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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서울시에서는 한강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한강대교 외 21개 교량과, 동서를 연결하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810개의 도로시설물(총 연장 268km)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 2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정 외 시설물은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법적 

주기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의 공용 년수 증가와 통행차량의 급증, 차량의 대형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1.] 서울시 폭설,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 사진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38분 교각 5번에서 6번 사이 상부트러스 50m가 붕괴되면서 32명 사망, 

17명부상 등 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성수대교의 아픈 기억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 관리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서울시내 산재된 도로시설물을 대대적

으로 정비한바 있다. 성수대교 참사이후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시행한 결과 약 20년 간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시설물의 안전확보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과연 충분한 지 의문이 

든다.

》  칼  럼

  도시시설물의 성능 중심의 유지관리와 미관개선을 위한 제언
   
    김 춘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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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최근 20년 동안 아무 사건, 사고가 없다는 이유로 조직의 축소와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 자동차전용

도로의 관리전환, 유지관리예산의 감소 등 어느 것 하나도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시설물의 보수, 보강현장을 살펴보면 예산의 부족으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의 부분보수로 시설물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반대로 단순 미관개선 위주의 보수가 진행되어 구조물의 손상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다는 단순 피막식 재료로 긴급 조치하는 하는 경우의 현장도 있는 것 같다. 이는 선진국처럼 시설

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시설물의 공용 년수 증가와 피로하중에 의한 미세균열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제설용 

염화칼슘의 다량 사용 등으로 철근의 부식을 수반하는 0.3mm이하의 미세균열 및 열화가 다수 발생

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표면보수공법은 [표 1]과 같다.

구분 도막식 표면 보수재 침투식 구체 강화재

모식도

특징

구체의 표면에 일정 두께의 피막을 형성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외부 유해인자가 접촉하지 못

하도록 차단하는 재료로 주로 유기계 합성물을 

도장형태로 시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구체 내부로 보수재가 침투되어 콘크리트의 공

극을 축소시킴으로써 콘크리트 자체의 성능을 

증진시켜 내구성 및 기타 기능을 증진 시켜주는 

방식으로 유기계, 무기계 침투재로 구분할 수 있다.

장점
다양한 색조로 콘크리트의 손상부를 은폐할 수 

있어 시공 후 미관 개선효과가 뛰어나다.

무기계 침투식 강화재의 경우, 모체의 내구성(동결

융해 저항성, 염화물침투 저항성, 재알칼리화 등) 

증진 효과가 뛰어나며, 모체와 탈락이 없다.

단점

단순 표면 부착식으로 콘크리트 자체의 성능개선 

효과가 전혀 없으며, 유기계의 특성상 구체와 

부착력저하로 인한 탈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도막식 보수재 대비 다양한 색조 구현이 가

능한 제품이 드물어 미관 개선효과가 상대

적으로 낮다.

[표 1.] 표면보수재 특성

 상기와 같은 보수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손상현황, 안전성, 보수재료 특성, 심미성,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 다양한 인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최적의 보수방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

러나 현재의 시설물 관리주체는 이러한 철저한 분석 없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시공여부가 확연이 드러

나는 단순 도막식 재료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폭설이 없어 염화칼슘의 사용이 적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사용한 염화칼슘이 철근콘크리트 

내부로 스며들어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서 동결융해작용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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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용년수의 증가, 매연가스의 부착, 미세먼지의 부착 등으로 아

무리 바탕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구조물과의 접착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감안한다면 시설물을 

완전하게 밀폐하는 도장이나 도막식 표면보수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세균열, 탄산화와 열화진행 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열화인자가 구조물 내부로 침투되는 가장 큰 요인인 구조물내부의 미세공극을 

충전할 수 있는 공법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최소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부에는 구조물의 성능을 회복하고 외부열화 

인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침투형 구체강화재의 적용이 적절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바탕처리가 어려운 콘크리트 표면에 도막식 표면보수재 시공을 함으로써 사계절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잦은 하자가 발생하여 시민들로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림 2.] 도막식 재료의 탈락 사례

3. 성능중심 관리체계의 구축

 보수공법이나 자재 등을 선정 시에는 대상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통행차량,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

분석 후 최적의 공법과 자재를 선정하는 전문기술자의 안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안전을 기반으로 

구조물의 유·무형의 자산 가치, 유효 수명, 생애주기에 따른 비용(LCC)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즉 시설물을 단순한 구조체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산·학, 연구소 등에서도 관련 정책 및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6년 7월 14일에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국내의 시설물 평가 및 유지관리 체계는 아직까지 선진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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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구성요소

호주 미국 한국 국내현황

자산관리
전   략

○ △ × • 장기투자 전략 및 비용의 효율적 관리 전략 부재

자산현황 ○ ○ ○
• FMS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현황 파악 정도에 그침
(이력정보 등은 관리되나 상태 및 성능 데이터는 관리되고 있지 못함)

서비스수준
(LOS)

○ ○ × • LOS* 정의 부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 ○ ○
• 안전 및 상태 등급에 의하여 결정됨
• 보수/보강 시나리오별 분석, 예산에 따른 최적 의사결정 시스템 부재

자산의 
재정적가치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있으나 시설물 가치는 산정하고 있지 않음
• 공공시설물 자산가치 평가 기준 부재

운영 및 
예산 편성

○ ○ ×
• 장기 자금 조달전략의 부재
(매년 주어진 예산으로 가능한 많은 보수작업 수행)

*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LOS)

 - 시설물별로 선정된 성능지표의 가중치에 따라 산정되는 성능 구현 수준

 - 서비스 수준에 따라 시설물 군별 관리목표를 설정함

 - 성능지표 : 예) 용량, 상태, 재정도달, 미래 수요,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안전, 회복력 등

 [표 2.] 국내 시설물 평가 체계 현황 – 제4차 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자료 발췌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정책과 체계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하여, 이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다음의 이유가 그 주요 배경이라 하겠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점검/진단 체계 개선이 필요

 · 현재의 체계로는 사회기반시설(SOC)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현 관리상태로는 향후 천문학적인 유지·보수 예산 투입이 불가피

[그림 3.] 시설물유지·보수공사 연간 건수 [그림4.] 시설물유지·보수공사 연간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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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성능중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연관 

간담회에 제시된 “사회기반 시설 유지관리 종합 시스템 구축”의 예시를 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사회기반 시설 유지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예

4. 아름다운 서울

 미국의 경우 1931년 최초의 역사지구로 지정된 Charleston시의 조닝조례에 규정된 심의위원회가 

최초의 “디자인심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심의회는 Charleston 역사지구 내에 있는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있어 건축디자인 일반, 마감, 재료, 색, 인접하는 건물의 건축적 특징과의 관계 등에 

대해 심사하고, 승인을 관리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후 도시미관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제시책이 제시되었고, 민간의 이익, 표현의 자유 등의 명목과 잦은 충돌을 일으키며 소송, 절충 등 

100여년의 조정과정을 거친, 현재는 미국의 “미관규제”는 많은 주(州)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 이를 

연구, 개발,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민선4기에 발족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신설로 서울시가 세계 속에 빛나는 “서울의 고유색, 

서체, 상징해치”등 서울브랜딩작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2010년도 서울시가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

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둠은 물론 한 차원 높은 문화도시 서울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도시미관 디자인에 대한 관심, 관리경험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국내 현실을 감안

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단순한 외적 디자인에 집중된 관리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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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없다. 디자인만 아름다운 서울이 아닌, 시민의 안전, 시설물의 내구성, 효율적인 유지관리,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동시에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이용시민의 정서적 안전차원에서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경관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의 구현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장대 

터널의 경우 벽체나 천정부의 경관을 밝은 색상으로 개선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용시민의 심리적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발생을 최소화 하는 효과와 조명에 필요한 전력료 

절감 등 유지관리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의 과정은 일부 전

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림6], [그림7]과 같이 경북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도심구조물의 이미지선호도 관련 연구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좋은 사례라 하겠다. 

