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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21세기의 국제 환경동향은 현재의 산업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레짐을 구체화하여 기후변화협약(UNFCCC)과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되기에 이르렀고, 이후로도 이러한 국제적 약속들은 정기적인 당사국회의

(COP)를 개최하고 의정서 등 공통적 합의점을 도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행방안을 수립

하고 있다. 국제적 레짐(regime)이란 Keohane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국제관계상의 특정 쟁점영역에 

관련하여 국가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제반규칙’으로 일련의 국가간 원칙, 규범 등이 해당되며 협약 

및 의정서의 형태로 합의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1990년 이후 환경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구체화하고 정책과 연계하여 국제적 

레짐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권에서는 취약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생물다양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의 급격한 농도 증가와 4대강의 녹조문

제가 심각한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이 되는 건설기술분야가 사회의 양적 ·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은 간과 할 수 없는 

현실이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의 악화와 성장의 둔화현상이 건설기술분야의 지속가능발전

(ESSD,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측면에서 볼 때에 과연 지금 이대로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기술분야가 환경적 측면에서 더욱 관심을 가질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며 

무엇보다 한 국가와 시대를 리더하는 기술인으로서 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으로 사회와 환경을 바라

보는 관점을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건설기술분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국제적 환경 레짐 동향을 통해 직시하고 이 시점에서 정비가 

필요시 되는 환경가치관을 다시금 구축하는데 있어 이미 과거의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진일보한 사

상과 유구한 세월동안 이어져온 한국의 전통 생태사상의 맥을 통해 되짚어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  칼  럼

  환경 레짐(regime)과 한국의 생태사상에 대한 소고
   
    김 지 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진화기술공사 환경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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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 환경이슈와 레짐의 형성

 가.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최근 기후변화협약 COP14의 후속작업으로 체결된 ‘파리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의 

내용을 보면 1997년부터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체제’ 하에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가장 다량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게 Top-down 방식으로 책임을 의무 부여하는 

형태였다면, ‘Post-2020 신기후체제’ 에서는 Bottom-up 방식을 채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의 범위를 개도국까지 확대시키고 국가별로 자발적 참여방안인 

‘INDCs(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수립하게 하여 이를 통한 국제적 공동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제출한바 있다. 이는 범지구적 기후변화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선진국에 떠밀어 부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지구의 환경악화가 몇몇 국가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단순히 의무를 부여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감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세가지 메카니즘을 제시 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도가 2015년부터 <그림1>과 같이 시행됨으로써 기후변화 완화전략을 통한 

탄소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취약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해양생태계 

및 산림생태계의 민감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전략을 수립중이기도 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물관리 정책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시급한 당면과제로서 최근 도시물순환 및 우수의 

분산관리를 위한 ‘LID(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이 도입되어 시행됨으로써 물산업 

분야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림1.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개념도>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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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건설기술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며 이제는 범지구적 변화와 대응노력에 발맞추어 환골탈태 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임은 

분명한 듯하다. 

 나.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환경의 악화는 대기권이나 수권과 같은 환경시스템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물권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인간도 생물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영향범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인류와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일본에서 열린 COP10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는 생물을 이용한 산업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는 국가는 그 생물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정보화시킨 국가일수록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ecology = economy’ 라는 말이 실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약 10만 종의 생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화 된 공식자료는 5만 종에도 못 

미치고 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생물을 기록화한 발빠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전체 인구의 9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생물다양성의 감소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수도를 정하거나 마을의 

입지를 결정짓는 조건이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의 자연환경적 여건을 가장 중요시하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2>에서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은 너무나 건조하고 메마른 모습이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그림2. 서울의 녹지 변화모습>

출처 : 서울시, 2014.



- 5 -

 다. 생태계 서비스의 악화와 엔트로피 증가

 환경레짐과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환경에 대한 책임을 범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21C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UN환경계획(UNEP)의 「새천년생태계평가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보고서」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논의된  가장 핵심사항은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효용을 4가지 가치로 재조명하고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지서비스, 

문화서비스 이른바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라는 신조용어를 탄생시킨 것이다. 

 생태계 서비스 즉 생태계 편익에는 음식, 물, 맑은 공기, 연료, 휴양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하여 자연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은 

저하되고 있고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도시는 개발이전의 생태계 서비스만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구의 인구는 40년 마다 배로 늘어나고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는 점점 찾기가 힘들어지고 인간은 

심한 생존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에너지의 부족, 축적되는 공해와 폐기물들이 이미 위험할 

만큼 엔트로피 한계점에 접근해 있다. 인간은 그 한계 내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3. 한국의 전통 생태사상에서 얻는 지혜

 이상에서 오늘날 후기자본주의는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 시점에 

현재를 모면할 새로운 모색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 진다.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는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생태학적 사고가 

동양사상에 내장돼 있기 때문에 서구의 기계문명이 초래한 지구의 위기상황을 동양사상으로 극복 

하자고 했다. 보다 가까이는 박희병 저 「한국의 생태사상」에서 사상적 측면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한국의 전통 생태철학을 통해 현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을 논하기도 했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한국의 전통생태사상과 전통마을의 조영원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사상은 아름답고도 심원한 생태적 지혜를 시적이며 미학적이고, 협소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만물이 근원적으로 동일한 존재로서 이른바 '생생지리(生生之理)'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인으로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근원적이고 심오한 세계이다. 

