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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의 건축물 에너지정책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세계 각국에서 파리협정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또한 파리협정에 서명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준비

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09년 ‘2030 그린디자인 서울’ 마스터플랜과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에너지수요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세부 정책

으로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시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1)’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축건물과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은 기축건물에 대한 규제나 기준 등에 근거로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건물 에너지 전문가와 정책연구자가 협업을 통해 기축건물에 대한 에

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런 이유로 2014년 서울시에서는 정책 구상을 

위하여 ‘서울시 대형건물 에너지 절감 컨설팅 용역’ 을 진행하였다.

 해당 용역은 서울시 에너지정책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큰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8%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연간 2,000 TOE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기술과 절감정책에 대한 방안마련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건물 에너지 기초자료 수집과 

절감기술 적용방안,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울시 대형건물 에너지 절감 컨설팅 용역’ 과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여 서울시 

에너지 절감 정책의 방향성을 예측, 참고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기축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및 

생산시설을 개선 또는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  칼  럼

  서울시 건설부문 온실가스 저감 방안 제언
   
    변 운 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우원엠앤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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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연간 2,000 TOE이상의 건물은 매년 에너지관리공단에 의무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판매시설에 해당

되는 용도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토대로 매년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이용하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용도와 개소, 규모 등을 알 수 있다.

 2013년도 서울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용도별 총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 사용비율을 분석해 

보았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에너지 절감 정책 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건물의 용도를 알아

보았다.

 다음 <표 1>은 2013년 서울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용도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구 분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공공)

숙박시설
(호텔)

판매시설
(백화점)

의료시설
(병원)

교육시설
(대학교)

에너지다소비 건물 112 19 21 52 24 21

에너지사용량 (TOE) 582,929 102,550 177,873 258,069 233,701 210,559

<표 1> 용도별 에너지사용량(TO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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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을 보면 업무시설(일반)이 112개소로 가장 많으며, 용도별 총 에너지사용량 역시 582,929 

TOE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총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낮은 용도 

건물은 19개의 업무시설(공공)로 총 에너지사용량이 102,550TOE로 나타나 에너지 절감 정책 수립시 

서울시 건물 에너지 절감에 영향이 가장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표 2>는 <표 1>의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을 비율로 정리한 그래프이다.

[용도별 에너지 사용비율 순위]

① 업무시설(일반) 

② 의료시설(병원)

③ 판매시설(백화점)

④ 교육시설(대학교)

⑤ 숙박시설(호텔)

⑥ 업무시설(공공)

<표 2> 용도별 에너지 사용비율 

 <표 2>의 결과를 볼 때, 서울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절감 정책 수립시 업무시설(일반), 

의료시설(병원), 판매시설(백화점), 교육시설(대학교), 숙박시설(호텔), 업무시설(공공) 순서로 정책 대상을 

설정해야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절감

 이미 운영 중인 기축건물은 신축건물과는 달리 에너지절감을 위한 적용가능 기술 범위에 한계가 있다. 

신축건물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염두에 두고 패시브적인 건축요소에서부터 액티브

적인 기계·전기요소까지 다양한 기술 적용이 가능하고, 에너지 절약에 중요한 요소인 단열성능부터 

과거 기준보다 크게 상향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하

거나, 특히 임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기축건물은 한계가 더욱 명확해 지며, 이를 고려한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이 적용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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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소비특성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국내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프로그램인 ECO2는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냉방/난방/환기/조명/급탕 항목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ECO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 건

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특성을 분석하면 에너지 절감방안 적용 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에너지소비 

항목을 선별할 수 있다.

(a) 업무시설(일반) (b) 업무시설(공공) (c) 의료시설(병원)

(d) 판매시설(백화점) (e) 교육시설(대학교) (f) 숙박시설(호텔)

<그림 1> 건물 용도별 에너지 소비 특성

 <그림 1>은 ECO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소비 건물에서의 항목별 영향도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일반 업무시설은 냉방에너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난방과 조명에너지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항목에 대한 에너지 절감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공 업무시설은 일반 업무시설과 유사한 에너지 소비특성을 나타내지만 환기에너지는 적게 나타나며, 

급탕에너지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시설과 판매시설은 냉방에너지가 가장 높아 이에 대한 절감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교육시설은 난방에너지가 가장 높으며 급탕에너지가 다른 용도 건물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숙박시설은 냉방에너지가 가장 높지만 난방, 조명, 급탕에너지 비율도 균등하게 나타나 전반적인 에

너지 절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6 -

항 목                                주요 내용

1
단
계

기능 보전 
관리

Ÿ 공조기 등의 코일필터 청소
Ÿ 냉각탑 충진재의 청소

Ÿ 증기보일러의 블로우량의 적정관리

운용 
제어/관리

Ÿ 열원시스템의 최적 제어(COP관리)
Ÿ 열원 대수제어장치의 운전 순위의 조정
Ÿ 워밍업시의 외기 유입 정지

Ÿ 외기 온습도에 따른 외기 도입량의 조정
Ÿ 야간 등의 냉기 유입(나이트 퍼지)
Ÿ 중간기 등의 송풍한정 운행(외기냉방)

<표 3> 단계별 에너지 절감 항목(예시)

3-2. 건물에너지 절감 방안

 기축건물은 경제적인 이유로 운영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건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규모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림 2>는 건물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건물에너지 저감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운영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건물에너지 저감 프로세스

(1단계) 건물 운영, 유지측면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에너지 손실과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2단계) 건물의 일부를 통제하면서 건물 에너지 사용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기기 및 

장비를 교체하는 방법

(3단계)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건물에너지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는 확실하지만 건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방법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 에너지 절감방안을 마련할 때, 단계별 적용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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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주요 내용

1
단
계

운전 스케줄 
관리

Ÿ 공조가 불필요한 실의 공조 정지
Ÿ 한산기의 엘리베이터 일부 정지
Ÿ 불필요한 시간대의 변압기 차단
Ÿ 보일러 정지시간 전원 차단

Ÿ 동절기 이외의 급탕 정지
Ÿ 하절기 비데의 난방, 온수 기능의 정지
Ÿ 주차장 환기설비 스케줄 운전
Ÿ 하절기, 동절기의 출입구 개폐상황 관리

설정치 
제어

Ÿ 냉각수 설정온도의 조정
Ÿ 냉온수 출구 온도의 조정
Ÿ 온수보일러의 유량, 압력의 조정
Ÿ 급탕 온도, 순환수량의 조정

Ÿ 보일러 연소설비의 공연비의 조정
Ÿ 증기보일러의 운전압력 조정
Ÿ 공조 설정온도, 습도의 완화

조명 
제어/관리

Ÿ 사무실 등의 조명 조도 조정 Ÿ 불필요한 조명, 불필요한 시간대의 소등

2
단
계

에너지 손실 
관리

Ÿ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적용
Ÿ 조명 자동 제어 시스템 도입

Ÿ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도입

기계설비 
고효율화

Ÿ 고효율 냉·온·급탕 열원 기기 갱신
Ÿ 고효율 열매순환펌프 갱신

Ÿ 고효율 공조기 갱신
Ÿ 냉난방 계통 밸런싱 밸브 최적화 시스템

전기설비 
고효율화

Ÿ 고효율 변압기로의 갱신
Ÿ LED 등 고효율 조명 도입

Ÿ 고휘도형 유도등, 축광식 유도 표식 적용
Ÿ 엘리베이터의 인버터 제어 도입

3
단
계

단열성능 강화 
+ 열원 용량 

축소

Ÿ 냉방·난방·급탕 열원 용량 축소 및 
대수분할 제어

Ÿ 펌프 대수제어 및 밸런싱 밸브 최적화
Ÿ 건물 단열 강화 + 고단열/고기밀 창호 

저에너지 
시스템

Ÿ 대온도차 송풍, 송수 시스템 적용
Ÿ 인버터 공기조화 제어(VAV)방식 적용

Ÿ 프리쿨링(Free Cooling) 시스템 적용

에너지회수 Ÿ 폐열회수 설비 시스템 적용

에너지 
제어/관리

Ÿ 중간기 외기 냉방시스템 도입
Ÿ 고기능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도입

 <표 3>은 단계별 에너지 절감항목으로 많은 에너지 절감방안 중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건물주 혹은 시설관리자에게 홍보·교육 한다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절감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에너지 절감 정책에 관한 제언