[그림 6.] 조사대상에게 제시된 교각별 이미지 [그림 7.] 교각유형별 감성이미지에 대한 다중회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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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언

 서울시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짧은 기간에 고속 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도시 

중 하나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장과정의 이면에는 감추고 싶은 시행착오가 저변에 깔려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건설산업은 눈부신 성장의 대표주자이기도 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일련의 아픈 사고의 유발은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되돌아보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및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유도하게 한 부정적인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때 구축된 시스템은 그 수명을 다하여, 기본적인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진 2016년 현재 대대

적인 변혁이 이루어져야할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제는 대규모 신축 건설산업이 아닌 기 구축된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오히려 선진국 

대비 상당히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제라도 조속히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 안전한 서울을 만

드는데 박차를 가하여할 것이다. 물론, 시민의 신변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암울한 회색 빛 도시

보다는 시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울’을 항상 염두해야 한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의 수립은 물론 ‘안전하고 아름다운 기술의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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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행정타운 착공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의 신고접수

부터 재난 대처·관리, 교육에 이르기까지 재난대

응의 각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4개 소방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소방행정타운’이 7월 5일(화) 

착공하였다. 

 은평구 진관동 물푸레골에 연면적 37,504.81㎡, 

10개동 13개 시설규모로 조성되며, 2022년 말 

완공 예정이다. 

 타운이 완공되면 서울 곳곳에 분산 돼 있는 서울

소방학교, 서울시종합방재센터, 서울시소방재난

본부, 서울시119특수구조단이 단일 공간에 모여 

일원화 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진다.

 소방행정타운은 ▴시민안전공유 ▴전문인재양성 

▴친환경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조성된다.

 우선 타운 내에 어드밴쳐 체험이 가능한 119극기

체험장, 다목적 훈련장, 소방·안전 학술정보관 

등을 마련해 시민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교육훈련 참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적인 실습훈련이 가능한 실습실과 지하부터 

초고층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재난훈련을 할 수 

있는 중앙훈련타워(지하2층, 지상15층), 19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을 조성한다.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즉각

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문 소방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시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소방훈련의 

특성을 고려해 훈련에 사용하는 물을 탱크에 모아 

재활용할 수 있는 물재생저수조시설을 설치한다. 

또 각 건물에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 도심 속 친환경 

훈련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규모와 시급성을 따져 총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건립할 할 예정이며, 우선 서울소방

학교와 서울시119특수구조단의 교육기능을 통합·

확충한 뒤 나머지 2개 기관이 이전한다.

- 1단계(’14~’18) : 6개동 7개 시설을 조성해 서울소방

학교와 서울시 119특수구조단이 먼저 이전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교육 시 서울소방학교(서초구 

서초동)와 119특수구조단(도봉구 방학동)을 오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교육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 2단계(’16~’18) : 날로 대형화 되고 복잡해지는 도

시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3개동 

6개 시설 규모의 전문 교육·훈련시설이 ’18년까지 

들어선다. 지하철사고·차량사고·붕괴사고는 물론 

위험물·화생방 대응, 문화재 등 목조건물사고 대응

까지 특수 재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휸련이 가능

해진다.

- 3단계(’19~’22) : 통합건물 1개 동을 건설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가 이전을 마치면 소방

행정타운이 완성된다.

 시는 재난 대응 기관들이 한 곳에 모임으로써 

체계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이 갖춰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타운추진단 (02)3706-1393〕

에스플렉스센터(S-PLEXCENTER) 개관 

 서울의 IT-디지털미디어-문화콘텐츠 산업역량을 

융·복합적으로 집약한 ‘에스플렉스센터(S-PLEX 

CENTER)’가 디지털미디어 클러스터인 상암 DMC 

단지 내에 7월 14일(목) 오픈하였다.

※ ‘에스플렉스’ 명칭은 ‘서울(SEOUL)’+‘복합건물(Complex) 

+센터(Center)’의 의미로 시민공모를 통해 지난해 말 

선정됐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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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플렉스센터는 연면적 81,969㎡로, 전문동인 

<스마티움(Smartium, 지상 21층 규모)>과 대민

동인 <시너지움(Synergyum, 지상 17층 규모)> 등 

2개 동이 입체적으로 연결된 구조다. 

 전문동인 <스마티움>에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서울시 IT·미디어 관련 핵심 기관이 시설과 기능을 

보완해 한 곳에 입주, 데이터 기반 행정거점을 

형성한다.

 ▴서울시 데이터시스템을 통합하고 다가오는 

클라우딩 컴퓨팅시스템 도입의 거점이 될 ‘클라

우드센터(17~19층)’ ▴사이버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365일 24시간 서울시 행정망을 감시하는 ‘통합

보안관제센터(20~21층)’ ▴시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생활 정보를 다루는 ‘교통방송(3~7층, 

12~14층)’ ▴빅데이터캠퍼스(15층) ▴‘IT공방(17층)’ 

▴‘앱비즈니스센터(16층)’가 대표 시설이다.

 특히 ‘빅데이터캠퍼스’는 민간·공공데이터를 모아 

민·관·산·학이 자유롭게 공유·분석하고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리

정보 데이터 등 서울시가 제공하는 4천5백여 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대민동인 <시너지움>에는 ▴e-sports 경기장

(12~17층) ▴링크스페이스(1층 로비) ▴3D영화관

(지하1~2층) ▴다목적 공개홀(2~4층) 등 민간 

운영시설, IT관련 민간기업, 시민들을 위한 부대

시설이 갖춰진다.

 지난 4월 먼저 문을 연 ‘e-sports 경기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시민들이 다양한 국내외 대회를 접

하고 최신 게임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공간이며, 

‘링크스페이스’는 센터를 방문한 시민 누구나 관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오픈 갤러리 형태다. 

 이외에도 3D영화관, 다목적 공개홀 등 민간 전문 

운영 시설과 IT·디지털미디어·문화콘텐츠 관련 

분야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시설, 방송통신

시설, 기타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IT관련 민간기업

들이 입주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사무

공간도 임대한다.

 

  〔정보기획담당관 (02)2133-2956〕

서울시, 끊어진 녹지축 4개소 연결 추진

 서울시가 도로개설과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녹지

축이 끊겼던 ▴양재대로 ▴무악재고개 ▴서오릉

고개 ▴방학로에 ’18년까지 ‘녹지 연결로’를 조성

할 계획이다.

 ‘녹지 연결로’는 작게는 폭 10m, 크게는 20m 

규모로 조성되며 특히 연결로 내부에는 녹지보존·

동물이동로(최소폭 7m 이상)와 보행로(폭 2m 

내외)를 함께 설치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형 녹지 연결로’를 만든다.

