�바닥

구조를�형성하는�기술�제안도�있었으나�관련된�특허�대부분이�해외기업에�의해서�출원된�것들이었다.�

3.�친환경�바닥�구조의�향후�전망

�지금까지�살펴본�바에�의하면,� 건축물의�바닥구조와�관련된�국내�기술개발은�주로�콘크리트�슬래브와�

연관된�기술들에�많이�치중되어�있다.�그러나�한�건축물의�바닥에�사용되는�콘크리트�물량이�상당함을�

감안하였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멘트�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건설폐기물을� 최소화

(Cement� Free�&�Reusable)하기�위해�보다�다양한�기술�개발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보다�적극적인�접근방식으로,� 기존�콘크리트�슬래브�구조를�재활용이�가능한�소재를�사용하여�새롭게�

대체하는�방안을�강구해�볼�수�있다.�최근�국내�기술동향으로�강판과�특수나노소재를�조합한�패널을�건축

바닥�구조에�적용하고자�하는�연구가�진행되고�있다.�이�기술은� <그림5>에�나타낸�바와�같이,�상·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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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강판�사이에�경량의�고분자�특수화학물질을�주입하여�바닥구조에서�요구되는�일정�두께의�면요소를�

형성할�수�있도록�고안한�바닥�구조시스템이다.� �

a)�형상�샘플 b)�시공�프로세스

<그림� 5>� Cement� Free�&� Reusable�바닥� (iFLASH� System)

�해당�기술의�경우,�사용되는�강판은�물론�내부에�충진되는�소재까지�재활용을�할�수�있어,�환경적으로�

별도의�폐기물을�발생시키지�않는다는�큰�장점을�가진다.�또한�각각의�패널을�현장에서�설치만�하면�되기�

때문에�공사�기간을�단축할�수�있고,�세장한�두께�사용으로�층고절감�효과도�거둘�수�있다.�더불어,�사용

되는�특수�나노소재는�일종의�탄성중합체�역할을�하여�진동�및�소음�흡수에�유리하며,�높은�축열�성능을�

통해�단열이나�내화성능도�함께�구비할�수�있는�특징이�있다.�이러한�특징�때문에,�일반�건축물뿐만�아

니라�공용주차장�바닥,�경기장�스탠드�및�공장에�이르기까지�그�적용�영역�확장이�가능하다.� � �

<그림� 6>� iFLASH� System�주요특징�및�적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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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맺음말

�전세계적으로�온실가스�감축을�위한�다양한�방면에서의�노력이�진행되고�있다.�이산화탄소�배출에�있어�

큰�축을�차지하고�있는�건설�산업�분야에서도�이에�기여할�수�있는�노력을�함께�경주해야할�때이다.�

�지난�수세기�동안�다른�구조요소와는�달리,�건축물에�사용되는�바닥구조�시스템은�콘크리트�슬래브�기

술에�치우쳐�발전되어�왔던�것이�사실이다.�그렇기�때문에,�탄소배출�저감을�위해�시멘트�사용량을�개

선한�친환경�콘크리트에�대한�연구와�개발은�환경적으로�중요한�사안이며�지속적으로�진행되어야�할�것

이다.� �

�그와�더불어,�기존�콘크리트�슬래브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친환경�바닥구조를�고민해야�할�시기라�

판단된다.�시멘트�사용량을�제로에�가깝게�하면서(Cement� Free),� 별도의�건설폐기물을�발생시키지�않고�

계속해서�재활용할�수�있는(Reusable),�진정한�의미의�환경친화적인�바닥구조�시스템�개발에�우리�모두가�

관심을�기울였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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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재생사업�「다시·세운�프로젝트」�착수

�서울시가� 1968년�지어진�국내�최초�주상복합타운

으로� 한때� 대한민국� 전자� 메카로� 불렸지만,� 지

금은�낙후되고�침체된�세운상가�일대를�사통�팔달�

보행�중심축,�창의제조산업의�혁신지로�다시�도약

시키기�위한�도시재생�사업에�착수한다.

�서울시는�세상의� 기운이�다시�모인다는�의미를�

담아�세운상가�재생사업을� 「다시·세운�프로젝트」라�

이름� 짓고,� 2월� ‘종로~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

를� 잇는� 1단계� 공공선도사업을� 착수하여� ’17년�

5월�준공할�예정이다.

�서울시는�작년� 6월�국제�현상설계�공모를�통해�

‘Modern� Vernacular(현대적� 토속)(이_스케이프�

건축사사무소)’를� 최종� 선정하고,� 상가별� 소유자·

임차상인�대상�주민설명회(17회),� 분야별�전문가�

설계자문단�구성·운영(4회)� 등을�통해�주민의견을�

반영해�지난� 12월�최종�설계안을�확정했다.�

<다시·세운�광장�조감도>

�특히,� 시는� 기존에� 계획했던�보행로�등�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심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제조업� 혁신이�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세운협업�지원센터’를�설립하고,� 성장

동력이�될�전략기관을�유치하는�등�정책적�지원도�

강화하기로�했다.

� 「다시·세운�프로젝트」의�주요내용은�➀다시� 걷는�
세운(보행� 재생)� ➁다시� 찾는� 세운(산업� 재생)�
➂다시�웃는�세운(공동체�재생)� 3가지다.
�첫째,� ‘보행� 재생’은� ▴종묘~세운상가� 구간에�
‘다시세운광장’� 조성(’16.10� 준공)�▴청계천� 상단에�
‘공중보행교’� 건설(’17.2� 준공)� ▴세운~대림상가�
구간� 데크� 정비� 및�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플렛

폼셀� 설치(’17.5� 준공)를� 단계별로� 추진해,� 입체

도시로서의�가치를�회복하는�것을�골자로�한다.

<공중보행로�조감도>

�또한,�시는� 2월�중으로�삼풍상가~풍전호텔~진양

상가(L=450m)� 입체� 보행축�조성을�골자로�하는�

‘2단계�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를�착수한다.� 3층�

데크가�철거된�삼풍상가와�풍전호텔�보행연계�방안�

등에� 대해� 소유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의견을� 면

밀히� 수렴해� 기본구상안을� 연내� 마련하고� ’19년

까지�사업을�완료한다는�계획이다.

�둘째,� 세운상가의� 잠재력과� 외부� 성장동력을�

연결해� 창의제조산업� 혁신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다시세운협업지원센터� 설립·운영(’16.�

11~)� ▴세운리빙랩� 시범운영(’16.5~10)� ▴전략
기관�유치(’16.2~)� 등을�시가�정책적으로�지원한

다는�계획이다.

�셋째,�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가� 실현될�

수�있도록�자생적�주민조직인� ‘다시세운시민협의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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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운영하고� ▴수리협동조합(’16.10)� ▴21C�
연금술사(’16.7)�▴세운상가는�대학(’16.4)� 등�역량
강화�프로그램�운영을�지원한다는�계획이다.

�아울러,�젠트리피케이션과�관련해서�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임대료� 분쟁� 등을� 조

정하고� 변호사·세무사� 등� 법률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 � 〔역사도심재생과� (02)2133-8498〕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종합관리�계획」�추진

�서울시가�급격히�노후화�되고�있는�시설물들에�

대한�선제적인�대응을�위하여� 「도시기반시설�종합

관리�계획」�용역을�실시한다.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의� 대부분은� '70년대� 경제

성장과�함께�조성되어�노후시설�비율이�점차�가속

화되고� 있으며,� 향후� 시설물별� 노후화� 위험도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10년�

후� 30년�이상된�노후시설�비율이� 50%이상을�차지

한다.