 건물의 에너지 절감방안은 크게 기능적(건축·설비적 측면) 계획과 운영적(효율적 운영적 측면) 계획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기능적 방안은 고단열, 고효율 기기, 에너지 절약적 시스템 등 건축자재의 성능

이나 기계・전기설비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물 에너지성능 자체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며, 운

영적 방안은 에너지절감 운전, 건물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습관 등 사용방법을 나타낸다. 건물 에너지절

감을 위해서는 기능적・운영적 두 가지 방안 모두 적용해야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친 방법으로는 에너지절감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고성능의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고성능 기기의 효율을 100% 끌어올릴 수 없어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

비되며, 사용자의 지식이나 전문성이 높다하더라도 성능이 낮은 기기의 한계로 에너지절약 운전이 불

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도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무분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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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대 책

Ÿ 건물 에너지저감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건물주의 무관심
Ÿ 건물주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방안과 효과를 홍보·교육하여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방안 필요

Ÿ 기축건물 대상 에너지사용량 저감에 대한 의무조항이 부족 Ÿ 기축건물 에너지사용량 절감 목표 및 기준 부여

Ÿ 에너지사용량 신고제가 있지만,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구체
적인 내용 및 조항이 부족

Ÿ 에너지 저감 방안 및 적용 제도 마련
(세제혜택, 인센티브 제공 방안)

Ÿ 신축건물 대상 현행 제도중 대부분은 에너지 저감 요소 설치 및 
적용 유무만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축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
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 

Ÿ 기축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저감 기준이 필요 
(기능적/운영적 저감 방안)

Ÿ 에너지 관리는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기준수립이 어려우므로 에너지
관리 직접적 규제방안보다 에너지관리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고용
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

Ÿ 간접적 에너지관리 제도 필요
  (운영적 저감 방안)

Ÿ 현행 에너지 절감 정책 및 제도는 Input(설계기준)위주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건축물 적용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신뢰
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Ÿ 실제 사용되는 소비총량에 대한 기준이 필요 
(운영적 저감 방안)

<표 4> 에너지 저감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및 대책

에너지를 사용(냉난방 또는 전열기구) 할 경우 건물 에너지는 낭비 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를 포함한 국내 에너지절감 정책과 제도는 기능적(고단열, 고효율 기기, 에너지 절약적 

시스템 등) 기준에 치중되어 있으며, 아직은 국내 기준이 설계단계의 에너지절감 방안에 치중되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축건물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운영적 에너지 절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는 향후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이슈사항과 대책을 정리한 

것이다.

 현행 제도기준들은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건물계획 성능평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실제 소비

되는 건물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건물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축건물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특성과 

운영특성을 반영한 절감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정책과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건물주 및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건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우수 사례에 대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하여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절감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ㆍ(주)우원엠앤이(2014), 서울시 대형건물 에너지 절감 컨설팅 용역

2. 서울특별시 주택본부ㆍ(주)우원엠앤이(2011), 2030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기준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0), 건축물에너지, 어떻게 줄일 것인가?

4. 김주수 외 3명(2010), 국내외 저에너지 건축에 관한 제도 및 기준 비교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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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꿈섬 국제현상설계공모 ‘땅을 재구성한 

노들마을’ 당선, ‘17년 착공

 40년간 도심 속 외딴 섬으로 방치됐던 노들섬이 

실내·외 공연장, 공원, 상점가(장터), 카페, 생태

교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산책로와 골목길로 

연결되는 하나의 작은 마을, ‘노들마루’로 만들어

진다.

 한강대교(양녕로)보다 3~5m 낮게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노들섬 땅위로 한강대교(양녕로) 높이와 

동일한 지상부를 새로 조성하고, 기존 노들섬 땅

과는 건축물과 계단 등으로 연결해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새로운 높이의 지상부는 데크, 광장, 

다목적 시설 등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공연장, 상점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공연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은 확장과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모듈형 건물’로 

만들어진다. 향후 노들꿈섬에서 진행될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자가 공간구조와 

디자인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참여적 설계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한 <땅을 재구성한 노들

마을>(Stucio MMK, 한국)이 3개월간 공개경쟁방식

으로 진행한 「노들섬꿈 공간·시설 조성 국제현상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운영 구상부터 공간·시설 조성, 실제 운영

까지 전 과정을 시민공모(1차 운영구상 → 2차 

운영계획 → 3차 공간·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의 

「노들꿈섬 조성계획」의 3단계 공모가 마무리됐다.

 지난 1차 운영구상 공모(’15.6.~8.)에서는 노들섬 

활용 방향에 대한 운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10개 

작품을 선정했으며, 2차 운영계획공모(’15.9.~ 

11.)에서는 10개 작품 가운데 노들섬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운영계획을 제시한 ‘밴드오브노들 

팀’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지난 1차·2차 공모를 통해 제안

된 ‘음악 중심 복합문화기지’ 구현을 위한 시설 

및 공간구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23개 국가에서 

90개 팀이 참가 등록했고 최종 52개 작품이 접수

되어 5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는 국내외 저명 건축가 및 조경가 7인을 

심사위원으로, ▴노들꿈섬의 운영전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미래에 대응하는 유연성 ▴현재의 

완성도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번 공모의 특성상 출품작들이 기념비적 형태의 

건축물보다는 기존에 설정된 운영방향을 충실하게 

담는 것에 집중한 작품이 많았던 가운데 당선작인 

<땅을 재구성한 노들마을>은 ‘가변성’과 ‘활용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심사위원

장인 최문규 연세대 교수의 평이다.

 2등은 노들섬을 작은 픽셀로 나눠 다양한 공간

으로 재구성한 <노들 플랫폼>(운생동 건축사사무소, 

한국), 3등은 투명성을 갖춘 철골프레임을 활용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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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건축과 자연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법을 선보인 

<Seoul Green Dot>(Nicolas Moser 외, 싱가포르)

가 선정됐으며, 이외에 가작 4팀, 심사위원 특별

상 3팀이 선정되었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약 19억 원)이 

주어지며, 시는 이번 3차 설계공모 당선작을 2차 

운영공모 당선자(밴드오브노들 팀)의 운영계획에 

최적화하기 위해 2·3차 당선자간 협의·조정을 거쳐 

7월 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18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

무리할 계획이다.  