  또한 이러한 사상은 선조들의 삶속에서 구현되어져 왔으며 대표적으로 마을의 입지와 조영원리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왔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법을 터득하여 얻은 지혜가 삶 곳곳에서 보여 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 서구에서 부각되고 

있는 ‘인간과 생태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인도적 생태주의’를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하여왔음을 의미한다.

 가. 한국 전통 생태사상에 내제된 ‘생태적 합리성’

 한국의 전통 생태사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연철학과 사회철학의 통합을 시현하고자했던 선구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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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가들의 철학을 예로 들고자한다.

 우선 시대를 거슬러 고려 중기의 문인 이규보(1168~1241)를 들 수 있다. 이규보는 ‘인간에 대한 이로

움과 해로움과는 상관없이 짐승과 곤충,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모두 근원적으로 동일한 존재’ 라는 

‘만물일류사상(萬物一流思想)’을 주장한바 있다. 이는 만물의 외관상 차별성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적 동일성을 주목한 것이다

 조선 초기 김시습(1435~1493)은 ‘사람과 만물은 다 같이 천지의 기를 타고나 똑같이 천지의 인에 

의해 길러진 존재로서 기질의 차이로 사람이 만물가운데 가장 빼어나기는 하나 생생지리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고 보았다. 이미 생태계를 조화와 공생의 장으로 이해한 

것이다. 또한 그는 자연철학을 정치철학으로 결부시켜 ‘생명이 있는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훌륭한 정치가 시작된다’는 의미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임금의 정치 이념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

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1731~1783)은 주자학 외의 모든 사상을 이단으로 여기던 시대에 살면서도 

여러 사상의 장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근대적 지향을 나타낸 인물이다. 한편으로 서구의 17세기 근

대적 자연과학자인 데카르트(René Descartes,1596~1650), 뉴튼(Sir lsaac Newton, 1642~1727)과 

같은 차원의 철학자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인간의 자연지배 및 물질의 무한한 이용을 뒷받침하는 서구의 

이론에 반해 홍대용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생을 중요시하는 이념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자연관을 

갖고 있다. 특히 그의 ‘의산문답(醫山問答)’이라는 저서에서는 평등이라는 관점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자민족과 타민족, 지구와 다른 별까지로 확대해서 일관되게 관철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규보, 김시습, 홍대용으로부터 세계를 보는 상대적 관점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생에 대해서도 깊은 철리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자연과 그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간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열린 마음으로 사물을 볼 수 있었다. 자연에 

대한 이들의 생태적 관점은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역사를 보는 눈과 결부되기도 

하고,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기도 한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철학을 개인의 내면적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우주적 깨달음과 사회적 

비판으로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이는 선조들의 자연철학을 사회철학으로 

확대시키고자하는 진일보한 사고가 근원적으로 우리민족의 정서 속에 녹아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세대와 후세대 환경의 문제를 우려하는 눈으로 바라

보며 서구적 철학에 기반한 현대 생태관으로부터 해답을 찾으려고만 했던 본인의 무지를 다시금 반성케 

한다. 

 나. 전통마을의 조영원리에 나타난 ‘생태사상’

 위에서 짚어본 한국의 전통 생태사상은 전통마을의 조영원리에서도 많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풍토환경에 순응하며 산과 평지에 물길이 어우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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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비야(非山非野)의 양지바른 조건을 편안한 삶터로 보았다. 

 마을의 입지에는 음양오행, 풍수지리 등 사상적 배경이 작용되었고 특히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의 

요건으로 장풍득수(藏風得水)하는 삶터가 선호되었는데 바람은 감추고 물은 얻는다는 뜻이다. 겨울의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막을 수 있고 농경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용이한 곳을 말하며 장풍득수가 되기 

위해서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중환(1690~1756)의 「택리지(擇里志)」 복거총론(卜居總論)에 보면 살 곳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크게 네 가지로 들고 있다. ‘무릇 살 터를 잡는 데는 첫째 지리(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 

생리(生利: 그 땅에서 생산되는 이익)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는 인심(人心)이 좋아야 하고, 아름다운 

산수(山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마을의 토지이용은 주거지, 배후지, 경작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거지는 시야가 답답하지 않은 완경

사지에 자리하여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북풍을 막으며, 배후지는 주거지를 둘러싼 산으로 방풍림과 

풍치림 역할 및 묘자리와 신앙영역 등이 되었다. 경작지는 문전답에 부식용 작물이 재배되며 바깥들에 

하천을 끼고 주식인 벼가 주로 재배 되었다. 