 녹지보존·동물이동로에는 최대한 자연 상태와 

가깝도록 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과 자생

식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목을 심어 이동로를 

확보하고 동식물 다양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행로는 ‘그린웨이’ 개념을 도입, 최근 걷기 

열풍으로 늘어난 둘레길, 산책길 코스와 녹지를 

연결하는 형태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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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녹지축은 크게 시 외곽의 주요 산과 

자연지형을 따라 둥글게 형성된 ‘환상녹지축’과 

남북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환상녹지축과 남북녹지축의 지선으로 

뻗어나가는 ‘산림지선축’이 있다.

 시는 환상녹지축(서오릉고개)과 남북녹지축

(무악재고개), 산림지선축(양재대로 · 방학로)에 

고르게 녹지연결로를 놓아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재대로 녹지연결로(연장 52.6m, 폭 

20m 규모)’는 양재대로 8차선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포동 달터근린공원과 구룡산을 잇게 되며, 올 

7월 착공하여 ’17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연결로가 

완공되면 제1·2녹지연결로(’09년, ’11년 조성)와 

함께 강남구 양재천~달터근린공원~구룡산 정상

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완전하게 연결된다.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조감도

 ‘무악재고개 녹지연결로(연장 80m, 폭 10.5m 

규모)’는 통일로가 개설되면서 끊긴 서대문구 안산과 

종로구 인왕산을 연결한다. 올 10월 공사 발주

하여 ’17년 12월 공사가 완료되면 안산 자락길~

인왕산~한양도성길까지 녹지로 이어진다.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연장 70m, 폭 10m 규모)’

는 서오릉로 6차선 도로에 의해 단절된 봉산~앵봉산 

구간에 조성된다. 특히 서울의 외곽산 녹지축과 

서울 둘레길을 바로 연결해 많은 시민들이 산책

코스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학로 녹지연결로(연장 15m, 폭 20m 규모)’는 

도봉구 북한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이 2차선 

도로에 의해 단절된 곳을 잇는다. 도봉산~초안산~

영축산근린공원 녹지축 선상에 있는 지역으로 

올해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그 동안 단절됐던 북한산의 녹지축이 연결돼 

생태축 역시 살아남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높아

지는 것은 물론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

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연생태과 (02)2133-2153〕

서울시,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 완료

 서울시는 여름철 홍수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 관리 대상 지방하천 29개소의 

제방 167km에 대해 정밀점검을 완료하였다.

 그동안 지방하천 제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홍수기에 

대비한 홍수기(6.21~9.20) 전·중·후 안전점검을 

3~4회 정도 실시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서울시는 처음으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체계적인 정밀점검을 시행

하였다. 하천의 제방은 홍수 시 범람을 방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물이며, 

특히 서울시 지방하천은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해 

시설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절기 1차 점검 후 동절기 수목이 없을 때 확인 

점검하여(점검기간 : 2015.07.~2016.06.) 내실을 

기하였으며, 하천의 제방, 호안, 하상부로 구분

하여 주요손상을 조사 및 집계하여 각 하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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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평가를 시행하였다.

 정밀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석축 유실, 구조물 

기초 세굴 등 국부적 손상이 있었으나, 붕괴위험 

등 구조적으로 크게 위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둔치의 이용·편의·체육시설,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에 대한 노후, 파손상태도 조사하였

으며, 하천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현황을 모두 조사하여 도면화한 하천별 편람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의 내실을 강화하였다.

 서울시는 정밀점검 결과 조사된 손상에 대해 

조치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추가

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하천관리과 (02)2133-3885〕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강화

 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

(NO2)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

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7월 21일(목) 변경

고시하고, 9월 1일(목)부터 적용한다.

<에너지 생산·효율화 등 에너지 관련 의무 기준 강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 대신 신

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

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

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지난해 도입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 등을 추가

하여 구체화 시켰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 강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

(NO2)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 강화>

 이번 심의기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자연 채광 확보 ▴옥상녹화 

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 환경영향평가란? >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

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임

 〔환경정책과 (02)213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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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예방형 건설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사고신고의 의무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등의 내용

으로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 업무절차와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업무를 

포함시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으로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이를 행정예고하고, 8월 

9일(화)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시설계 시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발주자가 검토의 적정성을 승인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공사 

단계별로 건설공사 참여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정함(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나.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참여자(시공자·건설

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

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대건설사고의 경우 발주청

에서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토교

통부로 사고경위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다.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안전점

검의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세부기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규정한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의 미비

점을 개선함(제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라.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와 평가기준, 평가

결과의 공표방법 등을 규정(제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마. 기타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

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6〕

「건축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대책 후속조치 및 건축

편의 지원 등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과 창고 돌출 

차양 건축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0일(수)까지 의견을 받

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가. 부속건축물의 건축입지 확대(안 제2조제12호)

   부속용도의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 건축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권자가 건축

물의 용도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에도 부속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특례 적용(안 제6

조의2제2항제1호)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부분이 

생긴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하고자

하는 건축 등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나 면적 증가없이 건축물 안전 등 구조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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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도록 함

다. 건축면적 산정시 자동차 충전시설 제외(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 신설)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용

주차구획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를 활성화

하고자 함

<건축법 시행규칙>

가. 창고시설 건축면적 기준 완화(안 제43조제2항

제2호)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돌출 차양 길이를 현행 

3m에서 6m까지 확대함

나. 아파트현황 통계의 체계적 관리(안 별지 제17호 

서식)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세부현황은 관리

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세부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주택 수급 현황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 자료 활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 시 세부현황을 기재하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

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법률 제14086호, 2016.3.22. 공포, 2016.9.23.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작물재배사 등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

(안 제37조의2 신설)

   금융결제원과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을 납부대행기관

으로 지정하고,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납부

대행 수수료로 정함

나.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입지규제 완화(안 

별표1 제3호 자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군·구에만 

허용하고 있던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는 시·군·구에도 

허용함

다.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설치 의무 면제

(안 별표2 제3호다목)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

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동물·식물 관련 시설 및 농수산물 

보관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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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통합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제정

 국토교통부는 기존 국가건설기준의 체계를 7월 

1일(금)부터 코드체계로 전환하였다. 그간 건설

기준은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로 총 51종의 

책자형태로 기준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기준 

간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같은 공종에 

대해 분야별 적용 수치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분야별로 별도 기준이 있다 보니 사용자가 

여러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었다. 

 코드체계는 설계기준(KDS)과 시공기준(KCS)으로 

구분되며, 공종별 세부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총 6자리의 숫자를 부여하여 관리·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이다.