 〔공공개발센터 (02)2133-8362〕

서울역고가 - 인근 대형빌딩 연결통로 추진

 서울역고가와 인근 2개 대형빌딩(▴대우재단빌딩 

▴호텔마누)이 브릿지(연결통로)로 연결된다. 이

렇게 되면 서울역고가가 시민에게 개방되는 

2017년 4월부터는 고가하부로 내려가지 않아도 

남산공원과 남대문시장까지 보다 쾌적하게 걸어

갈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차량길로서 생명을 다한 서울역고가를 

초록보행길로 조성하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내년 4월 시민 개방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고가와 인접한 2개 빌딩을 브릿지(연결통로)로 

연결하는 작업을 7월 본격 시작한다.

 브릿지가 각각 설치되면 서울역고가에서 ▴대

우재단빌딩(2층)과 연결된 힐튼호텔 샛길을 통해 

남산공원으로 연결되고 ▴호텔마누(2층)를 통해서 

남대문과 남대문시장 방향으로 보행길이 이어지게 

된다.

 이는 서울역고가에서 주변 지역으로 실핏줄처럼 

뻗어나갈 17개 사람길(보행길) 가운데 처음으로 

착공하는 것이다. 대우재단과 호텔마누는 브릿지 

건설과 동시에 카페, 식당, 펍, 화장실 등을 비

롯해 서울역고가를 찾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

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역고가 연결통로 설치 조감도(안)]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 서

울역고가와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대우재단빌딩, 호텔마누와 각각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연결통로 디자인 ▴소유권 설정 

▴업무 및 사업비 부담 ▴유지관리 등에 대해 

양측이 최종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앞서 시는 작년 8월 고가 주변 5개 빌딩(대우재단, 

호텔마누, 서울스퀘어, 메트로타워, 연세빌딩)과 

연결통로 설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서울스퀘어 등 나머지 3개 건물들

과도 연결통로 설치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이며, 

창의적인 설계를 통해 새로운 명소로 조성해 나

간다는 계획이다.

  〔재생사업반 (02)2133-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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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국토교통부의 평균 업무중복도 공표(’16.5.31. 

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 업무중복도 공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의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용역 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 평균 업무중복률을 

만점기준(1년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내용

으로 업무중복도 개정 기준을 정하고, 2016. 7. 

11일 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업무중복도 신구 대비표 및 서울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세부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건설 홈페이지(https://infra.seoul.go.kr) 건설기술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2〕

서울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제정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에 관한 조례」의 제정·공포(’16.3.)로 한옥 건축 

지원 대상이 한옥밀집지역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제정하여 

’16.6.9.(목) 공고하였다.

(단위:백만원)

구    분
한옥비용지원 최대금액

(서울시 전체) 

전면수선 
외관(보조)  60

(융자 20 추가)

내부(융자) 40

신축

(비한옥→한옥)

외관(보조) 80

내부(융자) 20

부분수선(보조) 10

 금번의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은 한옥밀집지역 

내부와 외부 지역의 심의 기준을 일원화하고 모

호한 표현 등을 개선하여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

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한옥비용지원 절차도>

  〔한옥조성과 (02)2133-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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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 ‘건설알리미’ 서비스가 「제2회 휴먼테크

놀로지 어워드」 사회·공공 부문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건설알림이’는 내 집 앞 공사현장에 대한 시민

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사의 개요, 규모, 결

재 문서 등 각종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문턱을 낮춘 서울시의 

온라인 서비스다.

 시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도록 지도 기반 위치 서비스가 제공되며, 건설현

장의 공정단계의 전 과정이 공개돼 투명한 건설

문화 정착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건설알리미’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공사기

간, 사업비, 공정률, 현장사진, 계약·집행현황, 

이력관리, 벌점, 공사별 결재문서 등 건설공사 

현황 정보가 공개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회혁신부문에서 ‘정보소통광장

(opengov.seoul.go.kr)’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도 ‘건설알리미(cis.seoul.go.kr)’가 

우수상 수상으로 2년 연속 영예를 안았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02)3708-2383〕

2016년 서울시 건설상 후보자 공모

 서울시는 안전하고 수준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생활 향

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설상은 그간 토목분야 공로자만 시상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건축과 설비분야까지 확대

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민상이다. 

 서울시 건설상 수상자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실 조사·확인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적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 10명(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을 선정·시상한다.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과 단체이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10인 이상 연서로 

추천해야 한다.

 후보자 추천 제출서식 및 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분야별정보-건설‘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접수는 방문, 우편, 이메일로 가능하고, 

접수기간은 ’16.6.9.~’16.7.6.(우편접수도 도착일 기준)

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복합시설물의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복합환

승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복합

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

고 7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방향

○ 복합환승센터 유형분류 기준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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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환승센터 주변 교통체계 개선대책의 내용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세부추진방안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개발실시계획서 작성 방법

○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검토사항

○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10〕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부분 개정 

 국토교통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14.10), 석촌호수 싱크홀(’14.8), 용산지반침하

(’15.2) 등 시설물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생활

안전·환경과 관련된 건설기준의 발굴 및 정비를 

위해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구조물기초설계기준」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공사표준시방서」 

○ 가로수 관리, 보양시설로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하고, 보호덮개는 홀 

직경 10mm 이하, BPN 40 이상 적용  

○ 가로수의 뿌리 성장으로 인한 보도블럭 융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로수 내부 및 주

변에 통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도부 평탄성 

유지로 보행자의 편의 증대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는 개활지와 도심지 구

분 없이 가설울타리의 최소 설치높이만을 규

정하고 있음

○ 도심지내에 설치된 가설울타리 높이가 낮을 

경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낙하물 및 비산 

먼지 등이 외부로 노출되어 안전사고 및 환

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

거, 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최소 가설울타리 

높이를 3m 이상으로 개정함

「구조물기초설계기준」 

○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의 지속적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증대하고 있으나, 지반침하와 관련된 

조사 및 설계관련 내용이 다소 미흡함

○ 구조물기초설치를 위한 굴착시 구조물 기초

설계, 시공에 필요한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굴착 영향범위까지 확대하며

○ 공동 및 싱크홀 조사하도록 철도설계기준 개정

사항(2015)을 반영 개정함

※ 개정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 게재

※ 관련 문의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70-1031)’,

   ‘한국가설협회 02-3283-7324)’, ‘한국지반공학회

(02-3474-4428)’

「LH전문시방서」 부분 개정

 국토교통부는 LH전문시방서 중 거푸집 해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규정된 

부분을 표준시방서에 맞도록 「LH전문시방서」를 

개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측면 거푸집 해체시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적정 강도 확인 후 해체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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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맞추어 강도시험 

미실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반영

※ 개정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 게재

※ 관련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055-922-5331)

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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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차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심의

○ 각층 화장실 위치가 이용자 편의성을 우선하여 

다른 위치에 평면배치 계획되어 있으나, 차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하자요인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할 것