 주택의 공간은 생토에 의미를 부여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순응적 자연관이 상징적으로 반영된  

채 1동(棟)과 마당 1정(庭)이 결합된 구조로 수심양성의 장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자연경관의 일부인 내원

(內苑)과 외원(外苑)에서는 재료 및 색조에서 자연과의 동질성 추구, 자연경관을 주택 안으로 끌어들인 

차경법 등이 활용되었다. 조경공간의 조성원리는 결코 자연에 거스르지 않으려는 자연 순응사상이 분명

하게 드러나며 특히 정자의 차경기법은 외부 경관을 정원과 분리하지 않고 일체화하는 경관처리기법

으로 근차, 원차, 앙차, 부차 등 그 기법 또한 다양하다.

 

                <그림3. 낙안읍성 옛모습>                             <그림4. 낙안읍성 고지도>

  출처 : 순천시                                          출처 : 해동지도

 거주지가 지속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의 삶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여러 요소들이 서로 최적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지속가능성이 비로소 달성된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 이중환은 언급하고 있다. 왕곡마을, 낙안읍성, 양동마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까지도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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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생태

건축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을 추구해오던 선인들의 주거 개념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 이 

또한 지속가능성의 원리를 거주지에 불어넣은 우리 전통 주택 조영원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 결 언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의 환경이 악화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인간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약속들을 살펴보았다. 해결방안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한 국가 내에서도 환경

론자와 개발론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타협안을 찾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과연 환경레짐의 기본원칙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실현가능한 것일까? 아직 인류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인류가 제 운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 풀어내야 할 난제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점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민족의 정서에 담겨진 전통 생태사상의 맥은 개개인의 

환경가치관으로 다시금 구축되고 국가의 사회·정치관으로 확대되어 더나가서는 국제적 차원의 ‘생태적 

합리성’으로 모색해 나가는데 원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는 생태적 합리성이 

근대적 합리성의 기저에 놓인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인간의 이성을 ‘열린 이성’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마치 이는 생태학에서 ‘창발성’이라고 표현하는 효과와도 유사하다. 창발성이란 원래 생태계가 갖고 

있는 각 구성원들의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 융합되고 반응하면서 원래의 기능보다 증폭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성장의 둔화의 시대에 우리 건설기술분야도 분야와 분야간의 융합, 

더 나아가 환경과 개발 분야가 협력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 상생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 지속가능발전이 보다 눈앞에서 가까이 실현될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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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고가~공덕오거리, ‘걷고 싶은 거리’ 추진

 서울역고가와 공덕오거리까지 이어지는 만리재로 

1.5km가 서울역고가 보행길과 더불어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한다.

 핵심적으로 기존에 왕복 4차~6차선이 혼재하던 

차로를 기본 차로 수가 4차선이 되도록 조정하고, 

줄어든 차선만큼 보도 폭을 넓힌다. 낙후된 보도

포장은 새롭게 깔고, 보도의 녹지를 확대해 걷고 

싶은 푸른 보행길을 만든다. 또, 횡단보도를 신설

하고 신호체계를 조정하는 등 교통환경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만리재로 도로공간 

재편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공사를 11월부터 

착수해 ’17년 10월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역고가와 맞닿는 접속부(고가 접속부~

만리1 재개발 구역) 약 300m 구간은 서울역고가 

보행길 개장시기에 맞춰 내년 4월까지 먼저 공사를 

마친다.

 만리재로는 현재 서울역고가 보행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서울역 7017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17개 보행길 중 하나다. 고가 인근 4개 주요도로

(①퇴계로 ②중림로 ③만리재로 ④소월길) 중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한다.

 이번 공사의 주요 내용은 ▴차로 수 정리 및 

보도 폭 확대 ▴횡단보도 신설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보도 포장 · 조경 · 전기 정비다.

 우선, 차로 수를 왕복 4차선으로 정리해 평소 

병목현상으로 정체가 빈번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차선이 줄어드는 대신 보도 폭은 기존 3m에서 

최대 6m까지 넓어진다. 또, 옹벽으로 보도가 막혀

있는 만리재로 14길 옆 80m 구간에는 보도를 

신설해 끊김 없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만리시장 입구에는 횡단보도를 새롭게 설치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며, 규모가 큰 한겨레신문사 

앞 교차로와 사랑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앞 교

차로에는 교통섬을 만들고 사방에서 동시에 건널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변경하는 등 교차로의 기하

구조도 개선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도 포장은 서울역고가 보행길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고가 인접 부분은 보행길과 같은 PC콘크

리트 블록으로, 나머지 구간은 두 가지 회색톤의 

투수블록으로 교체한다.

 보도 폭이 확장되는 만큼 보도에 가로수를 추

가로 심고 띠녹지를 조성해 걷다가 녹지와 그늘이 

만드는 포켓형 휴식공간에서 쉴 수 있는 ‘정원형 

가로’를 만든다.