�시는�그동안�개별�유지관리�부서에서�관리하던�

시설현황을� 도시기반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설물� 손상� 위주의� 평가체계에서�

시설물�노후화에�영향을�주는�환경요인(온도,�강

설량,�중차량�등)과�기능성(이용량,�도로폭,�운송

능력�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평가할�수�있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정보를�지속적으로�DB화�하여�향후�최적의�

보수시기�및�적정�예산배분�등의�의사결정에�활용

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한다.

�이외에도� 시설물� 보강� 선진기술,� 생애주기� 기

반의� 예방적� 유지관리,�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모니터링�분석�

체계�등�도시기반시설의�장수명화를�위한�전략적�

추진계획을�수립하고,�안정적인�예산확보를�위한�

다양한�선진사례도�조사·분석할�계획이다.

�또한�도시기반시설�노후화에�대한�위험�가속도와�

재정한계�극복을�위해�서울시뿐만�아니라�국가와�

시민� 등� 범사회적인� 접근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시는�시민과�함께하는� ‘도시인프라�평가단’을�구성해�

운영하고,�이를�통해�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를�상시

적으로�평가하고�검증할�계획이다.

�또한�중앙정부,�국회의�재정·정책�제안�및�시민

홍보를� 위한� 근거자료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해�

3~4년� 주기의� ‘인프라� 평가� 리포트’� 발간계획을�

수립한다.�이를�통해�서울의�도시기반시설�실태를�

인식하고,�도시의�안전수준을�개선하여�시설물의�

안전성을�높여나갈�예정이다.�

� � 〔안전총괄과� (02)2133-8149〕

서울시,� ‘면목선� 경전철’� 새� 민자방식� 재추진

�서울시가�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경전철’(청량리~면

목역~중랑구청~신내동,� 총� 연장� 9.05km)을�새로운�민자

방식을�도입해�전면�재추진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적용하

기로�한� ‘수익형�민간투자�대상사업(BTO)’� 지정을�

취소하고,�기존�BTO는�물론,�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투자위험�분담방식을�선택

해서�사업을�제안할�수�있도록�사업제안서를�다시�

접수�받는다.

�민간투자�사업제안서는�기존�수익형�민자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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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은� 물론�

정부와�민간이�사업위험을�분담하여�사업하는�위험

분담형(BTO-rs� :� 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 손익공유형(BTO-a� :� 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등�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제안

할�수�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민간투자를�대폭�확대

하기�위해�민간�투자를�유인할�수�있는�위험분담형

(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을�확정했다.

�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운영에� 참

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투자위험분담방식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사업제안

서를�제출하면�된다.

�면목선�경전철은�서울�동북부�지역�교통�혼잡을�

해소하기�위해�추진되는�사업으로,�청량리(1호선)~

전농동~장안동~면목(7호선)~망우동~신내(6호선,�

경춘선)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9.05km에�

정거장�12개소가�건설될�계획이다.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사업부�(02)772-7151〕

서울시,� 2,840세대� ‘제로에너지빌딩’� 추진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4구역� 2,840세대� 아파트�

재개발�단지를�제로에너지�타운으로�추진한다.�초

대규모� 고층형� 아파트� 단지를� 설계단계부터� 제로

에너지빌딩으로�짓는�첫�시도다.

�시는� 아파트� 단지를� 냉·난방,� 조명,� 환기� 등� 생

활에�필요한�에너지를�자급자족하는�것을�목표로,�

단일건물이�아닌�대규모�공동주택으로는�처음으로�

에너지효율�최고�수준인�1+++�등급에�도전한다.

�아울러,�소규모�노후주택(41세대)을� 107세대�규모�

저층형�공동주택으로�재건축하는�천호동�가로주택

정비사업지에도� 제로에너지빌딩을�추진,� 용적률을�

상향해서�경제성을�확보하고�고효율�창호,�외단열�

등을�적용해�에너지�비용을�최대� 80%�절감에�나

선다는�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함께� ’14년부터� TF등� 협

업을�통해�이와�같이�대상지�2곳을�선정�완료하고,�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건물� 설계단계부터�

체계적으로�추진,�선도적�모델을�창출하고�제로에

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민간� 분야� 확산을� 유도

해나갈�예정이다.

패시브(Passive)

+

액티브(Active)

⇒

제로에너지빌딩

단열성능�강화
냉․난방�에너지사용량�

최소화

태양광,�지열�등
신재생에너지�적용

에너지�자급자족

�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GS건설)은�▴고
성능�창호�·�건물외피�▴단지용�건축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대규모� 단지에서� 경제적인� 지열�
냉난방�시스템�등을�도입한다는�계획이다.

�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동도연립조합·대림)은�

용적률�완화(200%→230%)로�층수를� 1~2층�높일�

수�있도록�인센티브를�제공해�경제성을�확보하고,�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시브

(passive)�건축�기준(외단열,�열교차단,�고효율�창호)�

등을� 준용해� 에너지� 비용을� 최대� 80%� 절감하는�

소규모�정비사업�모델을�제시할�것으로�기대된다.

천호동�가로주택�정비사업�조감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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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서울의�전체�에너지소비와�온실가스�배출의�

50%� 이상이� 건축물에서� 이뤄지고� 있고� 한번� 건

물을� 지으면�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는� 만큼,� 건

물의�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성능을� 높여� 온실가

스와�에너지�감축에�앞장서�나갈�예정이다.

�서울시는� ‘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업무협력�협약’

에� 따라�두� 대상지는�▴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설치비� 30~50%)� 우선지원�▴용적률� 15%� 상향�
▴세제감면� 등� 시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포괄
지원을�받게� 되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

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기술지원,�품질관리�등�체계적�관리와�지

원이�이뤄지게�된다.

� 〔건축기획과� (02)2133-7105〕

9호선�개화차량기지�유치선�증설�착수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열차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23선(6.1km)�증설공사를�1월�21일(목)�착수하였다.

�유치선은� 열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에�

두는� 선로로� 차량이� 추가� 투입되기� 시작하는� 8월�

전까지�궤도,�전차선,�신호�등�모든�시설을�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차량을� 조기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 차량과�

같은� 4량� 1편성의� 차량으로� 올�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1편성씩� 8편성(32량)을�투입한다.� 12월

말이�되면�지하철� 9호선은� 144량(36편성)에서� 176

량(44편성)으로�차량과�편성이�22%�늘어난다.�

� 2017년부터는� 6량� 1편성의� 차량이� 운영된다.�

2016년�말에�6량� 1편성의�차량이�시범적으로�반입

되고,�완성차�검사�및�시운전이�끝나면� 2017년�말

까지� 기존� 4량� 1편성의� 차량� 중� 16편성을� 2량씩�

늘려� 시범차량과� 함께� 6량� 17편성(총� 38량)을� 혼

잡도가�높은�급행열차에�투입,�수송량을�늘리고�혼

잡도를�더욱�낮출�계획이다.

�또는� 2018년� 완공되는� 지하철� 9호선� 3단계(잠실

운동장~보훈병원)개통을�대비하여�개통�전까지�기존�

4량으로�남아�있는�28편성을�모두�6량으로�늘리고,�

추가로� 6량� 4편성(24량)을�도입해�총� 80량이�추가�

투입될�계획이다.�이에�따른�차량구매가�금년� 5월에�

발주될�계획이며,�지하철� 9호선� 3단계�개통�시에는�

6량�49편성(총�294량)이�운행된다.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02)772-7241〕

서울시,� 「설비분야�설계·시공�개선� 사례집」�발간

�서울시가� 설비분야(기계·전기)� 설계� ·� 시공� 시�

흔히�발생하는�시행착오에�대한�시공�및�유지관리�

불편함을�해소하기�위하여,�현장위주의�개선사항을�

작성하여�사례집으로�발간하였다.�

�이번� 사례집은� 실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제�현장사례�위주의�사진,�도면�등�시각적�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사례분석�

및�개선대책을�제시하고,�법적�근거를�쉽게�확인

할�수�있도록�사례별�법령� ·�기준을�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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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사례집을�본청,�본부,�사업소,�자치구에�

배부하여�공사부서에서는�품질확보�및�안전을�위한�

자료로,� �유지부서에서는�효율적인�시설관리�참고

자료로�활용토록�할�계획이다.