 코드체계 전환으로 기준 간 중복·상충이 해소되고, 

코드단위별로 상시 개정이 가능해져 건설신기술 

적기 반영이 가능해지며, 데이터베이스(DB) 로 

구축되어 이력정보·연계정보 검색이 가능해져 건설

기준 사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이번에 코드체계로 전환되는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은 국토교통부 소관 34종이며, 해양

수산부·환경부 등이 운영하는 8종은 ’16년 말, 

발주청에서 운영중인 전문시방서는 ’17년 말에 

코드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코드체계 마련을 시작으로 

매년 실·검증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해외 건설기준과도 연계하는 

등 건설기준을 지속적으로 선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건설기준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기준 

코드체계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누리집

(http://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설계기준과 코드체계 매칭>

- 총 6자리의 숫자를 부여하여 분류하는 체계로서 두자리

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

- 현행 건설기준의 중복 및 상충 내용을 검토하여 18개 

대분류로 체계 개편

- 공통 공종에 관한 모든 기준은 공통편에서 제시

- 시설물편 및 사업편에서는 각 코드의 특수성을 반영

하여 특기사항을 기술

※ 코드 예시

• 대분류 : KDS 14 00 00 ➜ 구조설계기준

• 중분류 : KDS 14 20 00 ➜ 콘크리트 구조설계

• 소분류 : KDS 14 20 40 ➜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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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표준시방서와 코드체계 매칭>

※노란색은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준 코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1〕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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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차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

■ 제90차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

○ 응집제 과다주입을 방지하고 총인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인 및 비총인계열의 최적 응

집제 주입 시스템을 검토할 것

○ 총인처리시설 유입시 유량의 균등분배를 위해 

유량의 균등분배를 위해 유량변동에 따른 가장 

이상적인 수문의 opening 정도를 제시할 것

○ 지반 특성을 고려한 적정 기초 공법을 선정

할 수 있도록 지지력, 양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법 선정의 기준을 마련할 것

○ 슬러지 최종처분을 고려하여 총인슬러지 처분 

방법을 제시할 것

■ 제92차 정수센터 탈수기 교체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각 정수센터 탈수처리계통 전력공급설비 및 

계측․제어설비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운영 중인 탈수기의 고형물회수율과 배출

수질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개선된 기종을 선정할 것

○ 환경 유해 요인인 슬러지 악취발생이 적은 

탈수기 기종으로 선정 검토하고,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전체적인 탈취계획을 검토할 것

○ 탈수공정이 배출수처리장 관리실과 각 정수

센터 중앙제어실에서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슬러지량, 전략량, 각종 공정계측치가 

기록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 슬러지 공급량과 약품 공급량은 슬러지 공급량, 

슬러지 케익 함수율 등에 연동하여 약품공급

량을 적정하게 조절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93차 8호선 (가칭)우남역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공모지침서 중 작품심사기준을 재검토

  - 심사항목별로 전문심사위원을 세분화하여 건축

계획분야와 기술분야별로 심사하도록 하여 

좀 더 정확한 심사로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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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으므로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을 수정

할 것

○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에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추가할 것 

○ 설계도면에 환기 및 방재설비(피난포함)도 추가

하여 안정성 확보할 것

○ 가시설 계획 및 설계 내용에 우리시 ‘건설현장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 강화계획’ 반영할 것

○ 동선계획 내용 추가할 것

  - 승강장의 동선계획은 차량 혼잡방지 및 차

량에 균등하게 승객이 분포되도록 정거장 

내 계단 위치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설계가 

되어야 한다.

  - 동선 및 혼잡을 고려하여 게이트의 위치는 

적정위치에 계획하여야 하며, 장래 확장 및 

비상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정거장 내 이용객들을 위한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용객의 동선 흐름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업무에 정거장 건설공사로 인한 인접 도로 

등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추가할 것

■ 제94차 도시철도 6호선 상월곡 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주요 손상은 적극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강구

할 것

  - 0k365(LW) 및 0k370(LW)의 철근탐사결과 

피복두께 측정치가 각각 26~29mm 및 

22~26mm로(설계치 60mm) 상기 구간에 

대한 균열깊이를 추가로 측정하여 0.3mm이하 

균열일지라도 균열깊이가 실측피복두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인 보수･보강 실시

○ 구조물 구조검토 내용을 보완할 것

  - 상부거더의 경우, DEEP Beam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구조계산서 재검토하고, frame해석에서 

발췌한 상부거더 적용하중을 확인이 가능토록 

보완 수록

○ 기 진단 GPR탐사 공동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내용을 보완할 것

  - 중정비 연결선 구간의 기 진단시 GPR탐사로 

확인된 공동부에 대한 현 상태 조사와 안전

성에 대한 분석 및 보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95차 해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구조물 공사 완료 후 되메움 불량에 따른 지반

침하 또는 지반함몰 방지를 위하여 되메움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되메움 시공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 공원을 훼손할 경우 공원에 있는 시설물, 수목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공원에 대한 설계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 변압기는 용량 결정시 각종 시설의 부하 밀

도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변압기 대수 결정시 

총용량이 500[kVA]를 초과하는 경우 조명용

과 동력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비상발전

기를 사용할 경우 변압기 Bank를 분리하여 

계획토록 과업내용서를 수정할 것

○ 과업내용 중 일부 항목간 상호 중복 및 상충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업의 특성 및 여건을 

포함한 해당 내용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과업

내용서를 재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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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p. 32 ‘5) 포장 설계’ 및 p.33 ‘(17) 주차장 

및 차도 포장설계’

       p. 14 ‘4) 지반조사’ 및 p.35 ‘9) 지질조사’

■ 제96차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변경)심의

○ 박스구간 중앙부에 설치되는 어스앵커와 관련

하여 어스앵커의 길이와 중앙부 폭, 해당구간의 

토질 및 거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성을 

검토할 것

○ 집수정 및 지하박스 구조물은 두께가 큰 편

이므로 시공 중 수화열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명기할 것

○ 신월IC 진입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차량 

처리대책과 소형차 외 진입차량에 대한 진입

방지 및 진입시 회차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 통합유지관리동 건축시 소음 및 진동 관리, 

구조물 방수공법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터널 내 풍도슬라브의 거치 및 고정방법에 

대해서는 흡·배기시의 진동 등 운영 및 유지

보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브라켓 및 터널 본체, 

슬라브 시설물이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제98차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설계심의

○ 장애인 화장실을 유아 동반(기저귀교환), 노약자, 

보호동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도를 높일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계획할 것

  - 출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설치

지양

  - 장애인 화장실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출입문은 출입구 방향 정면을 피하여 

측면에 설치

○ X0-X1 사이의 오픈 천정은 유지관리측면에서 

천창 설치를 검토할 것

○ 지상층 유리난간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 X8 ~X9열의 도로 하부에 설치되는 지하층은 

토심깊이 확보여부 등   중구청과 사전 협의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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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형 다단 드롭 시스템을 이용한 층고 4.2m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소음저감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제782호)

(보호기간 : 2016. 02. 01. ～ 2021. 01. 3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다단 드롭형 서포트와 멍에․장선을 이용한 테이블 형태의 거푸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층고 4.2m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되는 소음저감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본 신기술은 다단 드롭형 다운 써포트와 멍에, 장선 빔으로 구성된 테이블형 다단 드롭 시스템을 

이용한 층고4.2M 이하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소음저감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 작업자의 

눈높이까지 슬래브 패널이 하강하여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발생하는 자재파손, 소음저감, 안전성 

증대효과 및 1∼2인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 <표 1.1>의 시공절차로 시공한다.