○ 1층 어린이집의 경우 0~5세까지 이용하는 시

설로 평면계획 시 연령별로 이용하는 보육실을 

구분하여 연령에 맞는 화장실을 계획하고, 

0~2세는 기저귀 가는 공간 및 씻길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것

○ 주방배기는 옥상으로 배출되도록 하고 화장실

배기도 옥상배기를 고려할 것

○ 소방배관 설계의 내진설계 적용 시 가스배관과 

시수인입관에 적용을 계획하고 소방배관의 

동파방지를 고려할 것

○ 야외놀이터 인접 주거지에 대한 소음 및 차폐

시설을 계획하고 담장 앞 녹지나 그래픽 등 

도입을 고려할 것

■ 제74차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 중첩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현재의 교통현황분석과 장래 교통여건 전망을 

분석하여 제물포터널민자도로, 지하차도, 상부

도로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의 전환교통량과 

서부간선 지하도로 등에 따른 교통량 변화도 

장래수요예측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굴착구간 지하도로 구조물 침하로 인한 구조물

변형이 오지 않도록 침하방지에 대한 대책을 

공사시방서에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2단계 완료시 횡류식으로 전환될 경우 급배

기실 구조물의 설치계획과 단면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상부 공원화에 따른 식생이 불가피하므로, 지

하차도 상부는 방수 및 방근이 가능한 구조

물이 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추가할 것

○ 지하차도 내부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표출장치 

및 감시시설(CCTV)에 대한 관련규정을 검토

하여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하차도 내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환기, 제연 및 대피계획(시나리오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명기할 것

■ 제75차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 잔여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주요 과업범위에 1단계-중첩구간 지하차도 연결 

시 주안점 수립내용과 기존 경인2 지하차도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명기할 

것

○ 지하차도 상부도로는 교통정온화기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보차도 조성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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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하차도 관리사무소는 전기 누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

서를 수정할 것

○ 인접한 녹지체계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녹지체계 및 생태계 연결기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공원화에 따른 대기환경의 질 개선효과를 검토

하고, 이를 위한 수종선정 및 수질정화공법, 

지하차도 환기시설과 연계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 상부 공원에 대한 경관조명, CCTV, 이용객 

안내를 위한 방송설비 등 전기･통신설비 설계

사항을 추가할 것

■ 제76차 능골산 자락길 조성공사(2차) 설계심의

○ 심도 1m 미만으로 지표면에 근접한 자연 사면

형태의 지반을 대상으로 표준관입시험 N=30을 

확보해야만 허용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향후 지지력 부족에 따른 구조물의 손상 또는 

장기적인 목재 뒤틀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공사발주 설계서에 지지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표준관입시험 등의 조사비

용을 추가할 것

○ 데크 및 난간, 쉼터, 목교 설치 시 볼트 및 

너트 연결 자재는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하고 검수를 철저히 할 것

○ 옹벽 사면에 대해 지그재그 형식으로 데크를 

계획하였는데 옹벽사면의 기초부 시공이 가능

한지 검토하고 데크 설치로 인한 옹벽 전체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함

○ 안전손잡이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약자

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안전손잡이 설치 검토할 것

○ 1차 사업구간의 유지관리 경험을 보고서에 

기술하여 향후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

■ 제77차 위례지구 택지조경공사 설계심의

○ 인공연못의 물순환 체계상 물이 고여 발생하는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체적인 

수리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것 

○ 인공폭포의 조형성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함(규모와 재질의 적정성, 생태

성과 경제성 등)

○ 갈대 및 부들 식재구간의 우점 방지를 위한 

자갈층 구간은 띠 형태 보다는 자연스러운 

자갈포설면이 형성되도록 면형태의 경계처리를 

할 것

○ 토공과 관련 발생사토 및 순성토가 최소가 

되도록 절성토 균형을 맞추어 토공계획을 재

검토 할 것

○ 커뮤니티센터 지붕 단열방식을 안전성 제고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단열 공법 또는 경량 

불연 지붕재로 검토할 것

○ Q.C는 관수작업 범위를 계산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정 간격 배치할 것

○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수변부에 

일부 데크시설 및 카페테리아 도입을 검토할 것

○ 야외무대 상세도의 낙엽송데크(수변용)는 내

습성 등을 고려하여 고열처리 또는 다른 소

재로 변경 검토할 것 

■ 제78차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중랑, 난지 처리구역)

■ 제79차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탄천, 서남 처리구역)

○ 하수관로의 개량 계획시의 경사 및 유속, 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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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등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정량적 

수치를 사용할 것

○ 관로 내부 조사 시 계약상대자의 장비 성능과 

조사 방법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승인 

후 조사토록 반영할 것

○ 구조물은 누수 또는 지하수 침입의 염려가 

없는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하고, 하중 및 기타

요인에 의한 균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사용성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영할 것

○ 관로내부조사(육안조사, CCTV조사) 시 기존 

조사구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 조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것

■ 제80차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면적은 공사비와 직결되지만 층수는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지하2층, 지상7~8층의 

문구를 삭제할 것

○ 설계용역 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포함

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토록 과업내용을 추가 

요함

  - 설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함(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

  - 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가설구조물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

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요함

■ 제81차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사업 설계용역

○ 건축물 외부공간 입체화, 피난동선 대책 보완

할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문화 및 집회시설”은 지하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는 천장이 개방된 외부 피난

공간을 확보하는 대상시설에 해당되므로, 지하 

1, 2층 유통플랫폼의 규모를 명확히 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에 의한 

용도 기재를 수정(보완)할 것

  - 설계용역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할 것

○ 대상 캐릭터만을 강조한 조형시설물 배치를 

지양하고 해당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배경이 

되었던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가 직접 캐릭

터가 되어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것

○ 시설규모는 꼭 필요한 규모로 최소화하여 제시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한 규모는 계획에 따른 

공간 프로그램 상 필요한 시설과 공간으로 

다중적 시설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오픈하여 

계획자가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

○ 건축물 안내 사인물은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기본설계 시 디자인

(채색시안)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할 것

■ 제82차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사업부지의 위치를 감안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동선 확보” 방안제시 추가할 것

  - 노들섬에 설치되는 문화 및 공연장으로 건축

계획 위치적으로 고립된 입지의 약점을 고려

하여 방재분야 등 전문가자문을 통해 신속

하고 안전한 피난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 색채 및 자재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는 과업내용서 내용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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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경계획에 있어 24시간 도시활동과 시민생

활의 다양성이 확보되며 건축물 조명과 자연

경관 조명을 하여 야경의 아름다움이 연출

될 수 있도록 하고,

  -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입체․컬러화하고 실지

재료 사진 등을 제시하게 하여 사인 및 사용

재료와 색채계획 등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

될 수 있도록 할 것

○ 설계지침 추가할 것

  - 야간조명 설계 시 한강대교의 경관조명과 

섬 특유의 동식물 서식지 등의 특성을 고

려한 빛공해(장해광)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할 것

  - 냉난방 급수급탕 가스전기 설비는 건물용도 

및 사용자별 사용량에 따라서 요급부과 가능

토록 계획 추가할 것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적응력이 강한 수

종과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조경수

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83차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디자인 중심이 아닌 실용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벽체부착물 

및 실제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에 영

향을 주는 입면재료는 배제하도록 할 것

○ 안전성평가 과업의 대상, 목적 및 범위가 불

분명하니 과업내용(조정) 추가할 것

  - 현 과업내용서(제3장) 기존 시설물 단독 정밀

안전진단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 경우는 

별도 과업으로 분리하고, 신규 구조물 계획에 

따른 인접구조물 영향 검토를 주목적으로 

하는 과업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검토 조정할 것

○ 건설공사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 추가할 것

  - “공동주택 등 하자발생 최소화 및 기술심의 

내실화 방안”에 의한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내용 등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것(설계심의 