 또한, 노후된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바꾸고, 

보도 위 가로등 분전함은 보행 안내 사인이 융합된 

형태로 설치하는 등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걷고 싶은 거리 조감도>

 한편, 서울시는 지난 45년간 ‘차량길’로서의 임

무를 마치고 오는 ’17년 4월 사람이 ‘걷는 길’로 

재탄생할 서울역고가 보행길의 새로운 이름 

‘seoullo 7017(서울로 7017) ’과 로고를 담은 BI 

 를 공개하였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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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02)2133-8669〕

서울시, 북부간선도로(태롱~구리IC) 확장 

사업 본격 착수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북부간선도로 중 태릉 

~구리IC 2.7km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이곳은 본선 차로수 부족에 따른 병목

현상으로 인해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

이다.

 북부간선도로의 구간별 확장방안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간 1.25km는 북부간선도로의 양측으로 

1차로씩 확장하고, 구리시 구간 1.45km는 기존의 

도로폭 조정 등을 통해 본선 6차로를 확보할 계획

이다.

 북부간선도로는 서울시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2007년 12월 국가와 지자체가 

50:50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광역도로사업

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0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비 분담 및 시행방안에 

대한 서울시와 구리시 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왔다.

 서울시는 약 7년에 걸쳐 관련 기관(국토교통부, 

구리시, LH공사)에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구리시 구간에 대한 서울

시의 재원투자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1월 

사업 시행 및 재원분담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

하였다. 또한, 5월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해 본격적으로 도로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7년까지 완료하고, 2018년부터 착공해 2019

년까지 확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계획과 (02)2133-8087〕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개관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옛 일본인학교 부지에 

IT중심의 복합공간인 ‘개포디지털 혁신파크’를 조성 

완료하고, 10월말 개관하였다. 

 36년이 지나 낡고 오래된 옛 일본인학교를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약해진 구조는 골조를 보강하

였으며, 규모6의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진

구조 보강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건물 본관, 신관, 다목적강당 3개동을 

고효율 단영창호 및 로이복층유리로 리모델링하여 

단열성능을 강화하는 등 사용자의 안전과 편리

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재탄생되었다.

 특히, ‘개포디지털 혁신파크’에 들어서는 지하철 

입구에는 폭 18m에 달하는 광폭 진입계단과 경

사로를 설치하여 탁 트인 개방감과 시설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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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본관, 신관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하였으며, 본관은 

옥상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옥상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주차면도 설계(40면, 장애인주차 3대)보다 36면 

확충된 총 76면(장애인주차 7면)을 설치하여 이

용자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48〕

「서울공예박물관」 설계공모

 서울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전통과 현대사이의 맥락을 잇는 「서울공예

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 

공예의 대표성을 지니는 곳으로서 공예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미의식을 전승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예는 ‘기능과 장식의 양면을 조화시켜 실용적 

물건 및 예술적 조형물을 만드는 일’로, 시대 · 재료 

· 용도 등에 따라 전통공예 및 현대공예와 같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서울은 600년 조선의 수도

로서 우리나라 전통공예의 정통성을 잇는 곳이며, 

특히 사업대상지인 종로 일대는 5대 궁(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왕실이나 양반가에 고급공예품을 

제공하던 최고의 ‘경공장(京工匠)’들이 모여 있던 

곳이기도 하다.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사업의 대상지는 풍문여자

고등학교 부지로서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2 

일대다. 이곳은 역사적 장소인 안동별궁이 존재

했던 터로 당시 안동별궁의 담은 지금의 풍문여고 

담장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대상지는 연면적 10,450㎡의 규모이며, 주요 

시설은 ①전시영역 ②수장영역 ③교육영역으로 

구성된다.

 설계의 범위 지역 중 풍문여고 건물 본관, 동관, 

북관, 과학관, 정보관은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나머지 부속건물은 철거 또는 이전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연결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상지 서측의 율곡

로3길(감고당길)은 인사동~북촌을 잇는 역사적인 

옛길로서 현재 관광객이 많이 통행하고 있다.

 특히, 대상지 바로 인근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관과 케이-익스피어리언스(K-EXPERIENCE)라는 규모 

있는 문화시설이 계획중에 있어, 도심 한복판의 

‘아트 트라이앵글(ART TRIANGLE)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사업부지 주변에 

다양한 문화·역사 장소(인사동 거리, 경복궁에서 

창경궁까지의 거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공예

박물관과 창의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풍문

여고 건물군의 역사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

내는 설계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가등록은 10월 14일(금)부터 11월 11일(금) 

17시까지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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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를 

통해 진행되며, 작품은 11월 29일(화)까지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홈페이지에 심사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설계권이 

부여된다.