<표 1.1> 설치, 해체 시공절차

   설치순서
종류

1. 벽체 설치 후 테이
블형 장선빔 위에 
패널 설치

2. 테이블형 다단 드롭 
멍에빔 및 다운써
포트 설치

3. 동바리 설치 4. 완료

신기술

(DS공법)

설치

 해체순서
종류

1. 벽체해체 후 슬래브 
코너 핀 제거, 100
하강 슬래브 패널 
탈형

2. 다단 드롭용 다운 
써포트를  이용하여 
50mm씩 눈높이 하강

3. 슬래브 패널, 코너재 
해체, 인양

4. 완료

신기술

(DS공법)

해체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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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신기술 (DS공법)의 개념도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표 2.1> DS공법 활용 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특징

1
 안동 센트럴자이 아파트
 신축공사

GS 건설 ㈜ 태현개발㈜
’13.10.~

   ’14.06.
168,240㎡ 92,577,600

민원발생
다발지역

2
 구리 인창동 공동주택
 건립사업

㈜ 포스코건설 태현개발㈜
’13.11.~

   ‘14.06.
69,271㎡ 359,371,000

민원발생
다발지역

3  가재울 4구역 주택 재개발 GS 건설 ㈜ 태현개발㈜
’13.11.~

    ’14.11.
132,740㎡ 517,686,000

민원발생
다발지역

4
 양평동 힘멜하임 오피스텔
 신축공사(층고:3,900H)

㈜포스코 A&C 매성토건㈜
’14.01.~    

    ’14.08.
2,760㎡ 200,000,000

층고 높은 
건축물 3,900H

5
 FED BARRACKS 
 외관 공사(층고:4,200H)

삼성건설 태주건설㈜
’14.03~

    ’15.02.
61,320㎡ 619,560,000

층고 높은 
건축물 4,200H

6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신축공사

에스에이치공사
우신건설

㈜대원토건
’14.04.~    

    ’14.09.
1,996㎡ 165,000,000

민원발생
다발지역

7
 평택 의무여단 막사
 신축공사(층고:4,200H)

GS 건설 ㈜ 태주건설㈜
’14.06.~   

    ’15.08.
185,300㎡ 1,530,000,000

층고 높은 
건축물 4,200H

8
 쌍촌동 에드가리움
 오피스텔 현장

윤진종합건설㈜ 대복건설㈜
’14.11.~   

    ’15.04.
2,300㎡ 310,000,000

민원발생
다발지역

  나. 향후 활용전망

    건설공사에서 최근 수년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문제에 대응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성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현장 작업량 감소 및 공기단축 등의 거푸집 공사가 가능하게 되어 국내외 

공동주택 건설 산업 분야에서의 관련 시장 확보 전망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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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기술
[ DS공법 ]

건설신기술 583호
[ AFB 공법 ]

건설신기술 621호 
[ BD 공법 ]

특허10-1127008호

 - 층고와 상관없이 작업자의 눈 높이까지 하강
 - 패널 겹침의 문제점 없음(해소)
 - 코너의 지지부재가 필요 없음
 - 다단 드롭용 써포트를 이용 50mm씩 하강
 - 추가 공정이 없어 투입인원 감소

 - 천정에서 600mm 하강
 - 패널의 겹침 현상 발생
 - 코너의 지지부재와 
   드롭용 써포트가 필요
 - 추가 공정 및 인원증가

 - 천정에서 400mm 하강
 - 패널의 겹침 현상 발생
 - 코너의 지지부재가 필요
 - 추가 공정 및 인원증가

 - 천정에서 650mm 하강
 - 패널의 겹침 현상 발생
 - 코너의 지지부재가 필요
 - 추가 공정 및 인원증가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표 3.1> 국내기술수준 비교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원가절감으로 건설사 수익성 증진

      - 건설시장의 인건비 상승과 건설인력의 노령화 및 신규 투입인력의 감소를 고려한 인력투입의 

유동성을 확보

      - 슬래브 거푸집 해체 시 발생하는 소음민원 감소

      - 상시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

      - 슬래브 자재의 파손율 감소로 인한 재활용 증가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현재 국내에 사용되는 드롭 시스템은 층고가 높을수록 천정에서 400mm ∼ 650mm 드롭으로 

현실적으로 안전한 시공은 매우 어렵다. 반면 본 신기술인 DS공법을 적용하여 간단한 교육을 

통해 비숙련공의 즉각적인 현장투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손쉽게 거푸집 시공이 가능하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며 고품질을 확보가 가능하여 우수한 시공을 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기존 AL-Form 및 재래식 공법에 경우 슬래브 패널의 자유낙하로 인한 소음민원발생, 거푸집 

손상으로 자재비 상승, 산업재해 발생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되어 있으나, 이 신기술은 다단 드

롭형 서포트와 멍에․장선을 이용한 테이블 형태의 거푸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층고 4.2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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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    칭 규  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1 다운슬래브 공법 바닥(층고3m이상~4.2m이하) 70,605 156,972 　 227,577

2 합판거푸집 타설공법 바닥(층고3m이상~4.3m이하) 150,713 208,936 　 359,649

3 다운슬래브 공법 바닥(층고3m미만) 48,030 95,478 　 143,508

4 건설신기술 제583호 (AFB공법) 바닥 66,961 119,093 　 186,054

5 건설신기술 제621호 (BD공법) 바닥 43,096 99,837 　 142,933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되는 소음저감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 기존 AL-Form 및 재래식 

공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여 경제적인 절감 및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1) 설계단가

   

    (2) 공사비

    

구분 신기술(슬래브) 기존 재래식 공법(슬래브) 비  고

    
시

공

노

무

슬래브 시공물량(㎡)
  쌍촌동 오피스텔(16F)  481.61㎡*16개층=7,705.76㎡ 
  삼성동 오피스텔(12F)  296㎡*12개층=3,552㎡ 

1인 시공물량(㎡) 23.2 15.3

투입인원(명) 485.3 735.8

1인 생산성(원) 160,150 143,917

시공단가(원/㎡)
(간접비/기타경비포함)

6,900 9,400 36.2% 절감

  

    (3) 공사기간 

    

구분  신기술 기존 재래식 시스템공법 비고

설치공정 3.0일 3.5일

해체공정 2.0일 3.0일

총 공정 5.0일 6.5일 1.5일 공기 단축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의 다단 드롭용 써포트, 테이블형 장선·멍에 빔으로 구성된 테이블방식의 시스템화된 

공법으로 자유낙하를 하는 기존방식과는 달리 가설재의 파손이 없으며 표준화된 슬래브 패널 

사용의 증가, 기존동바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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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년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문제에 대응하고, 모듈화된 데크 패널 사용으로 재활용

성이 증가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성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현장 작업량 감소 및 공기단축 

등의 거푸집 공사가 가능하게 되어 국내외 공동주택 건설 산업 분야에서의 관련 시장 확보 전망은 

매우 높고, 안전한 건설문화로 인한 건설인력 확충과 타산업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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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형 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연결관 비굴착 보수공법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제783호)

(보호기간 : 2016. 02. 25. ～ 2021. 02. 2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공통으로 변성 아크릴레이트 수지를 이용하는 공법에서, 

        ➀ 상기 수지를 다겹면보수재에 함침하고 조정장치에 안장형보수기와 실린더형보수기가 결합된 

안장형보수로봇으로 본관 200∼600㎜와 연결관 100∼300㎜이 조합된 규격을 시공할 수 

있는 하수 연결관 비굴착 보수공법(SRPS-J) 