시 확인결과 제출)

○ 설계지침 추가할 것

  - 구조 설계지침에 자격조건, 적용기준, 하중

조건, 내진․내풍 등 방재설계의 수준 및 환

풍구, 적설하중 등 이슈사항 등에 대한 구조

설계 조건의 구체적 제한을 두도록 할 것

  - 건축물 안내 사인물은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기본설계 시 디자인

(채색시안)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할 것 

■ 제84차 7호선 강남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안전성 평가는 불리한 조건으로 검토할 것

  - 터널의 잔류수압은 통상 1/2~1/3Ht를 적용

하나 계산상 안정성이 양호하게 산출되는 

1/3Ht를 적용한 상태이므로 불리한 조건에

서의 적용값 검토할 것 

  - 상부 매립토층의 N치가 느슨~보통이나, 토사 

내부마찰각의 Φ=35° 적용 타당성을 제시하고 

지하수위 적용을 통상 구조물 지하수위 검토

조건 G.L-1.0m로 재검토 할 것

○ 구조물의 변화를 반영한 안전성 평가를 할 것

  - 지하박스나 터널구조물에서 현재상태(하중변화, 

내부재료변화 등)가 초기설계와 동일상태로 

적용되는바 안전성 평가 시 개선 반영할 것

○ 구조적 손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 손상이 다소 크지 않더라도 구조적 손상(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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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성 여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보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

  - 또한, 진단으로 파악된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진단의 의미가 없는 바, 

보수대상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

을 수립하여 반드시 보수 등 조치할 것

■ 제85차 지하철 1~4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 실시설계(2차) 용역발주심의

○ 역사의 내진 보강을 위해 기존 부재를 보강

하거나 구조부재가 추가될 경우에는 미관의 

손상,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우선

적으로 검토하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 시공시 지장물 및 인접시설물과의 간섭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대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

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 현장조사를 통해 균열 발생, 설계도서와 동일 

시공 여부 및 구조 부재의 안전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방안을 

반영토록 과업내용서를 수정할 것

○ 과업 특성 및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

측량계획’ 및 ‘토석 정보공유시스템(EIS) 활용

방안 제시’ 등 본 과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할 것

■ 제86차 문정컬쳐밸리 조성공사 기본설계 

(변경) 심의

○ 문정컬쳐밸리(광장)는 기본설계 심의 시 지하1

층이 실내공간으로 조성을 게획하였으나, 인접

블럭 상가분양자의 민원 등 문제점이 있어 지

하층까지 Open개념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 인접블럭(2BL, 3-1BL)과 문정컬쳐밸리 조성 

구조물 접속부(지하1층, 지상1층), 차도1,2교 

및 보도교 간 접속부는 신축 등 거동이 상이

하여 접속부 누수 등에 취약하므로 접속부 

특성에 맞는 상세도를 작성할 것

  - 문정컬쳐밸리 조성공사는 2016.4.~2018.1.까

지이나 연접한 2BL, 3-1BL은 2016.10.입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공정계획 및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 최

소화 및 보행자의 안전성(보행동선확보계획수

립 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향상과 설계심사 개선방안’

에 따른 지진영향 검토 및 반영사항을 제시할 것

○ 지상 1층 연결로 조성시 인접블럭에서 유입될 

수 있는 우수 등에 대한 처리 및 노면 배수를 

위한 적정 경사를 확보할 것

○ 1층의 구조물에 하수관로 등 배관 노출이 발생

할 경우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

할 것

○ 외부 썬큰가든 난간의 적정 설치 높이에 대해 

검토할 것

○ 조경분야 유지관리 용이성, 지속성을 고려 관수

시설(QC, V/V 등)의 적정범위 등을 검토할 것

○ 대형목 하부 인공 지반위에 방근쉬트 설치여부를 

추가 검토할 것

■ 제87차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현황 조사 항목 추가

  - 하천내 인공구조물 및 복개시설 현황을 조사

한다. 특히, 복개구간의 현황조사에서 복개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내부균열, 파손 등)을 

조사한다.

  - 계획 강우빈도에 따른 유역내 유출량을 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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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오염물질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등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한다.

  - 사업구간내 유역의 사방시설(사방댐, 골막이, 

계류정비시설 등)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 기본계획 수립

  -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상 수역의 유황변화

(유속, 유량, 수위 등), 우수유출량 변화, 홍

수량에 따른 홍수위 변화를 예측, 평가하여 

수리수문환경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 대상 수역에 대한 수질오염도 변화를 예측, 

평가하여 대책방안을 제시한다(필요시)

  - 홍수 발생 시 침수로부터 복구가 용이하고 

유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

설을 고려한다. 

  -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고유한 경관적 

조형성이 있도록 설계한다. 

■ 제88차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및 LED 조명등 설

치계획이 서로 상이하니 수정요함

○ 구조관련 기준을 검토요함

  - 건축구조기준은 최신기준 적용요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7호(시행 2016.5.31.)

  - 20m가 넘는 특수 구조(회의실이나 전시장)의 

경우 구조분야 자문을 거쳐야 함

  - 소방 관련시설물은 국민안전처 개정법령에 의

하여 내진설계를 반영

○ 설계용역 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포함하

여 설계도서를 작성토록 과업내용 추가요함

■ 제91차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심의

○ 한강 통과 구간에 쉴드TBM을 적용하였는데 

통과구간의 지반에 절리 및 파쇄대 등 암질 

변화가 다수 존재하여 지반대응성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니 검토하고 타 공법과 비교시 공

법의 효율성은 물론 공사기간, 공사비 등도 

면밀히 검토할 것

○ ES-2 위치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부체도

로에 근접되어 있어 시공 중 도로 침하 등의 

우려가 있고 공사용 진출입로로 이용 시 안전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시설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 본선환기구에 설치되는 어스앵커의 지보효과 

및 시공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 시각장애인의 차량 탑승을 위하여 승강장에 

설치된 유도블럭은 타 정거장 등 전체 노선의 

승하차 동선을 고려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승

하차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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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 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CAP Deck 공법)(제780호)

(보호기간 : 2016. 01. 06. ～ 2021. 01. 0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냉간성형으로 제작한 단부 개방 데크에 초기 캠버 조정과 헌치 프레싱 장치로 

양 측단부를 45도로 절곡한 리브데크를 제작하고, 강재 보 위에 설치한 후 개방 골에 캡플레이

트와 횡분배 브릿지를 설치하는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단부 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CAP Deck 공법)

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CAP Deck 공법]

절곡형 리브데크 캡플레이트

횡분배 브릿지

[CAP Deck 공법의 구성요소]

데크 판계 후 

설치 작업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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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기술 시공절차

[현장 시공 : CAP Deck 공법]

(1) 수평 보 부재 조립 설치 (2) 데크 양중, 판계 설치
(3) 캡플레이트, 횡분배 

브릿지 설치
(4)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사업명 (공사명) 발주처 시공사 공사규모 비 고