  〔도시공간개선반 (02)2133-762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개정

(법률 제13790호, 2016.1.19. 공포, 2017.1.20. 시행)

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건축기준

완화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 및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 규정(안 제4조의2) 

 법에서 위임한 기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사

업을 신규로 포함하고, 법으로 상향된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사업’(제로에너지건축물)을 삭제함

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 확대

(안 제6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수집하는 에너지원 종류를 확대하고, 관리비 

등 비용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석유공사 및 공동

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아파트 관리비 정보)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으로 신규 

지정함

다.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 변경

(안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에 국토부, 

교육부, 국방부 등 실제 허가권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기존의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대상 

추가(안 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

기준 완화(용적률·높이기준) 대상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추가함

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규정(안 제1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에 따라 인증대상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의 인증대상과 동일

하게 규정함

바.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대상 확대(안 제13조)

 민간주택분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서비스를 확대

하고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 범위를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사.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규제 완화

(안 제14조)

 대학교 등 민간 교육기관의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규제(진입규제)를 법에서 삭제함에 따라 

지정절차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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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안 제15조 및 안 제18조의2)

 「공공기관 녹색업무 기능조정 회의」(기재부 주관, 

’16.1)에서 그린리모델링 업무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절차,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 법률 상향(안 제3조 및 안 제20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중앙건축

위원회 심의 관련 조항 및 녹색건축법 과태료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함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양식 수정

(안 제6조의2, 안 별지 제2호 및 안 별지 제9호)

 공공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의 에너지 소비

량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 양식 

등이 미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하는 

공개 양식을 신설하고, 기존의 분기별 에너지소

비량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소비량 공개를 유도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절차(검토기한 산정) 개선

(안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한에 대한 혼동방지 및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검토기한 시점을 전문

기관 접수일에서 건축허가 신청일로 변경하고, 

법령의 위계를 맞추기 위해 국토부 고시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규정하여 운영중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검토 운영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상향 규정함

다.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전환에 따른 

미비사항 수정(안 제8조 및 안 별지 제3호)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

토록 한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에너지성능 

정보를 녹색건축포털 등에 상시공개토록 하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으로 전환

됨에 따라 에너지 평가서의 관련 사항 등을 정

비함

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관련규정 

삭제(안 제9조)

 민간 교육기관(대학교 등)의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규제(진입규제)가 ‘녹색건축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지정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8.11. 공포, 2017.1.1. 시행) 

됨에 따라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해제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

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가 변경 

및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11월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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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 규정(안 제 42조의2 신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

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시

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입안권자가 입안하도록 함

○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다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31조제6항)

 기반시설 중 주차장, 도축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

화하고자 함

다. 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재검토 기준 규정(안 제

29조제1항제2호)

 용도지구결정 이후 주변지역이 개발되거나,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해당 용도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등 기존에 지정된 용도지구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

(안 제83조제7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사항 중 일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양식 등 규정(안 제 8조의2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

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때 작성하여야 할 신청서 양식을 신설

(별지)하고자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6조제1항)

 주차장 및 도축장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 

신설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90호, 2016.1.19. 공포, 

2017.1.20.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업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월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안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설에 따라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준으로 인증제도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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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의 지정절차·

업무(안 제3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을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및 수행 업무 등을 

규정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자격요건

(안 제4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자격검증에 필요한 서류, 인증업무인력 

요건 등을 규정함

라.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및 갱신(안 제5조, 별지 

제2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 수행기관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지정서 서식을 신설하고, 

그 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갱신, 

변경사항의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은 기존 효율등급 

인증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함

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절차, 처리기한

(안 제6조의2, 별지 제3호 개정 및 제3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기준을 정하고, 제로

에너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절차와 신청서식, 

첨부서류 및 처리기한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규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서류 보완, 반려, 재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등급 인증을 준용하도록 함

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및 인증 기준(안 

제7조의2, 제8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인증신청→평가→평가서

작성→인증등급 결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에너지

자립률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또는 원격검침전

자식 계량기) 설치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도록 규정함

사.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안 제9조, 별표 

제1의2 및 별지 제4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서식과 인증명판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인증의 유효기간과 인증관련 정보의 관리 등에 대

해서는 기존의 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규정함

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규정(안 제11조의3, 

별지 제4호 개정, 제5의2 및 제6의2 신설)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객관적인 

사전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신청절차와 신청서식,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고,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정

하는 한편 그 밖에 본인증 의무, 예비인증 유효기간, 

예비인증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등급 예비인

증을 준용하도록 함

자.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

조사 규정(안 제12조제3항)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특성을 고려

하여 기존의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보다 세분화 된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소유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공업화주택 

등 주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하고, 입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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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 개선(안 제7조, 제

14조의2)

 공업화주택은 그 구조 및 생산과정의 특성을 고려

하여 바닥구조기준 중 시방기준(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은 제외하고 성능기준(경량

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적용하

도록 함

나.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안 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오염물질 등을 일정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이 경우 물류시

설은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함

다.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완화(안 제15조)