�사례집은� 서울시� 건설� 홈페이지� 자료실

(http://infra.seoul.go.kr)에서도�확인할�수�있다.�

� � �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3〕

서울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서울시는� ’15.12.30.� 개정된(’16.3.1.시행)� 국토

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의� 시행에� 따라� 「서울시� 건설기술용역

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2016.3.1.�공고분부터�적용한다.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공통(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자)�적용>

ㅇ�평가�제출서류�종류(국토부�기준�적용)

현� �행

‣
개� �정

평가제출�서류�

서면(인편�등)�제출

�서면�외에�전자문서�형태

�제출�가능

ㅇ�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가점� 항목� 신설 (국토부�

기준�적용)

현� �행

‣

개� �정

신�설
�건설기술자�신규고용율에�따라�가점�부여

� -� 1%이상� :� 0.1점

� -� 2%이상� :� 0.2점

� -� 3%이상� :� 0.3점

<설계�등�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ㅇ�용역수행실적,�신용도�평가�발급�서류�지정

� � � (국토부�기준�적용)

현� �행

‣

개� �정

국토부� 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전문기관,�

해당� 용역발주청의� 확인

서류로�평가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수탁기관�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이�

발급한�확인서를�제출받아�평가

� -’14.5.23.� 이후� 계약된� 용역

에�한함

�※14.5.23.�이전의�경우�현행�동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ㅇ�건설사업관리�경력�인정�항목�추가(국토부�기준�적용)

현� �행

‣

개� �정

�신설(항목추가)�

�건설사업관리경력�인정�항목�추가

�-�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에�따른�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중�

외국정부�및�공공기관에서�

발주한�건설사업관리�및�감리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건설� 홈페이지� 자료실

(http://infra.seoul.go.kr)에서�확인할�수�있다.�

� � �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2〕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도로�지하부분�보상에�대한�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고� 도로� 건설

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6년� 2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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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받는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구분지상권의�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 여유폭(양측� 각각� 0.5m)을� 합한� 폭과� 시

설물�연장에�수직으로�대응하는�면적으로� 함

○� 구분지상권의�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

터� 지하� 시설물� 상단과� 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로� 정하되,� 보호층은� 상단과� 하단

에� 각각� 2차로는� 6m,� 3차로는� 6.5m,� 4차로는�

7m로�하며�개착구조물은�0.5m로�함

○� 지하부분�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은� 「철도건설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규정에�따름

○� 안�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의�

안�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토지의�

적정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함

�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현행� 태양에너지설비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분산전원(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설비는� 제외

되어�있어�이를�점용허가�대상에�포함하여�규제를�

개선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6년� 2월�

11일까지�의견을�받는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분산전원설비를�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기준으로�

점용허가� 대상에�포함(안�제22조제1호)

�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51〕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하천�및�하천시설의�안전성을�확보

하고�하천정비의�효율성�제고를�위해� 「하천법」(법률�

제13493호,� ’15.8.11� 시행)�제13조에�따라�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기� 위

하여� 「하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6년�2월�13일까지�의견을�받는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하천의�치수계획규모� 규정(안� 제2조)

� ㅇ�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는�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하여� 적용토록�

규정

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산정� 방법� 규정(안�

제3조,� 제4조)

� ㅇ� 계획홍수량은�홍수조절계획,�유역개발계획,�기본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유역전체에� 대해� 일관성�

있게�산정하도록� 규정

� ㅇ� 계획홍수위는� 하도형상,� 지류배수,� 내수배제,�

하천횡단구조물,� 만곡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다.� 하천� 종단,� 평면,� 횡단구조� 계획수립� 원칙� 규정

(안� 제5조~제7조)

� ㅇ� 하천은� 가급적� 자연적� 형상이� 유지되면서� 계획

홍수량이� 안전하게� 소통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도록� 규정

� ㅇ� 계획하폭은� 기존� 하도�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하천이용계획을�고려하여�결정하되,� 가급적�

넓게� 확보하도록� 규정

라.� 제방,�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수문� ·�

통문,� 내수배제시설,� 방수로,� 저류지� 및�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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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지,�하구시설,�여울과�소,�친수시설�등�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등을�

규정(안� 제8조~제20조)

� �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8〕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15.12.29,� 공포� 후�

6개월�경과�후� 시행)에�따라�주택사업�시�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기부

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관한�운영기준을�마련하기�위하여� 「주택건설

사업�기반시설�기부채납�운영기준」�제정안을�행정

예고하고� ’16년� 2월�19일까지�의견을�받는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운영기준의� 적용대상�및�운영방향

�ㅇ�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에�적용�

�ㅇ�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은� 본� 운영기준을� 적

용하여� 기부채납�부담수준을�결정

�ㅇ� 공공성� 확보,�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며,� 해당� 주택

건설사업과�무관한�기부채납�요구를�금지

� � -� 부담수준� 결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용적률을�보장

나.� 기반시설�기부채납�부담기준

�ㅇ�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주택건설사업은�

해당�사업부지� 면적의�8%�이내로�함

� � -�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의� 50%� 내

에서� 상향�가능

�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을� 그�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최고부담

률에� 10%p�추가

� � -�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승인(지정)

권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

려하여�별도의�기준을� 정하여�적용�가능

다.�기반시설� 설치기준�등

� ㅇ� 부지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사업에� 필수

적인� 도로·공원·녹지·주차장은� 부지� 및� 시설을�

함께� 기부채납� 가능

� � -� 그� 밖의� 시설(광장,� 공용의� 청사,� 교육·문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설치비용에�

상응하는�가액의� 부지제공으로� 인정

� ㅇ� 기반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

부지는� 개발사업� 대상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그�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계획

� ㅇ� 승인권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기부채납�

외에�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추가로� 요구

할� 수�없도록� 제한

�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16년�1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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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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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차�한남대교(상류교)�정밀안전진단심의

○�신축이음장치가�있는�교면상에서�유입되는�우

수와�제설재에�의한�염화물�침투로�인한�교각�

기둥부의�측면�균열�및�파손,�철근부식�발생에�

대한�단면복구방안에�대해�구조적�안전성�확보�

등을�위하여�보수범위,�방법�등을�구체적으로�

보고서에�수록할�것

○� 본교� 교각(P7)과� S7경간� G-1거더와의� 유간�

부족(3mm미만)으로� 적정� 유간� 확보를� 위한�

거더�절단에�대한�방안(거더절단�범위�및�방법,�

개략도면,�유의사항,�필요성�등)을�구체적으로�

보고서에�추가�보완할�것

■�제190차�필운대로�지하주차장�및�보도환경개선

사업�기본·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필운대로�상의�거주자우선�대체주차장�확보�및�

역사문화� 거리조성을� 위한� 보도환경개선� 등�

사업특성을�고려하여�교통량�및�교통시설조사,�

향후�주차�수요현황,�역사문화거리�보행자�이동

동선�분석�등�과업내용을�보완할�것

○�지하주차장�관리�및�이용자�편의를�위한�주차

관리시스템(관리실,�정산소�등)�관련하여�과업

내용서를�보완할�것�

○�가시설�설계�관련하여�공사�중�가시설�계측계

획을�반영하여야�하고,� 필요한�계측항목에�대

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계획서를� 제출

하도록�하고�공사기간에�따른�임시�가시설인지,�

영구�가시설�여부를�구분하여�제시토록�할�것

■�제191차�잠원고가교�정밀안전진단심의

○� 동적재하� 고유진동수� 분석에서� FFT� 해석과�

고유치� 구조해석� 결과를� 비교해야하나� 질량

참여율에�대한�해석치가�상이하며�FFT�해석시�

크고�작은�이유를�구체적으로�정리‧보완할�것
○�본교는�노면수가�모이는�구조로�되어�있어�누수

보수대책�방안�중�단기대책(유도배수관�설치)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도면화� 하고� 누수현황을�

도면으로�작성하여�보고서에�추가�보완�할�것

■�제192차�원효대교�정밀안전진단심의

○� 본선� 교량의� 처짐은� 추가� 하중(강선보강,� 재

포장,� 중앙분리대� 설치� 등)� 및� 건조수축,� PS�

강재의� 릴렉세이션�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 하였으나,� 처짐량� 증가에� 따른� 이력� 및�

형상관리�방안(점검�위치‧주기‧방법�등)을�수립
하고� 기존� 수집자료와� 금회� 측정결과를� 파악�

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보고서에�기록�할�것

○� 재하시험을� 남단� 접속교� 구간만� 수행한� 것은�

전체�교량을�대표하기에�미흡하니,�차기�진단

시에는� 본교� 구간에서� 대한� 재하시험이� 실시�

될�수�있도록�보고서에�기록�할�것

■�제193차�올림픽대교�정밀안전진단심의

○�사장교� PSC�박스�거더�내부의�케이블�정착구�

누수와�부식에�대해�누수�증가원인을�분석하여�

손상�보수방안(보수방법,�보수개요도)�및�대책�

등을�구체적으로�보고서에�수록할�것

○� 사장교� 구간� 정착단� 앵커블럭� 보강빔에� 대한�

준공도면이� 없다면� 보강모식도라도� 작성하여�

이력�관리가�될�수�있도록�보고서에�수록�할�것

■�제194차�도로포장�상태조사�및�분석�용역발주심의

○�도로동공�의심구간에�대한� ‘도로포장�시추‘�과업을�

보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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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동공� 의심구간에� 대한� 하부상태� 검토를�

수행하기�위하여�최소구간�선정

○� ‘결함의� 종류’에� 굴착복구� 구간의� 경계면에서�

균열과� 단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굴착복구� 구

간을�별도의�결함으로�분리할�수�있도록�검토

○�LTTP�구간�선정�시�도로등급,�포장재료,�형식,�

재령�외에�교통량과�차량이용�특성에�따른�순환

도로,� BRT,� 교차로,� 정류장,� 간선도로� 등을�

고려할�것

○�조사과정�및�평가결과�활용�시�아래사항을�고려

할�것

� � -�포장상태�이력관리�및�자료의�신뢰성�확보를�

위하여�조사구간에�대한�포장보수�이력�기록관리

� � -� 도로포장상태� 조사자료는� 연구자� 및� 관리자

들에게�공유�방안�마련

○�과업내용서는�일반사항,�과업항목별�계획,�조사,�

분석,� 평가업무,� 성과품작성,� 성과품� 납품� 순

으로�계약상대자가�이해하기�쉽도록�구성체계를�

보완하고�용역감독,�하도급사항,�과업내용�변경,�

성과품�작성�등�과업수행에�필요한�내용�보완

할�것

� � -�서울시�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참고

■�제195차�포장도로�유지보수기법�및�적용기준�

개발�용역발주심의

○� 버스전용차로� 파손에� 대한� 파손� 주요인� 분석�

수행을�과업내용서에�추가할�것

� � -�버스전용차로�지지력�향상�계획�수립

� � -�주요�결함지역�파손�주요일�분석

� � -�버스전용차로에�적합한�고내구성�포장재료�

검토�및�분석

○� LCC분석에�따른�교통량�및�환경�조건에�따른�

공용성�모델을�제시할�것

� � -�소성변형�및�피로균열�모델

○�과업수행에�따른�안전관리계획을�추가할�것

○�노면파손상태�조사분석,� FWD조사�및� DB구축�

등� 품질시험소에서� 직접수행하거나� 자료제공�

목록을�구분하여�별도로�제시하고�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과업항목을�명확하게�제시할�것

� �

■�제196차�지역형�소규모�수처리시설�설치�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발주심의

○�제2장� “2.1.3�국내외�사례조사”에� ‘지상이�공원�

및�체육시설로�조성된�사례조사시�악취발생여부,�

탈취방법,� 주민(이용객)들의� 만족도� 정도� 및�

냄새민원여부�등을�조사하여�도입시설�검토시�

참고할�수�있도록�제시하여야�한다.’의�내용을�

추가할�것

○� 제2장� “2.4.2� 하수처리� 시설물� 계획� (5)조경

계획”에�수처리시설의�지하화가�필요할�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부활용계획을� 제시토록� 내용을�

추가할�것

○�제2장� “2.4.4�악취�발생�및�처리방안”을�만들어�

악취발생에� 따른� 대안� 마련의� 검토가� 이루어

질�수�있도록�제시할�것�

○�경제성평가는�지역형�소규모�수처리시설�설치에�

따른� 광역처리장� 오염부하경감,� 물순환시스템�

구축효과,�친수공간제공에�따른�주민�편익제고�

등을�감안한�평가를�실시할�것

■�제2차�양재대로�녹지연결로�조성�기본�및�

실시설계심의

○�교량�상부의�성토로�양측�사면의�연결�및�경사�

등이� 형성되고� 배면토가� 교대에� 반무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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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으로� 작용하는� 등� 일반교량과� 다른� 하중

조건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초의�지지력�산정을�위한�토질정수,�배면�채움

채의�강도정수�등을�결정할�것

○�교량�인양�및�거치와�관련된�시공계획은�부재의�

하중과� 크레인� 용량의� 여유율,� 필요� 이동� 및�

조정·회전범위,� 교통통제� 및� 처리대책� 등을�

감안하여�안전확보를�최우선으로�재검토할�것

○�경사지에는�관목식재를�추가하고�동물이동구간과�

보행동선�구간에�대하여는�식재밀도를�조정토록�

하고,� 미관과� 시야확보,� 생육여건� 등을� 고려

하여� 스트로브잣나무� 등에� 대한� 수종� 배치를�

재검토할�것

○� 보행로� 구분을� 위한� 팔각울타리와� 관련하여�

동물이동로� 측의� 마운딩� 여건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인지를� 위한� 높이로� 조정하는� 등�

보행로�양측의�울타리�필요성에�대하여�재검토

하여�설계를�보완할�것

○�시설물�설치�후�유지관리단계에서�동물이동의�

확인�등에�필요한�감시시설�등에�대해�검토하여�

반영하고�생태측구는�목표종을�고려하여�설치

여부를�결정할�것

■�제3차�수유6배수지�건설공사�기본�및�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설계�시�고려�사항

� -�급수계통에�영향을�줄�수�있는�요소들을�구체적

으로� 나열하고� 급수에� 지장이� 생길� 시,� 공급

계획�또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여야�한다.�

� -�배수관이�절점�생성이�안�되고�지나가는�고지대

(관말)� 구간에서� 관망해석� 자료에는� 출수불량�

및� 수압� 부족이� 없으나,� 실제로는� 출수불량�

및� 수압�부족이�발생할�수� 있으므로�관말�고

지대(임계지점)의� 지반고를� 고려하여� 적정수

압을�확보하도록�관망�해석하여야�한다.� �

� -� 콘크리트� 방수‧방식� 적용을� 위한� 상세한� 비교�
검토를�시행하여�적용해야�한다.�

○�가설구조물�구조검토

� -�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제5항에�따른�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시행할�것(다만�현장여건�및�자재�

등의�변동�가능성이�높은�비계,�거푸집�및�동

바리는�개략�구조검토�시행�가능)

� � � � ‧ 높이가� 31미터�이상인�비계,�높이가� 5미터�
이상인�거푸집�및�동바리�

� � � �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 � � ‧ 공용되는�가설교량�및�노면복공�
� � � � ‧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제4차�우면산가압장�급수체계�개선�기본�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송·배수�계획�및�시설검토

� -� 송‧배수�관로의�경제적인�관경을�비교검토하고�
장·단점�및�경제성을�비교�검토할�것

� -� 송‧수관로의� 매설을� 위해� 매설깊이,� 장비� 및�
차량� 하중�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공

법의�비교�검토�후�최적의�가시설�공법을�제시

할�것

○�설계�시�고려�사항

� -�방수방식�공법은�초기공사비와�유지보수비�등의�

LCC측면을�고려하여�최적의�공법을�선정하여�

적용하여야�한다

� -� 가압장,�배수지,�상수관망을�포함한�상수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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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및�유지관리시의�에너지절감방안을�고려

하여�설계에�반영하여야�한다

� -�원활한�교통소통과�교통안전을�위하여�안전시설

(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설

계에�반영하여야�한다.