        ➁ 상기 수지를 반밀폐형 유리섬유 보강재에 함침하고 FRP재질의 단축 프레임 양단 내부에 

압착용 고무를 열접착한 단축식보수기로 D150∼1000㎜까지 시공할 수 있는 하수 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M)

    (2) 내용

        신기술은 공통되게 무취⋅저독성의 전용수지(변성 아크릴레이트 수지)를 이용하여 강력한 기

계적 물성을 제공하는 하수관로 보수⋅보강 공법에 관한 것으로, 이동유닛에 결합된 조정장치가 

높낮이 조절이 됨으로써 CCTV자주차로 인한 원활한 시야확보가 가능하고, 이러한 조정장치에 

안장형보수기 및 보조카메라가 구비된 실린더형보수기가 결합된 채 회전⋅승강⋅기울임 기능이 

구비됨으로써 본관:D200∼600㎜, 연결관:D100∼300㎜의 범위에서 비정립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연결관의 균열 및 파손부위를 보수할 수 있으며, 전용수지가 함침된 다겹면보수재를 

이용하여 하수연결관 접합부의 안정적 보수를 기대할 수 있는 하수 연결관 비굴착 보수공법

(SRPS-J, Saddle Repairing Packer System-Joint)이다.

        또한 기존보수기보다 25%이상 길이가 줄어든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하여 648맨홀을 포함한 

좁은 구경의 맨홀에도 투입이 용이하고, FRP재질로 제작된 프레임 내부에 팽창용고무가 열접착

으로 결합되어 이상적인 팽창형태를 구현하여 D150∼1000㎜의 범위까지 시공할 수 있으며, 

유리섬유 반밀폐형 보강재에 전용수지를 함침하여 부직포의 들뜸불량을 개선하는 동시에 하수

관로의 내구성을 높이는 하수 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M, Sewerage Reinforced 

Power System-Main pip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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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시공절차

①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M)

1. 시공준비
▶▶

2. 교반작업
▶▶

3. 함침작업
▶▶

4. 권취 및 이동
▶▶

5. 압축공기주입 및 경화
▶▶

6. 탈형 및 검사

② 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연결관 비굴착 보수공법(SRPS-J)

1. 예비공정
▶▶

2. 시공준비
▶▶

3. 교반작업
▶▶

4. 함침작업
▶▶

5. 보수재장착
▶▶

6.보수기이동 및 경화
▶▶

7. 탈형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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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공정

SRPS-M SRPS-J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하여 좁은 맨홀에도 

통과가 용이하고 축내부 고무접착으로 

시공범위 확대

  - 이를 응용한 대구경보수기

  - 반밀폐형 보수재로 들뜸 방지

▶안장형보수기와 실린더형보수기의 조합으로 틸팅기능과 

함께 비정립형 연결관의 시공용이

  - 다겹면 보수재 활용으로 안정적 보수

  - 보수로봇의 원활한 시야확보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처 공사기간 공사금액

1
문학동 373-24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인천광역시 남구청

2012.11.06.

∼2012.11.22.
19,580,000원

2
학익동 701-4 번지 하수관 

정비공사
인천광역시 남구청

2012.08.29.

∼2012.09.17.
19,365,000원

3
숭의2동 경인로 42번길 남구청후문 

주변 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인천광역시 남구청

2014.06.25.

∼2014.08.03.
17,116,000원

4
경인교대역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중 비굴착 보수공사
㈜덕성산업기계

2014.12.10.

∼2014.12.24.
53,900,000원

5
주안동 석암지하차도 보수공사

(2처) 중 SRPS공법
명신건설(주)

2014.11.11

∼2014.12.29.
152,4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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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1) 종래의 연결관 보수공법의 경우 현장적용성이 떨어져 설계에 반영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2) 특히 종래에 전체보수 또는 부분보수에서 연결관의 천공이 이루어진 후에 연결관과 본관을 접합

시키는 내용이 설계에서 누락되거나, 별도의 충진공법을 반영하였지만 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물론, 싱크홀의 원인이 연결관 접합부 파손에 의한 것이라는 검토를 근거로 판단할 

때 이미 현장실사 과정에서 현장 적용성을 검증받은 안장형보수로봇의 활용은 클 것이다.

   3) 신기술에 따른 비굴착 본관 부분보수공법은 현재 시공범위가 D200∼700㎜인 것을 D150∼

1000㎜까지 확대시키고, D800㎜이상의 관로 시공이 가능한 보수기를 일반적인 하수맨홀(일명 

648맨홀)에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것을 물론, 경량 및 소형화를 이루어 작업자들의 작업효율 

향상과 선호도를 높여 그 활용전망이 아주 밝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1) 활용성- 좁은 맨홀을 통과하는 동시에 시공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각도의 비정립관으로 

이루어진 연결관 접합부도 용이하게 보수함으로써 활용성 증대된다. 또한 연결관보수봇과 

다겹면보수재를 활용하여 침입수를 완벽하게 방지하고 본관과 연결관의 완벽한 결합상태를 

형성한다.

      2) 편의성- 단축, 경량인 단축식보수기를 사용하여 작업자가 취급하기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작업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보수개소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연결관 정중앙에 실린더를 정확

하게 투입하기가 쉬운 연결관보수로봇을 이용함으로써 더욱더 편의성이 향상된다.

      3) 공익성- 무취⋅저독성 전용수지의 사용으로 시공현장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작업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을 대폭 감소시킨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공사기간이 긴 것은 물론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굴착 공법은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는 비굴착

으로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공법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기술은 독특하게 개발된 

본관용 단축식보수기와 연결관용 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해 우수한 품질은 물론 저렴한 시공비를 

제공함으로써 하수관로 관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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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은 본관에서는 강한 기본물성으로 우수한 품질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공시간이 

짧고 시공비용도 적어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성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특히 국내 공공하수도분야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예산 절감효과

구     분 비굴착 본관부분보수공법 비굴착 연결관보수공법

비  고
관경별 항목별

SRPS-M

(신기술)

ALPS공법

(원초기술)

MAPS공법

(유사공법)

SRPS-J

(신공법)

MPL-t공법

(동종공법)

금액(원) 율 금액(원) 율 금액(원) 율 금액(원) 율 금액(원) 율

D300

(150A)

재료비 103,072 109,098 107,499 80,357 95,006

( )는 연결관 

규격

최고액 기준

으로 { }는 

절감율 표시

노무비 214,011 210,472 211,761 198,272 269,369

경  비 60,477 90,828 114,048 138,593 152,544

소  계 377,505 410,398 433,308 417,223  516,919

간접비 165,935 43.7 162,674 39.6 160,674 37 169,935 40.7 200,784 38.8

543,440 573,072 591,340 587,159 717,693

D450

(250A)

재료비 160,175 177.398 159,499 113,995 119,153

노무비 272,027 263,299 263,041 234,602 320,952

경  비 103916 132,820 176,066 180,634 218,276

소 계 536,118 573,517 594,596 529,230 658,381

간접비 222,452 40.8 227,811 39.6 220,001 37 208,121 39 255,452 38.8

758,570 800,630 814,597 755,914 913,833

D600

(300A)