 공동주택에 화물용 승강기와 겸용 가능한 비상용 

승강기를 10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7층 이상

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함

라.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 기준 마련(안 제43조

제7항, 제8항)

 화장실 급·배수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층하

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소음배관을 의무 

적용하도록 함 

마.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안 제65조의2)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의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장수명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를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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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5차 가산2빗물펌프장 유수지복개(차고지) 

기본설계심의

○ 상부 슬래브 신축이음과 접속 슬래브 경계 

부분의 아스팔트 포장 균열 등 파손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여 보완할 것

○ 안양천에 인접한 사업지역의 특성 및 유수지 

바닥 추가 준설과 이로 인한 지반교란 등을 

고려하여 안양천 만수위 시 파이핑, 보일링, 

구조물 부력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SPC 공법은 방재신기술로 시공 시 적정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방기

준을 보완하고 사용 중 적정 유지보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 특성에 맞는 유지

관리지침서를 작성할 것

■ 제126차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설계심의 

○ 건축구조물의 부력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력

방지 앵커와 영구배수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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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용할 것(영구 배수공법 적용은 주변

지반의 공동의 원인이 가급적 배제 바람) 

○ 생태통로 거더는 현장제작으로 거푸집 설치 

및 철근조립 등 시공성을 고려하여 각 거더의 

길이를 동일하게 계획할 것

○ 주제 공간의 선정 근거와 표현의 적합성 검토, 

수종 선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인공지반 상부 

토심 확보를 위한 하중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

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본설계시에는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태교량 및 

보도교량 등 보고서에서 제시된 공법에 대하여 

비교․검토를 실시하고 선정사유를 명시할 것

■ 제127차 목동2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목동2빗물펌프장 토출관로 조사 보완

  - 토출관로 침하부에 대해 필요시 비파괴탐사 

등 조사를 시행하여 관로 하부의 공동 규모 

및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반, 상하수도 

등 해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주요 수방시설물인 점을 고려

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 토출관로 이음부 및 용접부 파손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토출관로 하면의 동공 조사로 인한 천공부 

후처리 철저히 할 것

○ 주요부재(보, 기둥 등)에 대해서는 균열의 진

행성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여 안전성을 판단

하고 보수·보강 필요여부를 결정할 것

■ 제128차 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  다음 내용을 추가 

  - 대체육관, 다목적문화룸 등의 건축음향을 

고려하고 경기장으로 활용 시 필요한 전광판 

및 방송설비의 적용여부를 검토 반영할 것

  - 대체육관의 관람석의 규모는 발주처의 문화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른 수요 예측에 의해 

규모를 제시(설계자의 자의에 의한 규모 적용 

시 당선자의 설계진행에 따른 규모 변경시 

설계안의 변경 범위가 클 수 있음)할 것

○ 기존 구조물 철거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업내용 포함을 검토할 것

  - 일정규모 이상의 철거대상 시설물이 있는 

경우 철거계획 및 해체 공사 계획서를 작성

하고, 해체공사 계획서는 건설안전기술사나 

구조 기술사의 확인을 받을 것

○ 우리시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반영할 것

  - 설계용역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구조검토 

포함)를 작성할 것

■ 제129차 장지동길 신설 도로개설 설계심의

○ 비개착 공법 시행에 따른 상세계획 및 정밀 

시공관리방안 수립필요

  - 비개착구간은 곡선반경(R145)과 종단구배

(4.48%)가 복합된 곡선 구간이며, 외곽순환고속

도로 경계부에서 서로 다른 비개착공법이 접속

되어 단면변화부가 발생하므로 향후 누수 등 

하자발생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정밀 시공관리 

방안 수립을 요함

○ BOX터널 상부 슬래브 안전성 및 품질확보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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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지근린공원 하부 PIPE Roof공법 구간의 

탑 슬래브 콘크리트 두께가 2,000mm로 계획

되었는 바, 비개착 구간에 대한 단면이 과대

하게 적용되었는지 재확인하여 단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검토하고, STS공법 하부구간의 

단면 변화부 구간의 탑 슬래브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검토 필요

  - 대단면 시공시 가시설(동바리)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여 설계도면에 반영하고 콘크

리트 수화열 발생에 따른 온도균열저감 방안 

및 제어대책 제시 요함

○ 유지관리부서 협의 반영 등

  - 유지관리부서가 현재까지 미지정 되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유지관리부서 확정이 필요하고 

유지관리부서와 협의, 설계내용 검토 및 시공

의견 반영 등 향후 관리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요함

○ 타운아파트 교차로 교통체계 검토

  - 타운아파트 교차로(위례신도시→장지역방향) 

좌회전 용량이 교통량대비 포켓연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신호 현시 계획을 

다양하게 검토 요함(인접교차로 연동체계 포함)

○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시공·계측 관리계획 

수립

  -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통과구간 굴진시 일

일계측을 시행토록하여 변위발생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 수립

■ 제130차 서울공예박물관 건설사업(리모델링) 