(주)케이엠앤아이 창원공장 (주)케이엠앤아이 계룡건설 주식회사 2F 2011.10. 완료

(주)케이엠앤아이 군산공장 (주)케이엠앤아이 계룡건설 주식회사 2F 2011.07. 완료

(주)케이엠앤아이 인천 제 2공장 (주)케이엠앤아이 (주)석연종합건설 2F 2011.08. 완료

(주)Laser Center New Factory (주)Laser Cneter (주)휴먼텍코리아 2F 2011.12. 완료

에스지엔지(주) 안산공장 에스지엔지(주) (주)이강종합건설 2F 2012.07. 완료

볼보코리아(주) 창원사업장 볼보그룹코리아(주) 거화테크 2F 2012.10. 완료

김포로지스밸리 로지스밸리서울(주) 선경이앤씨 1F~4F 2013.06. 완료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 한유종합건설 1F~4F 2013.08. 완료

인천행정타운 인천도시공사 대우산업개발 2F~5F 2013.08. 완료

경북대 의대 생명과학관 경북대 동양종합건설 1F~5F 2014.04. 완료

군포파인텍 (주)파인텍 이강건설 2F~3F 2013.12. 완료

기아자동차 강서 서비스센터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B1F~6F 2014.05. 완료

싱가폴 Tangjong Pagar Mixed 구오코랜드 삼성물산 7F~37F 2014.12. 완료

씨제이푸드빌(주) 음성공장 씨제이푸드빌(주) 씨제이건설(주) 2F~3F 2014.05. 완료

(주)디엠텍사옥 (주)디엠텍 기원건설 주식회사 2F~4F 2014.08. 완료

김포한강 센트럴자이 (주)생보부동산식탁 지에스건설(주) B1F~1F 2015.05. 완료

디엠씨데크 공장 데임씨데크 광양종합건설 2F 2014.09. 완료

중소기업은행 기흥연수원 중소기업은행 (주)파라다이스 글로벌 1F~5F 2015.01. 완료

조인셋(주) 반월공장 조인셋(주) 성우스틸(예건종합건설) 2F~3F 2014.12. 완료

SK하이닉스 이천공장 M14 가스플랜트동 SK하이닉스 에스케이건설 1F~4F 2014.01. 완료

김포고촌 물류단지 자동차 정비공장 개인 기원건설 주식회사 2F~4F 2015.02. 완료

2015년 이후 건축/토목 현장에 적용되어 많은 시공 실적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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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신기술 CAP Deck 공법은 기존 리브데크 공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장 생산 단계에

서양측 단부면의 절곡과 L/500, L/250 프리 캠버(Pre-camber)를 도입한 생산시스템과, 개방형 

리브데크의 단부에서 설치하는 엔드클로져 설치공정을 생략하여 시공의 단순화를 통해 통상적인 

건축물의 바닥 스팬인 6.0m ∼ 9.0m 범위를 무동바리로 시공할 수 있어 시장의 선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스팬을 갖는 바닥 구조에 효과적인 현장 시공이 가능한 무동

바리 기술이라는 점도 활동과 선택의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신기술은 다양한 현장 조건이나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속적 공법 개선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나아가 S조, RC조, PC조 등의 바닥판에 효과적으로 시공하거나 건축설계 단계에서 

평면 자유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공법 상세나 사례를 구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에너지소비

량과 CO₂배출량을 절감시킬 수 있는 CAP Deck 공법은 공장 생산 후 현장 설치 시공되므로 

작은 보를 생략하고 가설동바리 사용이 없어 보다 사회적 공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바닥판 관련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에서 무동바리 강재 데크 공법은 metal floor deck 

system으로 사다리꼴형상의 데크나 보강 리브를 갖는 평판형 데크나 철선트러스로 보강한 평판 

데크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5.0m 전후 스팬에선 무동바리 시공이 가능하며, 6.0m 이상 

장스팬을 시공하기 위해선 가설 동바리를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최근 다양하게 개발된 고기능, 

고성능 합성기둥이나 합성보와의 바닥판 공법으로 조화로운 현장 적용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이 신기술은 춤이 250mm 갖는 리브데크에 대해 동바리 설치문제와 엔드클로져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 캠버 조정(L/500, L/250)과 헌치 프레싱 장치로 양 측단부를 45도로 절곡한 리브데크를 

제작하고 강재 보 위에 설치한 후 개방 골에 캡플레이트와 횡분배 브릿지를 설치하여 시공 중 

작업안전성과 처짐을 최소화 시킨 ‘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한 장스팬 무동바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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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s deck 공법

입체트러스 선조립 용접 장비
거푸집 강재 데크 롤 포밍

CAP Deck 공법

냉간성형 롤 포밍 및 pre-camber 롤 조정 장비
단부 45도 헌치 절곡 프레싱 장비

다단 냉간롤성형 장비 
 open rib deck

캠버 롤 조정 장비 
 Pre-camber deck  

 

헌치 프레싱 장비  closed rib deck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신기술 CAP Deck 공법은 단부 절곡된 데크, 캡플레이트, 횡분배브릿지 등을 이용하여 6.0m 

이상 장스팬을 무동바리로 시공할 수 있는 거푸집 데크로서, Pre-camber 생산 공정시스템 

도입과 보 걸침부에서 엔드클로져 설치 및 큰 면적을 갖는 장스팬 데크로 현장 시공기간이 단축

되어 현장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므로 이 신기술이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 CAP Deck 공법은 가설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작은 보 설치 작업 

없이 장스팬 평면을 구현할 수 있는 공법이고, 타 공법과 비교하여 국내 건축공사의 시공성, 

공기단축 및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단면의 표준화와 시공 효율 극대화, 품질 향상 

등을 동반하게 되어 구조적 성능과 현장 적용성, 시공성을 만족하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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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2) 공사비

      신기술 CAP Deck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하여 4% ∼ 4.8%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다. 동일 

바닥면적에서 유사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말뚝머리 보강공법과 비교한다면, 이 신기술은 사용

자재의 강재 중량의 절감과 현장 노무비의 절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이다.

    (3) 공사기간 

      신기술 CAP Deck 공법은 평면에 작은 보의 설치가 요구되어 철골세우기, 추가 고장력 볼트 

본조임, 추가 스터드 볼트 작업이 필요한 기존 공법에 대비하여 데크 판계 및 구성요소의 설치, 

철근 배근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때문에 추가 작업이 발생하지 않는 신기술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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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CAP Deck공법은 기존 공법에 적용한 철골보의 강재량, 내화피복의 물량을 절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용 재료(물량)의 감소는 CO₂의 배출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공정의 간섭을 제거하여 후속 공정의 원활한 시공으로 효과적인 공사 진행과 연료사용량을 

감소시키므로 기존 강재 데크 거푸집 공법에 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되는 공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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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드 프레임 설치 2. 측면 몰드 설치 3. 철근 조립, EPS 설치

4. 단부 몰드 조립 5. 측면 몰드 곡률 조절 6. 몰드 조정 완료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제781호)
(보호기간 : 2016. 01. 15. ～ 2021. 01. 1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거더 길이와 곡률반경, 형고 조정이 가능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곡선교에 적용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 및 시공 기술에 

대한 것으로, 동일 교량 내에서도 서로 다른 거더 길이와 곡률반경을 가지는 각각의 거더를 한 

조의 현장설치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기술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블럭, 전도

방지 인양장치를 적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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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콘크리트 타설 8. 증기 양생 9. 몰드 탈형