■�제5차� 「영동대로�지하�통합역사�및�지하공간개발」

을�위한�개발계획�수립�용역발주심의

○�본�과업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는�기본구상�

용역의�검토�및�분석�등�활용방안을�과업내용에�

검토�추가할�것�

○�개발비용�및�편익분석에서�단계별�개발에�따른�

매몰비용�추정�및�최소화�방안을�제시할�것

○�과업내용�중� ‘3.�투자심사에�필요한�자료�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타당성조사� 자료작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문구를�의사전달이�명확

하도록�수정할�것

○�계약상대자는�과업�수행중�발생하는�관계기관과�

협의사항,�발주기관의�지시�및�조치사항�회의록�

등�과업�추진과정�상의�주요내용을�문서로�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성과품�보고서�부록에�포함

시키도록�할�것

■�제7차�물재생센터�에너지�종합계획�수립�용역

발주심의

○�과업내용�기본사항에�국내․외�물재생센터의�대표적인�
재생에너지�활용사례�조사�항목을�추가할�것

○�물재생센터�에너지�사용실태�파악에� ‘가스,�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분석’과� ‘악취방지

시설�운영효과�대비�에너지사용량�분석’� 내용�

등을�추가할�것

○�물재생센터�에너지�손실�분석�사항�중�주요장비�

형식별� 손실요인� 파악에� 펌프,� 압축기� 등을�

추가할�것

○�하수의�잠재에너지�분석�평가에� ‘유입수�계절별,�

월별,� 시간대별� 특성분석’과� ‘시스템� 구성,� 장

단점� 등을� 고려한� 활용방식� 분석’� 내용� 등을�

추가할�것

○�과업의�일반지침에�주요업무의�사전승인,�용역

수행자의�교체,�자문�및�결과의�반영�내용�등을�

추가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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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보� 브래킷을� 이용하여� 단위유닛� 상호간을� 연결플레이트와

고력볼트로� 접합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제770호)

(보호기간� :� � 2015.� 07.� 08.�˜� 2020.� 07.� 06.)

1.�신기술의�내용

� �가.�신기술의�범위�및�내용

� � � � �이� 신기술의� 단위� 유닛은� 기둥,� 바닥보,� 천장보로� 구성되는� 3차원� 철골� 모멘트골조� 형식으로,�

단위�유닛의�천장보는�양단부�브래킷과�핀접합�중앙부�보로서� 2개의�단면으로�구성되고,�바닥보�

단부와�천장�단부�브래킷은�스티프너로�보강되어,�단위�유닛�상호간이�수평�및�수직�연결플레이

트와�고력볼트로�접합된�철골�모멘트골조�모듈러�공법이다.

� � � � � � � � �

� �나.�신기술의�시공절차�및�방법

� � � � (1)�시공�절차�및�방법

<그림� 1.�신기술�시공절차�및�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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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구성�개념도

� � �

� 2.�국내외�건설공사�활용실적�및�전망

� �가.�활용실적

� � � � �ㅇ�공사명� :�모듈러�실증주택�건립공사

� � � � � � � -�공사기간� :� 2013.� 07�∼�2013.� 09

� � � � � � � -�총공사비� :� 1.9억원

� � � � � � � -�신기술�공사비� :� 0.4억원

� � � � � � � -�발주처� :�현대엔지니어링(주)

� �나.�향후�활용전망

� � � � �최근의�건설�산업은�숙련공�부족�및�전문�인력의�고령화,�인건비�상승으로�인한�건설�원가�상승�등

으로�기존�건설�시장을�대체하는�새로운�패러다임�형성이�필요한�시점이며,� 건설�행위에�대한�분쟁�

증가,�지구�이상�고온화�현상에�따른�현장공사�불능일수가�증가하여�공장생산�방식을�기본으로�하는�

급속시공�건설기술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 � � � �영국은�전후�복구를�위해�최초로�모듈러�공법을�상업적으로�적용하였으며,� 90년대�이후�엔지니어링�

기술�향상과�더불어�시장이�성숙기에�접어들었다.�영국에는�2007년을�기준으로�약�4.2조원�규모의�모

듈러�건축�시장이�형성되어�있고,� 2009년�기준�세계�최고층�모듈러�건축물인�25층�규모의�대학�기숙

사가�준공되었다.�영국�외에도�유럽의�모듈러�업체들은�진보된�기술력을�바탕으로�모듈러�공법을�이

용한�해외수출실적을�다수�보유하고�있으며�러시아�지역의�병원,�자원개발지,�초고층�모듈러�건축�등

에서�압도적�실적을�보유하고�있다.



- 21 -

� � � � �미국은� 2011년�기준�약� 5.5조원�규모의�모듈러�건축�시장이�형성되어�있고,� 의료시설,�대학기숙사,�

제조시설,� 저층건물,� 공공건물�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뉴욕� 맨하탄에� 모듈러� 숙소가�

공급되었고,�모듈러�공법을�이용한�세계�최고(最高)의�32층�건축물이�시공�중에�있다.

� � � � �국내�모듈러�건축�시장규모�조사�자료(2003∼2010),� 영국�모듈러�건축�시장규모�조사�자료(2003∼

2007),� 2020년�국내�건설시장�규모�예측�자료를�바탕으로,�Bass�모형과�ARIMA�모형을�사용해�모듈러�

건축�시장을�예측해본�결과,� 2020년에는�최소�약� 9,400억원,�최대�약� 2.56조원의�시장을�형성할�것

으로�추정된다.

3.�기술적� ․ 경제적�파급효과
��가.�기술적�파급효과

�� � � (1)�국내외�기술과�수준�비교

� � � � �기존� 모듈러� 구조� 시스템의� 경우� 바닥보와� 천장보가� 유사한� 크기의� 단면을� 적용하고� 있으며� 단위�

유닛�간�접합에�대한�성능�검증이�미흡하여�내진성능이�불명확하다.�또한�구조설계�시�슬래브의�강막

작용을�고려하는� 경우� 천장보의�강막작용에� 기여도가�불명확하다.� 신기술은� 기존의�모듈러�구조�시

스템에서�사용되는�볼트체결구를�제거하여�단면결손을�없앴으며,�시공에�있어서도�보�플랜지�위에서�

전공공구로�고력볼트�접합함으로써�볼트표준장력도입이�용이하다.� 모멘트�접합의�접합성능이�확보된�

접합부는�충분한�횡강성을�발휘할�수�있으므로�이에�따른�별도의�내진장치가�필요�없으며�시공�또한�

매우�간편한�기술이다.� � � � �

�이�신기술은�국내�특허등록�3건�및�특허출원�2건이�완료된�기술로서,�기술적�자립성을�확보하고�있고,�

단위�유닛�간�접합부�성능은�반복재하인증실험을�통해�정량적으로�평가되었다.�또한�건축구조기준에서�

제시하는�철골�특수모멘트골조�수준의�내진성능을�만족하고�있음을�실증적으로�제시하였다.