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의 경제성(VE)검토 추가 

  - 건설기술진흥법(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

교통부 고시〕, 서울특별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가이드 라인에 의한 설계지침 일부 

추가

○ 기존 구조물 철거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업내용에 포함할 것

  - 일정규모 이상의 철거대상 시설물이 있는 경우 

철거계획 및 해체 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공사 계획서는 건설안전기술사나 구조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공사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 추가 

  - ‘공동주택 등 하자발생 최소화 및 기술심의 

내실화 방안’에 의한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내용 등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것(설계심의 

시 확인결과 제출)

○ 기타 설계지침 추가

  - 건축물 안내 사인물은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기본설계 시 디자인

(채색시안)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할 것

  - 기존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른 보수·

보강방안을 참고한 후 리보델링 계획을 반영

한 최종 보고 보강방안을 작성 설계에 반영

하도록 할 것

■ 제131차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 기본설계심의

○ 엇갈림구간(유입-유출) 계획 재검토

  - 동부간선도로로 접속되는 진입램프(램프A)와 

동부간선도로(우안) 진출 램프 사이 두 연결

로간 연속된 보조차로가 단절(90m)되어 짧은 

구간에서의 합류-엇갈림-분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안전상 위험요인 및 동부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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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구간까지 지·정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엇갈림구간 길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동부간선도로 진입(RAMP-A)부 종단경사 완화

방안 제시

  - 진입램프-A의 종단경사는 8.84% 상향 후 

동부간선도로 합류직전은 S=-1.3%로 동부

간선도로(탄천1고가교) 보다 높게 주행하다 

접속되는 형태로 도로 종단경사로 인한 주

행성 및 유지관리에 크게 불리(포장밀림 

등) 하므로,

  - 교량진입램프 길이 연장 또는 교량 코핑부 

슬림화, 하부교량 보도부 조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종단경사 완화방안을 제시할 것

○ 동부간선도로 진출(RAMP-B) 기존 도로 접속부 

혼잡 최소화 대책 수립

  -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에서 기존도로(탄천동로)

와의 접속구간은 ‘평면 3지 교차로’가 형성

되며 진출연결로 접속시 엇갈림으로 혼잡이 

예상되므로 비슷한 사례의 교차로를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수립할 것

■ 제133차 매봉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사면안정해석 시 우기시 안전율을 1.2를 적용

하였는 바, 이 경우 설계기준에서는 지하수위 

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완할 것

○ 11년도 진단에서 언급된 배면 공동 예상 14

개소(상행선 9개소, 하행선 5개소)중 12개소에 

대해서 외관조사망도를 비교하였으나, 이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하므로 해당 부위의 

손상 규모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할 것

○ 주변아파트 준공에 따른 영향 검토결과의 숏크

리트 응력과 록볼트 축력을 터널 완공시와 

비교해서 설명할 것. 특히 본 해석결과와 기존

설계시 해석결과를 비교검토하여 보고서에 

안정성 여부를 상세히 기술할 것

○ 하행선 라이닝구간에 발생한 망상균열 등 전차 

진단결과에 비하여 금회 진단시 손상물량이 

급증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 및 

대책을 제시할 것

■ 제134차 전농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전농1빗물펌프장 토출수로 및 장안 빗물펌프장 

토출수로 하부에 동공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

할 것

○ 전농1빗물펌프장 토출수로 이격 및 단차 부

분에 대하여는 배수구배유지 및 다웰바 등 

침하방지 공법을 검토할 것

○ 내진 해석시 토목구조물과 상부 건축구조물을 

같이 모델링하여 재해석하고 부재 검토시 실제 

철근의 위치(실제 조사된 피복두께)를 반영하여 

주요 부재에 대한 내진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제135차 서초4동 복합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심의

○ 대상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추가(보완) 시행

하고 인접지반의 ‘서울시지반정보통합관리시

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지반에 적정한 기초공

법의 적합성을 재검토 할 것

○ 건축 및 구조설계도 내용이 서로 상이(도면 

미작성 등)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계 

도면을 수정·보완 할 것



- 20 -

○ 건물내부에 설치되는 정화조의 문제점을 고려, 

충분한 악취방지 및 탈취 시설을 설치(보완) 

할 것

■ 제136차 도시철도 6호선 공덕~상월곡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성 검토를 시행

할 것

  - 안전성 검토시 철근 간격, 피복두께 조사와 

GPR탐사 결과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를 수행할 것

  - 또한, 시공 단계별 모델링에 의한 안정성 

검토가 아닌 완공 이후 관측된 이완 영역, 

라이닝 배면 응력, 잔류 수압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터널의 안정성을 평가

할 것

○ 천단부 박리 및 들뜸에 대하여 우선적 보수

방안을 검토할 것

  - 19k705 구간 라이닝 두께 부족 및 들뜸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에 따라 