재료비 235,884 268,130 209,016 195,321 158,570,

노무비 358,041 344,754 348,220 289,197 412,767

경  비 140,989 162,096 210,093 318,087 298,298

소  계 734,914 774,979 767,329 802,605  869,635

간접비 298,112 40.3 306,891 39.6 283,912 37 287,593 36 337,418 38.8

1,033,026 1,081,870 1,051,241 1,090,121 1,207,053

절 감

효 과

금액(평균) 778,436 818,524 819,059 804,900 946,193
신기술기준

비  율 95{5.0} 99.9{0.1} 100 85(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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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공 법 별
구 분     

본관보수 연결관 보수
비  고SRPS-M

(신기술)

ALPS
(원조기술)

MAPS
(유사기술)

SRPS-J
(신기술)

MPL-t
(유사기술)

공사

기간

ARTPS(분) 64.6 76.8 90.2 88.9 102.0

시공시간 64.6Q 76.8Q 90.2Q 88.9Q 102Q

시공일수 64.6Q/480 76.8Q/480 90.2Q/480 88.9Q/480 102Q/480

시공

비용

(단위:원)

변 동 비 111,583 128,100 104,320 122,167 134,490

고정비(일) 1,676,101 1,542,398 1,607,373 1,981,101 2,684,136

인건비(일) 1,240,402 1,116,760 1,109,626 1,528,396 2,258,519

장비대(일) 435,699 425,638 497,747 463,705 425,617

실 제

시공비

(단위:원)

변동비 계 111,583Q 128,100Q 104,320Q 122,167Q 134,490Q

고정비 계 225,575Q 246,784Q 302,052Q 366,916Q 570,378Q

실제공사비 337,158Q 374,884Q 406,372Q 489,083Q 704,868Q

간접공사비 84,290Q 93,721Q 101,593Q 122,270Q 176,217Q

실제 시공비계 421,448Q 468,605Q 507,965Q 611,252Q 881,085Q

상대 비율 100 111.2 120.5 100 144

    

    (3) 공사기간 

시공준비   9’

본시공    15’

정리+이동   10’

탈형+정리 14’

정리+이동   10’

본시공 24’
(준비 10‘포함)

본시공    24’
(준비 10‘포함)

정리+이동   10’

탈형+정리  14’

이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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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소 작업시간 내역>                          (단위 : 분)

시공절차 본관 보수 연결관 보수

시공절차 작업내용 작업구분 SRPS-M ALPS MAPS SRPS-J MPL-t

보수 준비
맨홀개방, 맨홀간 통선,보수

위치표시
시공준비 9 10 10 5 10

보수재제작 유리섬유재단(관경별) 본시공 - - 5 - -

수지 혼합 계량,경화제혼입,교반 본시공 4 5 8 5 7

함침, 권취
패커준비(박리),보수재 수지

함침, 보수기장착
본시공 4 5 5 5 10

보수기이동 보수기견인 및 위치확인 본시공 4 5 5 15 13

패커 팽창 압축공기주입, 표준압력유지 본시공 3 3 3 6 3

경화과정 압력 변동체크 30 30 60 30 44

탈형, 철거 패커 수축 및 철수 탈형정리 4 5 5 6 10

검사, 정리 
시공완료상태파악,현장원상회

복(교통,물돌리기)
탈형정리 5 5 5 6 5

계 63 68 106 78 102

                                      <ARTPS 계산내역>                            (단위 : 분)

시공절차별 업무 FLOW
본관 보수 연결관 보수

SRPS-M ALPS MAPS SRPS-J MPL-t

도

입

과

정

시공준비 ① 9/9 10/10 12/12 10/10 10/10

본 시공(수지 교반,함침,장착이송,

공기주입)
② 15/24 23/33 29/41 23/33 33/43

현장정리, 이동 ③ 10/34 10/43 10/51 15/48 15/58

시공준비+본 시공 ④ 24/58 33/76 41/92 33/81 43/101

현장정리+이동 ⑤ 10/68 10/86 10/102 15/96 15/116

탈형 및 정리 ⑥ 14/82 15/101 18/120 20/116 25/141

반

복

과

정

이동 ⑦ 5/5 5/5 5/5 5/5 5/5

시공준비+본 시공 ⑧ 24/29 33/38 41/46 33/38 43/48

정리+이동 ⑨ 10/39 10/48 10/56 15/53 15/63

탈형정리 ⑩ 14/53 15/63 18/74 20/73 25/88

환

산

도입시간 및 반복시간 82 & 53 101 & 63 120 & 74 116 & 73 141 & 88

일일최대 보수개소 7.43개소 6.25개소 5.32개소 5.40 4.45

ARTPS (분/개소) 64.6 76.8 90.2 88.89 107.9

공사기간 대비율 100 119 140 10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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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관리비

 구  분 가상 시나리오(상기전제사항) 비  고

보

수

⋅
보

강

공

법

︵
신

기

술

︶

물 성 굴곡탄성율 21,3GPa, 보강율(HP) 200% 이상 

내 용

                       

           

예상수명

60년 예측

(20% 연장)

LCC 관로신설비+유지관리비(년간)+보수보강비+철거비 최소화

유

사

공

법  

1차 

적

용

후

 

2차

신

청

적

용

물 성 지수중심공법, 보강력이 100% 근접, 굴곡탄성율에 대한 DATA무

내 용

                   

관로신설
LC 시작

관로수명45년(철거)

조사,준설 유지관리

 유지관리(조사)
 하수관거LC

보수공법결정(보강시공)

균열,파손
균열,파손악화

보수공법결정(지수시공)

계획수명

45년 예측

(10%단축)

LCC 관로신설비+유지관리비(년간+α)+보수비용+지장물제거비+보강비+철거 비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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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기술은 악취,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지 않는 무소음, 무진동공법으로서 현장 작업자들의 작업기피 

및 주변의 민원을 예방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

  2) 전용수지와 유리섬유 반밀폐형 보강재 및 다겹면보수재를 이용하여 내구성을 높임으로써 하수관로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로 인하여 시장확대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20~25년

관로신설

LC 시작

 유지관리(조사)

보수공법결정(보강시공)

조사,준설 유지관리

균열,파손
20~25년

관로수명60년(철거)

 하수관거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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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해외사례 

및 시사점

 

서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LEZ)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유럽 선진국에서는 환경

친화적 교통수요 관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의 규정을 근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해당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행

제한 대상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옹

진군 제외), 경기 28개시)에 등록된 저공해조치 

미이행 특정경유자동차1)이다. 