� � � � (2)�건설시장에�미칠�파급효과

�� � � �이� 신기술은� 기숙사,� 호텔,�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재해구호주택을� 포함한� 임시주거시설� 등에�

적용이�가능하고,�특히�고층�모듈러�건축기술의�핵심기술이자�순수�국내기술로서,�국내외�고층�모듈러

건축�시장�진출을�위한�기술경쟁력을�제고시킬�것으로�판단된다.

� � � � (3)�국내외�기술�대비�경쟁력

� � � � �국내외�특허�및�문헌�조사결과,�이�신기술과�유사한�기술은�조사되지�않았으며,�단위�유닛�간�접합

부에� 대한� 반복재하인증실험을� 통해� 건축구조기준에서� 제시하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수준의� 내진

성능을�만족하고�있음을�실증적으로�검증한�세계�최고�수준의�기술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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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제적�파급효과

�� � � (1)�설계단가

○�골조�공사비� (단위�유닛�3(가로)� x� 6(세로)� x� 3m(높이),� 3층�규모�기준)

(단위� :�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순공사원가 총�원가

82,035,167 41,887,831 29,256,955 156,179,953 174,421,087

� � � � (2)�공사비

�

� � � � � �

� � � � (3)�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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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유지관리비

� � � � �이� 신기술은�완전강접합의�구현으로,� 기존기술과�달리�브레이스와�같은�횡력저항요소가�최소화되어,�

유지관리�개소가�감소된다.� 이� 기술을�적용한�모듈러�건축물의�전� 생애주기�유지관리�비용은�일반

건축물과�동일하나,�단위�유닛�간�접합�상세�및�방법의�차이로�기존�모듈러�공법�대비�유지관리가�보다�

용이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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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무총리실의�정강정책에�따르면�녹색성장시대�대응� Zero� Emission� 건설�기술개발을�목표로�한다.�

이에�이�신기술은�공장제작이�주를�이루는�모듈러�건축기술로�건축�구조체�및�부품의�재활용�및�재

사용을�기본�개념으로�설정하고�있어�건축�폐기물을�최소화�할�수�있는�자원순환형�건설이�가능하다.

� � � � �모듈러�공법�적용을�통한�해외시장�기술경쟁력�강화�및�해외�수주의�수익구조�개선이�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모듈러�공법의�해외수출을�통해�국내�건설인력�고용창출�및�수많은�건설�자재의�시장�확

대의�기대도�가능하다.

� � � � �도심지�소형�주택수요가�발생하는�지역에�중고층형�모듈러�건축물을�통해�주택�공급,�재건축/재개발

/자연재해�등으로�인한�지역적�임시수요에�대응�가능한�이동형�모듈러�주택�공급�가능,�극한지,�극서지�

및�분쟁지역�등의�해외�주거시설�및�자원개발,�건설�등을�위한�노무자�숙소�공급사업에�활용�등�사회

적인�필요를�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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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제771호)

(보호기간� :� � 2015.� 07.� 14.�˜� 2020.� 07.� 13.)

1.�신기술의�내용

� �가.�신기술의�범위�및�내용

� � � � (1)�범위

� � � � �충전식� 4색도료를� DOT� 분사하는�프린터를� 원격으로�제어하여�대형이미지를�분할�출력하고,� 3방향�

이동이�가능한�헤드부의�변위추종기능으로�비정형구조물에�도막을�형성하는�도장로봇을�사용하는�건설

공사�자동화�도장공법

� � � � (2)�내용

� � � � �이�신기술은�원격제어가�가능한�도장로봇을�이용한�건축물�도장공법으로�대형이미지�실사도장이�가능

하고,�비정형�구조물에도�도장�가능한�건축물�도장공법이다.

� � � � �이미지를�편집하는�편집스테이션,�지정된�이미지를�그리기�위하여�벽면에�도료를�분사하는�프린팅

스테이션,�도장로봇을�지정된�시공위치에�양중·고정하는�양중스테이션으로�구성되어�있다.

� �나.�신기술의�시공절차�및�방법

� � � � �아트봇�공법은�발주자가�원하는�이미지를�안전하고(안전성),� 신속하고(시공성),� 정확하고(품질),�저렴

하게(경제성)�그리는�도장공사용�로봇을�이용한�건설공사�자동화�도장공법이다.

       

[아트봇�시공�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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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봇�프린팅�스테이션 아트봇을�이용한�벽화�시공

1.�곤돌라�고정 2.�프린터�조립

3.�프린터�위치�잡기 4.�도료�분사

5.�작업�완료 6.�장비�반출

곤돌라�사용�시�시공절차

1.�크레인�고정 2.�프린터�조립

3.�프린터�위치�잡기 4.�도료�분사

5.�작업�완료 6.�장비�반출

크레인�사용�시�시공절차

2.�국내외�건설공사�활용실적�및�전망

�가.�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규모(㎡) 공사비(천원) 비고

1 중동교�교량�하부�색채경관�시범�사업 대구시청 234 � 8,985�

2 동도중학교�옹벽�벽화�사업 대구수성구청 290 � 12,611�

3 지산�영남아파트�옹벽�벽화�사업 대구수성구청 278 � 10,310�

4 보성스타팰리스�아파트�그래픽�공사 관리사무소 136 � 11,105�

5 만촌�초등학교�동편�옹벽�디자인�사업 대구수성구청 363 � 12,863�

6 도시철도3호선�주변경관�벽화조성 대구서구청 100 12,584

7 원대금류타운�벽화조성 대구서구청 300 14,410

8 궁전맨션�경관�개선�사업 대구수성구청 750 55,000

9 농수산도매시장�벽화�사업 대구북구청 150 17,475

10 범물�용지아파트�경관�개선�사업 대구도시공사 883 9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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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향후�활용전망

3.�기술적� ․ 경제적�파급효과
� �가.�기술적�파급효과

� � � � (1)�국내외�기술과�수준�비교

항목 신기술 수작업

공사기간�비교
총� 5일�소요(1개동� 2.5일�작업) 총� 50일�소요(1개동� 1팀(3명)씩,�총� 2팀(6명)�투입)

벽화의�시공난이도가�높을수록,�벽화의�묘사가�정밀할수록�공기단축�효과는�더욱�크다.

시공성

비교

신기술� 4단계 수작업벽화� 8단계

-�노무�투입�저감� :�수작업벽화에�비해�노무투입량� 1/10에�불과

-�조색작업�불필요� :�충전식�CMYK�도료�사용

� � � � (2)�건설시장에�미칠�파급효과

� � � � � �공동주택�외벽�그래픽공사는�신규공사와�재도장공사가�연간�약� 600억원�정도�발주된다.�특히,� 재

도장공사�시장규모는�지속적�증가추세이며�그래픽공사의�자동화기술은�경제적으로�충분히�타당하다.�

신기술은�공사기간이�짧고,�공사비가�저렴하며,�발주자가�원하는�이미지로�또�하나의�진본을�만들어

줄�수� 있는� 실사도장공법으로� 기존� 수작업� 벽화공사에� 비해� 공사비를� 70%� 이상� 절감할�수� 있고,�

공사기간은�최대�90%까지�단축�가능한�첨단�공법이다.