10. 강연선 긴장 11. 거더 인양 12. 운반

13. 가설 14. 바닥판 타설 15. 교량 완성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위치 공사 기간 공사 규모

1 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
도로 건설공사
(자금IC Ramp-A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2013. 10
∼ 2014. 05

B=7.9m
L=40.0m
R=220m

2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 (접속교)

대구광역시
대구 동구 
신천3동

2012. 11
∼ 2016. 12

B=50.2m
L=41+38=79.0m
R=241m

3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와룡교)

고흥군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용산리
2015. 06

∼ 2015. 12

B=10.0m
L=2@23.5=47m
R=3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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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신기술의 적용 가능 경간장(20∼60m)에 대한 강박스거더교의 최근 5년 평균 교량 면적은 도로교 

기준 313,942 ㎡이다. 평균 순공사비를 약 149만원/㎡로 적용하면 약 4,600억 원 내외의 시장 규모로 

추산된다. 신기술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3,300억 원으로 예상(약 107만원/㎡)되어 신기술의 경제성과 

안전성, 공기단축에 따른 장점을 고려했을 때 활용 전망은 긍정적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PSC 곡선 거더 형식의 실용화는 국내 및 해외에서 적용 사례가 없는 기술이다. 신기술은 실교량 

시공 경험 축적 및 현장 내하력 평가 등을 통한 내구성과 사용성이 검증되어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진입하였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신기술의 성공으로 국내의 타 교량 공법에서도 PSC 활용 곡선화 연구가 진행 중이다(관련 특

허와 논문들이 꾸준히 출원 및 발표되고 있음). 신기술은 이러한 콘크리트 곡선 거더 연구에 

대한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에 의한 생애주기비용의 개선이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프랑스의 선두 건설업체인 브이그社에서 기술관련 미팅을 제안하여 기술 수출을 검토하였으며, 

동남아 국가에서의 기술 관련 관심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시장의 수요 확대 및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등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제출된 원가계산에 의한 설계단가)

         451,689,598원   ※ 부대공 제외 순공사비, 도로교(L=50m, B=8.5m, R=130m)

    (2) 공사비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형 고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 고

신기술 2.44 m 172,737 246,867 32,085 451,689 100%

강박스거더교 2.74 m 280,871 246,990 107,332 635,193 141%

PSC 박스거더교(FSM) 3.00 m 144,447 221,180 340,820 706,447 156%

   ※ 부대공 제외 순공사비 (L=50m, B=8.5m, R=1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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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공사기간
 공 정

신기술 공법 (총 공사기간 56 일)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7

스마트몰드 현장 설치

곡선 거더 제작(3본)

긴장 작업

운반 및 가설

가로보 설치

전도방지 장치 해체

바닥판 설치 및 양생

          공사기간
 공 정

강박스거더 공법 (총 공사기간 82 일)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2

강재 주문 · 입고

강박스 제작

강박스 도장

현장운반 및 조립

강박스 거치

강가로보 설치

현장 도장

바닥판 설치 및 양생

    (4) 유지관리비

구   분 신기술 강박스거더교 PSC 박스거더교

초기비용 451.7 백만 원 635.2 백만 원 706.4 백만 원

유지관리비용 763.2 백만 원 1,017.3 백만 원 962.2 백만 원 

생애주기비용 1,214.9 백만 원 1,652.5 백만 원 1,668.6 백만 원 

상대 LCC 1.000 1.360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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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곡선 교량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박스거더교 대비 시공 및 유지관리에서 탄소 

배출량 54.2 %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녹색기술 인증 : 제 GT-15-00038호)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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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공자전거를 활용한 대중교통 

활성화 전략

 

공유경제의 부상

 최근 IT 및 모바일 네트워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발달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동차, 숙박,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카쉐

어링(CarSharing)이 보편화되면서 교통분야가 

공유경제를 이끌어 가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카쉐어링 업체인 우버(Uber)는 작년 10월 기준 

기업 가치가 510억 달러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들 중 1위에 랭크되었다. 

 이처럼 공유경제를 통해 개별 차량을 대중교통 

형태로 운영하듯이, 자전거도 공공자전거(Bike- 

Sharing)가 도입되어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운영

되고 있다.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어디서든 자전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968년 네덜

란드에서 시작되어 2005년 프랑스 벨리브를 거쳐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

공공자전거(Bike-Sharing)의 재발견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탓에 기존의 대

중교통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과 자전

거를 연계하는 Bike-and-Ride,1) 및 Bike-on-Transit,2) 

개념의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버스 정류장 및 지

하철역 인근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버스 

및 지하철 차내에도 자전거 거치대(Bike rack)가 

설치되는 등 자전거-대중교통연계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시설 정보에 대한 부재, 자전

거의 파손 및 도난에 대한 우려, 혼잡으로 인한 

출퇴근시간 이용 불가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대중교통 차량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bike rack)

1)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자전거로 이동한 후, 자전거를 주차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환승주차장을 통

한 Park-and-Ride와 유사한 개념임

2)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자전거로 이동한 후, 자전거를 대중

교통에 싣고 이동한 뒤 다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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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최근 미국에서는 개인 자전거가 아닌 공공

자전거(Bike-Sharing)를 활용한 자전거-대중교통 

연계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이용자는 출발지 인

근의 공공자전거 대여소(Bike Share Station)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한 뒤 정류장에서 목적지 인근

까지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 자전거의 훼손이나 도난 

우려가 없고 자전거 구매 및 보관, 관리가 필요

하지 않아 공유경제의 잇점을 살리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용자들

에게 수단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해주고 기존 

대중교통망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의 Bike-Share 현황

 미국 교통부의 교통통계국(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이하 BTS)은 이러한 대중교통 및 이와 

연계되는 교통수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Intermodal Passenger Connectivity Database, 

이하 IPCD)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BTS가 2016년 

4월 발간한 Technical Brief에 따르면, 미국 내 

104개 도시에서 총 3,378개소의 공공자전거 대

여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자전거 대여소와 다른 대중교통 수단 간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전체 3,378개의 대여소 중 

77%(2,600개소)가 하나 이상의 대중교통3)과 ‘연계’

되어 있으며 13.4%(451개소)는 ‘인접 연계’되어 

3) 버스(Local bus, Transit bus 등), 통근철도(Commuter 

rail), 중전철(Heavy rail), 경전철(Light rail), 페리

(Transit ferry), 항공(Air) 등을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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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나머지 9.7%(326개소)의 대여소만이 아무런 

연계가 없다. 여기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대

여소에서 1블록(도시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200m 내외) 다른 대중교통 정류장이 있다는 것으로 

정의하며, ‘인접 연계’는 1블록 이상 2블록 이내

(200~400m 내외)에 정류장이 있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전체 3,378개 공공자전거 대여소 중 65.3% 

(2,207개소)는 하나의 대중교통, 11.3%(382개소)는 

두 개의 대중교통과 연계되어 있으며, 아주 일부인 

0.3%(11개소)는 세 개의 대중교통과 연계되어 

있다.

 연계수단을 살펴보면, 공공자전거-대중교통의 

연계는 주로 버스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내 

전체 대여소 중 74.9%(2,531개소)가 버스와 연계, 

14.1%(477개소)는 인접 연계되어 있고, 도시철

도는 13%(440개소)의 대여소와 연계, 15.2% 

(512개소)와 인접 연계되어 있다.