 그러나 국내 LEZ 제도는 비수도권 등록차량의 

운행제한 대상 미고려, 운행제한지역 진입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도적처벌 미흡, 

수도권 지자체별 단속지점 및 방법 등이 상이함에 

따른 운영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선언적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LEZ 제도 운영에 대한 주요 해외

사례(스톡홀름, 베를린)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던 스톡홀름에서는 1996년 세계 최초로 Environ 

1)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되어 Euro-3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은 2.5톤 이상 경유차

-mental Zone(이하 ‘EZ’)을 시행하였으며 적용

차량은 주로 경유 중량자동차(화물차, 버스 및 

코치)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지역은 스톡홀름 도

심부 및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스톡홀름을 포함한 8개 

도시에서 EZ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시간은 24시간 365일 전일이며, EZ 내에서 

제한속도를 30㎞/h로 규제하는 30-Zone 제도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적용차량 조치방법은 

해당 Euro 기준 이상의 신차 구입 또는 교체, 

Euro-2, Euro-3 차량은 인가된 배출저감장치

(DPF+SCR) 부착에 의해 Euro-5 기준으로 

Retrofit 등이 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

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며, EZ 제

도를 통해 노후차량의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고 

있다. 단속시스템은 스티커 부착과 인력단속 방식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적용차량 중 EZ 진입 조

치를 하지 않은 위반차량은 위반 시 1,000SEK

(약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독일의 EZ는 2008년 베를린, 쾰른, 하노버를 

시작으로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Euro-3 기준(경유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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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을 적용한 Stage 1으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2010년에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 7개 

도시에서 Euro-4 기준으로 강화한 Stage 2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 이후 독일에서는 72개 

도시에서 EZ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용차량은 

모든 경유차 및 휘발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베를린의 규제기준은 경유차의 경우 Euro-4, 

휘발유차는 Euro-1 이상만 EZ 내 운행이 가능

하다.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이 베를린 도심부 중심 

EZ 지역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처음 시행

연도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차종별로 

Euro-2~4(스티커 색깔 : 적·노·녹)에 해당하는 

차량이 운행 가능한 Stage 1 단계였으나, 2010

년부터는 Euro-4 이상 경유차와 Euro-1 이상의 

휘발유차(녹색 스티커)에 해당하는 차량만 운행 

가능한 Stage 2 단계로 강화되었다.

 EZ 적용시간은 24시간, 365일 전일 운영하고 

있으며, 적용차량 조치방법은 Euro-4 기준 이상의 

신차 구입 또는 교체, Euro-3 차량은 인가된 배출

저감장치 (DPF) 부착에 의해 Euro-4 기준으로 

Retrofit 등이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06년부터 2009년 사

이에 2006년 이전 최초 등록 디젤 경트럭을 대

상으로 DPF 부착에 필요한 비용 중 330유로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2009년 이후에는 총중량 12톤 이상 트럭의 

DPF 부착차량에 대해 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었

으나, 현재는 종료상태이며 재시행을 추진 중에 

있다.

 단속은 스티커를 통해 경찰 단속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벌금 80유로(약 

10만원)와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기준 적합 차

량도 스티커 미부착 시에 단속 대상이 되며, 스

티커는 자동차 등록사무소, 검사소, 스티커 판매소,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 발급이 가능하다.

 다음은 독일 연방정부에서 정한 규제수준별 스

티커 부착방법이며, 스티커 등급숫자 밑의 공간

에는 차량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EZ 진입부 및 지역 내에는 다음과 같이 도로표

지판을 통하여 운행 가능한 Euro 기준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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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최근 미세먼지 등에 따른 인체 위해성 문제 해

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통환경부문에서는 

기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즉, 기존 서울시 남산

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운행제한 제도를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를 위한 보조금 확대, 효율적 단속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국내 LEZ 제도와 해외 사례를 비교해보면 큰 

틀에서는 노후차량의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LEZ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차주의 

자발적인 저공해조치 참여 유도, 대상차종 및 오염

물질 수준, 단속시스템 등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

으로 판단된다. 

 즉, 국내 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차주의 자발적인 

저공해조치 유도가 필요하다. 국내 LEZ 제도는 

기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보조하는 제도로 운영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LEZ 제도를 통하여 

오염자부담원칙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저공해조치에 대한 정부 재원 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차종의 경우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비

수도권등록차량, Euro-4 이상의 경유차 및 노후

휘발유차, 도로용 건설기계 등으로 확대하는 방

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오염물질 역시 기존 미세

먼지 외 NOX, 초미세먼지 등이 추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단속시스템의 경우 현재 서울시의 

자동번호판 인식장치를 수도권 주요 교통우심지

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국 자동차등록정보의 

DB화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운

영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LEZ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도권 지자

체간 역할분담과 공조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며, 

차량의 통행을 억제하는 기존 교통수요관리정책

과의 조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15

2. 환경부 보도자료, 수도권 3개 지자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의견 접근,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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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정수센터 탈수기 교체

실시설계

․ 탈수기 기종 및 용량 비교/선정

․ 정수센터 노후 탈수설비 교체

․ 자동화 운전기능 강화

․ 컨베이어벨트, 슬러지펌프 등 기타 

부대시설 개량

2,700

(130)

조건부

채택
기계

93
8호선 (가칭)우남역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 지상정거장 1역 신설

 (지상 3층 이하, 연면적 3,955㎡)

21,199

(1,234)

조건부

채택
건축

95
해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 주차장 건설(지하2층), 지상부 공원 

재조성, 부대시설 등

4,775

(218)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89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총인처리시설 신설 439,200톤/일

․ 유,출입관거 신설 등

50,300

(1,255)

조건부

채택
토목

90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총인처리시설 신설 737,000톤/일

․ 유,출입관거 신설 등

․ 총인처리시설 유입펌프장 설치 등

78,604

(2,469)

조건부

채택
토목

96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설계변경
․ 4차로 터널연장 7.55km 454,600

조건부

채택
토목

98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

공간 조성사업

․ 지하3층, 지상1층 2,795㎡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25,170

(1,450)

조건부

채택
건축

정 밀

안 전

진 단

심 의

94
도시철도 6호선 상월곡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6호선 월곡역 종점 ~ 신내기지간 

1종 시설물

․ 연장 6.249km

41,542

(1,242)

조건부

채택
토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6년 7월)
(단위 : 백만원)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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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6. 7.

건     축 
서울대공원 해양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 
25건

2,768 2,679

교 통 서울시 교통안전 모니터링 용역 등 2건 209 205

기 계 설 비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T.A.B용역 63 61

도 로
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개선 등 6건

958 778

도 시 계 획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등 4건 1,147 1,142

상 하 수 도
개봉배수분구(2구간) 사각형거 정밀점검  
등 3건

778 725

소 방 
6, 7호선 응암 외 19역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설계용역 등 2건

244 164

전 기 통 신
제1펌프장 외 2깨소 전력간선 교체 및 
전기시설 개선공사 감리용역 등 2건

19 16

정 밀 진 단
당현천 1복개 외 44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 10건

1,523 1,395

조 경
2016년 배봉산 둘레길 조성공사(2차) 
실시설계 등 12건

231 230

하 천
성북천 유지용수 공급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2건

93 81

기 타
인문학관 등 석면 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등 5건

109 108

 계 101건 8,142 7,58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6년 7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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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6년 제110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7.1~7.10 7.30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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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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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6.17~6.23 7.10 7.21 7.25~7.28 8.2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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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몸비(smombie)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로, 스

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다.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해 주변 환경을 인지

하지 못하고 걷기에 사고 위험도가 높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의 약 

10%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그중 매년 6명이 사망

한다는 분석이다. WSJ가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

(CPSC)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사고가 나 응급

실을 찾은 보행자가 124% 늘었다.

 스몸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자 각국은 대책 마

련에 나섰다. 홍콩의 도로에는 ‘휴대폰만 보며 걷지 

마세요’ 같은 지시문이 적혀 있다. 미국 샌프란시

스코와 중국 충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를 제작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당국은 도로에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경고판을 설치했다. 

 서울시도 신호등과 가로등에 시범적으로 교통안전

표지와 보도부착물을 설치하고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