� � � � � �또한�원격조정으로�운용하기�때문에�인력에�의한�고소작업이�없어서�추락에�의한� 인사사고�발생

소지를�제거할�수�있다.�신기술은�공동주택�외벽�그래픽공사�뿐만�아니라�도시디자인사업,�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상업시설� 인테리어사업�등� 다양한� 건설공사에�활용가능하며�추후� 전망은�밝다고�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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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국내외�기술�대비�경쟁력

� � � � �현재는� 수작업으로� 하는� 그래픽� 공사� 및� 벽화시공� 방법이� 유일한� 선행기술이다.� 산업재산권�

검색을�통한�선행기술은�있지만�이는�순수하게�공법�개념만을�가진�특허�일뿐이다.�그�공법들의�

개념� 역시� 신기술과는� 상이한� 기술이며� 실제로� 실현하기는� 곤란한� 개념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계화,�로봇화를�이용한�그래픽�작업�및�실사도장�작업용�로봇이�개발된�사례가�없다.�외국에서�

로봇을� 이용한� 분사방식의� 도장� 기술은� 있으나,� 이는� 단색도장을� 위한� 기술이다.� 실사와� 같이�

표현�한계가�없는�그래픽�작업이�가능하도록�로봇화가�구현된�구조물�도장�기술은�선행기술에는�

없는�독창적인�기술이다.

� �나.�경제적�파급효과

� � � � (1)�설계단가

품��� � � � �명 규격 수량 단위
직�접�비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아트봇�곤돌라�공법 - 1 �㎡� � 37,551� � 26,626� � 28,283� � 92,460�

아트봇�크레인� �공법 - 1 �㎡� � 37,551� � 20,492� � 23,998� � 82,0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공사비�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량� 120㎡,�단위:�원)� �

도장공법
직접비

간접비 합계 비율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아트봇�공법 4,506,120 3,195,120 3,233,520 10,934,760 3,262,240 14,197,000 1.00

수작업�벽화�공법 1,599,960 60,000,000 2,400,000 63,999,960 17,644,603 99,425,000 4.75

�

� � � � (3)�공사기간

� � � � � � �신기술은�수작업벽화에�비해�공기단축효과가�매우�크다.�벽화의�시공난이도가�높을수록,�벽화의�

묘사가�정밀할수록�공기단축효과는�더욱�크게�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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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사기간 비율 비고

신기술
5일

� 1.0

수작업�벽화
50일 � 150일� (3인� ×� 50일)

10.0

[공사기간�세부�비교]

공종 구분
기간(일)

비고
1 2 3 4 5

신기술
A동 벽화�시공

B동 벽화�시공

공종 구분
기간(일)

비고
10 20 30 40 50

수작업
벽화

A동 스케치 바탕칠 세부묘사

B동 스케치 바탕칠 세부묘사

� � � � (4)�유지관리비

� � � � � � �신기술은� 원격제어� 도장로봇을� 사용하여� 실사도장을� 하는� 도장공법이다.� 벽화의� 수명은� 바탕면�

처리상태,� 도장재료,� 도장방법� 및� 도장� 후� 유지관리�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신기술은� 도장공사의�

여러�공종�중�도장방법에�대한�기술이다.�도장공사의�다른�공종이�동일한�상태라면�도장방법을�달리

한다고� 해서� 특별히� 도장결과물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기술의� 최종결과물의�

유지관리비용은�특별한�외부조건의�변화가�없다면�기존�수작업벽화의�유지관리비용과�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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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제적�효과� :�공사비�및�유지보수비�절감,�디자인�개선으로�건물가치�상승

� � � � �•�사회적�효과� :�안전사고�발생위험�감소,�좋은�이미지를�제공하여�심미감·안락감�조성,� IT산업과의�

융·복합에�의한�새로운�일자리�창출,�건설산업에�대한�긍정적�기대감�유발

� � � � �•�환경적�효과� :�다양한�디자인�적용을�통한�도시미관�개선,�프린팅�기술에�의한�도료비산�최소화를�

통한�환경개선,� 원격제어에�의한�작업자�환경�개선,� 잔여도료의�자동수거에�의한�

환경오염�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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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고속도로� 신재생� 전력� 생산�

프로젝트

�

ESPHERA�프로젝트

�현재�스페인에서는�도로의�상황을�고려하여�도로�

위에서�에너지를�생산하고�수확할�수�있는�기술과�

시스템을�연구하고자�ESPHERA�프로젝트를�진행하고�

있다.�

� ESPHERA� 프로젝트란� Estudio� de� Sistemas� de�

Producción� y� Harvesting� de� Energías�
Renovables� en� Autopistas의� 약어로� 고속도로의�

재생� 에너지� 수확과� 생산을� 위한� 시스템� 연구를�

의미하며,� 사라고사� 대학(Saragossa� University)에�

속해�있는�연구센터인�CIRCE와�스페인의�건설회사인�

Ferrovial,� CI3(Center� for� Intelligent� Infrasture�

Innovation)가�공동으로�수행하고�있다.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ESPHERA�

프로젝트는� 여러가지� 재생가능� 에너지를� 도로에�

통합할�수�있는지�그�실현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

수행되고�있다.�

�한편,�여러�가지�기술에�대한�이론적�분석을�수행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나�조명시스템�등에�사용할�수�있는�지속가능한�

전기에너지�자원을�도로가�스스로�생산할�수�있도록�

도와준다.

�지난해�9월�말�프로젝트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고속도로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통해� 전기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기상� 변수를� 고려한� 이론적� 모델을� 공식화

하였다.�또한�에너지�기술을�적용하기�위해�경제성,�

효율성,�지속가능성과�환경에�미치는�영향�등�모든�

요소들이� 고려되었으며,� 설치의� 용이성과� 작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 작업시간,� 기술적� 준비와� 같은�

부분들까지� 고려해� 가장� 유망한� 기술들을� 후보군

으로�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프로젝트�연구진은�태양광�발전,�풍력,�

지열과�같이�현재�구축된�재생가능�에너지원에�대한�

분석방법�뿐만�아니라�더�혁신적인�시스템인�액체의�

움직임에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SRECC,� 고속도로�

표면의�열전도를�이용한�시스템,�바람의�진동에�의한�

전기에너지를�생성하는�VORTEX,�과속방지턱�구조를�

이용한� i-Bump�등�다양한�신기술에�대해�조사�및�

분석을�수행하였다.�

� VORTEX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망한� 기술인� VORTEX는�

스페인의� 기업인� 보텍스� 브라드리스(Vortex�

Bladless)가�개발하였다.

�VORTEX는� 풍력발전기1)의� 유형이지만� ‘날개� 없는�

풍력�발전기’의�형태로�긴�막대�한�개가�흔들리면서�

전기에너지를�생성하는�새로운�모델이다.� 1940년에�

미국의� 워싱턴� 주� 타코마� 내로스� 브릿지(Tacoma�

Narrows� Bridge)의� 붕괴사건에서� 영감을� 얻게� 되

었다.�

�이는� 개통� 후� 4개월� 만에�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소용돌이가�거대한�진동을�일으켜�교량이�붕괴

되었고�이�진동을�일으키는�작용에서�시스템을�착안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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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되었다.�공기�소용돌이의�진동으로�다리를�파괴

할� 만큼� 에너지� 생성이� 가능하다면� 반대로� 이를�

제어할� 경우� 막대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전환으로�이루어진�기술이다.

�VORTEX의� 구조는� 공기와� 같은� 유체에� 의한� 에

너지를�변환할�수�있도록�설계되었으며�바람을�받

으면�좌우로�기둥이�흔들리면서�에너지를�생성한다.� �

�이는� 기존의� 회전� 날개를� 가진� 풍력발전기보다�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장점이�있다.�내부는�얇은�막대로�위아래가�

분할되어�있는�구조이며,�아래쪽�통�안에는�자석�2

개가�내장되어�좌우로�흔들리는�상단�날개�움직임을�

전기에너지로�바꿔�발전하는�역할을�한다.�

�상단� 날개는� 경량� 탄소섬유와� 유리섬유강화플라

스틱(FRP)� 재질로� 구성되어� 고강도와� 고경량을�

동시에�지니고�있으며�날개의�무게를�감소시켜�발전�

효율을�높였다고�한다.�또한�기존�풍력발전에�비해�

설치�면적이�적기�때문에�비용적�측면에서�매우�효율

적인�시스템이라고�볼�수�있다.