시사점

 미국의 공공자전거는 90% 이상의 높은 대중교통 

연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류장의 위치 및 연계된 대중교통 수단과 스케

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자전거의 운영을 

대도시(Metropolitan) 단위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의 높은 혼잡도, 많은 산악지형, 미

비한 자전거 등록제 등 자전거 이용에 제약이 

많은 우리나라의 자전거 환경에서 공공자전거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시 따릉이, 안산시 

페달로, 대전시 타슈 등 각 지자체에서 공공자전

거를 운영중이나, 아직 환경보호 및 여가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인식 변화, 대중교통 연계정보 제공, 지자체간 

통합운영 등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공공자건거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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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74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1단계-중첩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 범위 : 신월IC~제물포 민자터널  

개착공사 구간 종점
․ 지하차도 신설 : 폭 왕복4차로,
                연장 415m

26,748
(741)

조건부
채택

토목

75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1단계-잔여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 범위 : 제물포 민자터널 개착공사 

종점~경인2 지하차도 종점
․ 지하차도 신설 : 폭 왕복4차로,
                연장 445m

38,988
(1,098)

조건부
채택

토목

78

2016년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중랑, 

난지 처리구역)
․ 조사 142km, 설계 6km (1,200)

조건부
채택

토목

79

2016년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탄천, 

서남 처리구역)
․ 조사 142km, 설계 6km (1,200)

조건부
채택

토목

80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

터 건립공사 설계
․ 규모 : 지하2층/지상7~8층
․ 연면적 5,900㎡

15,531
(907)

조건부
채택

건축

81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설계
․ 규모 : 지하3층/지상3층
․ 연면적 21,000㎡

43,607
(2,707)

조건부
채택

건축

82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연장 1,800㎡, 업무/상업시설
  7,000㎡, 다목적시설 1,100㎡ 등

45,900
(1,969)

조건부
채택

건축

83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기본, 실시설계

․ 2개동 연면적 3,000㎡
․ 다목적 체육관 1개층 1,350㎡
․ 공공도서관 2개층 1,650㎡다목

9,215
(594)

조건부
채택

건축

85

지하철 1~4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 실시설계

(2차)

․ 1~2호선 내진성능보강공사 3,085m
․ 3~4호선 내진성능보강공사 3,061m

41,542
(1,242)

조건부
채택

토목

87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기본계획
․ 상류 및 소하천 구간 6.04km (743)

조건부
채택

토목

88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

시설 건립공사 설계
․ 규모 : 지하4층/지상7층
․ 연면적 21,680㎡

52,800
(2,370

조건부
채택

건축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6년 6월)
(단위 : 백만원)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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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설 계
심 의

72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공사 설계
․ 규모 : 지하3층/지상4층
․ 연면적 : 6,719.37㎡

12,198
(554)

조건부
채택

건축

76
능골산 자락길 조성공사(2

차) 실시설계

․ 데크로드 등 10종, 식재공사, 철거 

및 이설공사 등
2,080
(21)

조건부

채택
조경

77
위례지구 택지조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면적 : 369,142㎡
․ 근린공원 4개소, 주제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녹지 15개소 등

41,800
(567)

조건부
채택

조경

86
문정컬쳐밸리 조성공사 기본

설계(변경) 심의
․ 대지면적 : 18,814.08㎡
․ 연면적 : 12,531.58㎡→5,199.30㎡

32,460
(1,740)

조건부
채택

토목

91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
․ 총연장 : 3.72km, 정거장 1개소
․ 차량기지내유치선 7편성

363,201
(8,278)

조건부
채택

토목

정밀안전
진단심의

84
7호선 강남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7호선 건대입구~신대방삼거리역
 정밀안전진단 L=16.044km

(1,162)
조건부
채택

토목

사업계획
변경심의

1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 시설현대화 방류펌프 설치 및 방

류관로 노선변경
335,283

조건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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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6. 6.

건     축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등 13건

3,421 3,271

교 통
고척스카이돔구장 주변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용역 등 6건

405 363

기 계 설 비
한강 하저 방수문 기계분야 노후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23 18

도 로
제물포로 목동5단지 옆 방음벽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건

438 415

도 시 계 획
서울형 캠퍼스타운 실행전략 및 안암동 
캠퍼스타운 활성화 계획 수립 등 7건

2,085 2,061

상 하 수 도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건 

97 96

전 기 통 신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택지 교통신호등 
공사 감리용역 등 9건

846 778

정 밀 진 단 보광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2건 71 71

조 경
훈련원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5건

352 343

지 하 철
8호선 우남역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4건

1,881 1,670

하 천 사당천 복원 타당성조사 용역 등 3건 1,186 926

기 타
남산 예장자락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12건

4,878 4,564

 계 80건 15,683 14,576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6년 6월) 

(단위�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 35 -

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6년 제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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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10 7.30 9.8 9.19～9.22 10.15~10.24 11.11

< 2016년 제2,3회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면접)
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면접)
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4.1～4.7 5. 8 5.19 5.30～6.2 6.25~7.8
7.15
8.5

8.2～8.8 8.21 9. 1 9.5～9.8 10.8~10.21
10.28
11.18

< 2016년 제60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면접)
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면접)
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6.17~6.23 7.10 7.21 7.25~7.28 8.27~9.9
9.23
10.7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www.q-net.or.kr]

☞ 원고를 받습니다 !

서울기술이야기에 게재할 각종 건설관련 신기술, 신정보, 법령 
및 제도의 제ㆍ개정 및 공사 관련 체험담, 기타 여러 종류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기술심사담당관실(담당자 : 김은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04524)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  
 E-mail : lucid@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브렉시트(Brexit)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

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브렉시트는 2012년 하순 EU의 재정위기가 심화되자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2013년 1월 보수당 소속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보스포럼 참석 직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에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했다. 

 영국은 자국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하지만 EU에 속한 

회원국으로서 유로존 위기에 따라 금융지원을 해야했

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싹텄다. 게다가 영국은 금융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EU의 금융감독 규제를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또한 2015년부터는 유럽 내 

난민과 파리 테러 등과 같은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불거

지면서 영국내에서 EU탈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높아

졌다. 

 2015년 5월 총선 결과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브렉시트’가 구체화 되었다. 이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5년 11월 EU에 영국의 독자적 난민 

수용 정책과 비유로존 EU 국가에 대한 차별 폐지 등 

회원국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EU에 

제시했다. 2016년 2월 18~19일에 열린 EU 정상회의

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 정상들과 EU 

개혁안에 합의했다.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EU도 타격을 입는다”는 영국 

정부의 ‘협박’에 EU는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주었고 

이에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EU 잔류에 대한 지지의

사를 밝혔다. 

 하지만 영국국민은 영국탈퇴를 선택했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영국국민은 

‘EU 탈퇴’란 결론을 냈다. 그간 영국에선 ‘유럽 안에서 

더 강한 영국(Britain Stronger in Europe)’이란 EU 

잔류 진영과 ‘탈퇴에 투표하라(Vote Leave)’는 탈퇴 

진영이 팽팽한 여론전을 펼쳐왔다. 최종 결과는 탈퇴 

51.9%, 잔류 48.1%로 영국은 1973년 EEC(유럽경제

공동체·EU 전신)에 가입한 이후 43년간 몸 담았던 

EU를 떠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