�그�밖에,�본�프로젝트에서�VORTEX를�도입한�이유

로는�설치가�간단하고�유지보수가�쉽다는�점을�들�수�

있으며,� 감시� 카메라,� 차량대수� 산정,� 기상관측소�

등� 고속도로에� 존재하는� 장비들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우� 혁신

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VORTEX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자인을� 개선하고� 있으며�

2015년� 말에는� 첫번째� 시스템을� 선보일� 전망이다.�

실제� 고속도로� 노선상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분석하면�그�효과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뉴VORTEX� system

I-Bump

�과속방지턱의� 구조를� 이용한� I-Bump는� 차량의�

속도를�조절하는�효율적인�방법이다.�차량의�속도와�

환경을�쉽고�빠르게�인지하여�원격으로�차량의�수,�

차량의�무게,�통행속도�등과�같은�통계수치와�제한

속도,� 활성화/비활성화� 등과� 같은� 설정을� 조정할�

수�있다.

▶� I-Bum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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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ump� system의�도로�위�모습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감속이� 요구되는� 구간에�

기존�과속방지턱을�대신하여�설치할�수�있으며,�차량�

통과시� 속도� 감소와� 동시에� I-Bump� 내부에서� 고

성능�전기에너지를�생성�및�변환하여�전기�그리드에�

공급하는�방식이다.

�

시사점�및�국내�적용�방안

위의�사례들과�더불어�에너지의�생성,�저장,�저소비�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에너지�기술의�가치가�진동(vibration),�기온�

경도(temperature� gradient),� 전자기복사

(electromagnetic� radiation),�빛(illumination)�등에�

의해� 생산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에�달려�있으며,�공급�무제한의�자율성이�주어진다.�

기존의�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전기� 네트워크에� 별

도로� 연결될� 필요� 없이� 주위환경으로부터� 지속적

으로�에너지를�생성할�수�있는�것과�같은�높은�가

치가�부여되기�때문이다.

�스페인은�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 생

성을�위한�다양한�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 이�중�

하나인� ESPHERA� 프로젝트는� 도로� 위� 에너지� 생

성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생성�및�저감방안을�통합하는�방법의�중요

성을�부각시키고�있다.�현재�이�프로젝트의�도입은�

법률� 및� 정책의� 한계로� 장애에� 직면하고� 있으나�

그� 연구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풍력,�수력,�태양광�등과�같은�기존의�

친환경에너지� 도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에너지원의�생성과�구축을�위한�시스템�및�본�프로

젝트와� 같이� 기존� 인프라에�도입이�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여� 도로부문� 에너지� 저감정책에� 일조할� 수�

있는�다양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1)풍력발전기는�바람의�에너지를�전기에너지로�바꿔주는�장치

로서,�풍력�발전기의�날개를�회전시켜�이때�생긴�날개의�회전력

으로� 전기를� 생산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바람개비� 모양을�

한�삼양대관령목장�풍력발전기를�볼�수�있음

<출처� :�국토연구원(도로정책�Brief),�www.krihs.re.kr>



- 32 -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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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필운대로�지하주차장�및�
보도환경개선사업�기본�및�

실시설계용역

․ 공영주차장(지하1~2층� 273면)
․ 역사문화거리�조성�1.2km

30,093
(1,421)

조건부
채택

토목

194
도로포장�상태조사�및�

분석용역

․ 노선별,�사업소별�포장상태�및�
보수공법�분석업무�등

(377)
조건부
채택

토목

195
포장도로�유지보수�기법�및�

적용기준�개발

․ 도로포장�결함상태에�따른�최적�
보수공법�결정체계�및�
버스전용차로�장수명�도로포장�

기준�개발

(850)
조건부
채택

토목

196

지역형�소규모�수처리시설�
설치�타당성조사�및�

기본계획용역

․ 소규모�수처리시설�타당성�분석�
및�설치계획�수립�등

(498)
조건부
채택

토목

3
수유6배수지�건설공사�기본�

및�실시설계용역

․ 배수지�용량�3,000톤
․ 송배수관�부설�구경�400~500mm�
연장�1.07km

4,468
(211)

조건부
채택

토목

4
우면산가압장�급수체계�

개선�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송배수관�부설�구경�1500mm,�
연장�362m

․ 양재가압장�설치�등
8,527
(328)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

심의
2

양재대로�녹지연결로�조성�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녹지연결로�폭�20m,�연장�60m 4,950

(192)
조건부
채택

토목

정밀

안전

진단

심의

189

한남대교�
정밀안전진단(상류교)�및�

정밀점검(하류교)용역

․ 교량�상태평가,�안전성평가�및�
종합평가,�보수보강�및�

유지관리방안제시�등
(256)

조건부
채택

토목

191
잠원고가교�정밀안전진단�

용역
․ 폭�6.65~9.50m,�연장�1,360m
․ 구조�RC� slab,�스틸박스거더 (136)

조건부
채택

토목

192 원효대교�정밀안전진단용역 ․ 본교,�접속교,�램프�정밀안전진단 (430)
조건부
채택

토목

193
올림픽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본교,�접속교,�램프�정밀안전진단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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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1.

건� � � � � 축�
군자차량사업소�정비공장�시설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등� 30건

10,794 10,189

교 통
2016년�횡단보도�회전교차로�기본�및�
실시설계용역�등� 17건

1,872 1,823

기 계 설 비
임대아파트�급수공급방식�개선공사�
설계용역�등� 2건

103 77

도 로
중랑천�횡단로연결로설치�기본�및�실시�
설계용역�등� 12건

13,329 13,065

도 시 계 획
성북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등� 6건

1,959 1,796

상 하 수 도
신촌동�도시재생사업구간내�노후하수관거�
정비�실시설계용역�등� 11건

5,336 4,400

소 방�
지상역사�승강장�소방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9 8

전 기 통 신
2016년�교통신호기�신설�및�보수공사�
감리용역(서부,�강서권)�등� 6건

809 800

정 밀 진 단
한양도성�모니터링�및�주요�변형구간�
정밀계측용역�등� 4건

570 560

조 경
노량진근린공원�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등�
120건

2,007 1,987

지 하 철 신정차량기지�긴급�정밀안전진단용역 7 7

하 천
탄천,�양재천�제방�보수보강�실시설계용역�
등� 7건

1,554 1,432

기 타
세운상가�활성화를�위한�공공공간�조성�
건설사업관리용역�등� 16건

3,161 3,103

�계� 233건 41,510 39,247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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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근거리� 무선� 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NFC)은�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기술�중�하나로� 13.56MHz의�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통신� 기술이다.� 2003년에�

ISO/IEC� 표준으로서� 승인되었다.� 10cm� 이내의�

아주�가까운�거리의�무선�통신을�하기�위한�기술로�

현재� 지원되는� 데이터� 통신� 속도는� 통신� 속도는�

424Kbps다.�

�통신거리가�짧기�때문에�상대적으로�보안이�우수

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차세대� 근거리� 통신� 기술

로서� 주목받고� 있다.� 블루투스나� 지그비� 등� 경쟁

기술에�비해�보안성과�편의성이�뛰어나다는�평가를�

받고�있다.�

�데이터� 읽기와� 쓰기� 기능을� 모두�사용할� 수� 있

으며�교통요금,�티켓요금,�수퍼마켓이나�일반�상점

등에서의�요금지불�뿐�아니라�여행�정보�전송이나�

출입통제� 잠금장치� 등� 일상� 생활의� 여러� 서비스

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역시�장점으로�꼽힌다.�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