보수방안 제시하고 보수보강 물량에 이를 

포함할 것

  - 27k716 구간 박리에 대해 유지관리 방안으로 

주의관찰을 제시하였으나 손상부위가 천단

부로 접근이 어려워 진행여부 관찰이 어렵고 

파손 시 열차운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제137차 가양빗물펌프장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가양 빗물펌프장 균열발생 거더에 대하여 단면

검토, 배근 탐사 및 지붕 위 추가하중 작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평가하고 보강 

필요여부 확인할 것(증축 연결부 하중 포함)

○ 가양 빗물펌프장 토출수로 균열에 대하여 하중

조건, 지지조건 및 균열패턴(횡방향 균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지속적인 관찰 필요

○ 0.3mm 이상 균열 및 누수 등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 상향을 검토할 것

○ 유수지 내 데크, 체육시설, 잔토 등으로 인한 

저류량 감소에 대한 대책 필요

■ 제138차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설계심의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곡면지붕에 동절기 

설빙의 미끄럼낙하로 인한 주변 보행자의 안전

사고가 우려되니 시설보완을 검토할 것

○ 체육관에 자연채광 및 환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창호설치 계획을 검토 조정할 것(광

범위한 냉·난방 및 조명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과 소수인원 시설이용 경우 등을 고려한 

자연채광 자연환기 적극 도입)

○ 체육공원 내 행사를 감안 공원주차장 주차대수 

추가확보를 검토하고, 기계식 환기 시 배드민턴

셔틀콕이 바람에 민감함을 고려하여 바람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할 것

○ L형 측구, 집수정 Grating 밑에 철망, PVC

제품 등을 설치하여 이물질이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하고, EGI휀스 기초는 연약지반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하게 보강할 것

■ 제142차 궁동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터널 사고시 이용해야하는 대인대피통로에 

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시 피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표시등 설치를 검토할 

것



- 21 -

○ 외관 조사와 내구성 조사 및 시험 관련 사항 

등을 재언급하기 보다는 균열의 진행성 여부 

판단을 위한 균열의 끝단 표기, 균열인식표 

부착 등을 통한 균열모니터링 실시, 그리고 

중점관리 및 관찰 대상 구간의 제시 등과 같은 

실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균열심도가 피복두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터널 상부슬래브 0.3mm균열에 대하여 보수

우선순위 상향조정을 검토할 것 

○ 중앙부타일 들뜸부위는 박리현상 발생시 차량

통행에 따른 2차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 제143차 작동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터널 사고시 이용해야하는 대인대피통로에 

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시 피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표시등 설치를 검토할 것

○ 외관 조사와 내구성 조사 및 시험 관련 사항 

등을 재언급하기 보다는 균열의 진행성 여부 

판단을 위한 균열의 끝단 표기, 균열인식표 

부착 등을 통한 균열모니터링 실시, 중점관리 

및 관찰대상 구간의 제시 등과 같은 실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상부슬래브 망상균열의 보수 후 재손상 증가와 

발생위치가 인근 궁동터널과 다른 형태를 보

이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인분석과 대책 

및 적정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 동일 시설물을 행정구역을 경계로 우리시와 

부천시가 구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주

체를 일원화하여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 제145차 사당2동 우성·극동·신동아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설계심의

○ 입면녹화의 처짐성 식물(예, 인동덩굴 등)을 

도입하여 동절기 효과도 고려할 것

○ 도로변 녹지대 식재수종의 경우, 사계절성과 

배기가스 등의 환경적응성을 검토 후 수종 

선정할 것

○ 공사중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 통행을 위한 

단계별 보행자 및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할 것

○ 띠녹지 조성 시 빗물이 유입되도록 오목형 

화단을 조성할 것

○ 울폐된 기존수목을 정비하여 일조여건을 개선

하고 토양환토계획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다층구조의 녹지로 조성할 것

○ 우성3단지 주변 띠녹지 조성 시 기존보도는 

신규조성하는 보도계획과 중첩되므로 철거하되, 

기존 녹지와 연계한 녹지로 조성하여 인접세대 

저층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소음방지 등의 

완충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기법’의 식재기

준을 준용하여 식재수량을 조정할 것

○ 등반보조용 트랠리스는 겨울철 경관 등을 고려

하여 과도한 시설을 지양, 단순화하고 옹벽의 

지속적인 점검을 위하여 균열이 있는 곳 등은 

설치를 제외할 것

○ 기존 ILP포장을 투수블럭포장으로 교체 시 

투수면적 증가로 인해 옹벽구조물 유지관리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옹벽 위 투수블럭

포장은 재검토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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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질유황결합재(Thiomer)를 사용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공법(제788호)

(보호기간 : 2016. 05. 11. ～ 2021. 05. 10.)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황에 폴리머 성분의 첨가제(디시클로펜타디엔계 

2~4%)를 혼입한 Thiomer를 사용하여 플랜트 믹스 배합방식에 의하여 도로용 중온(130~140℃)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의 구성은 노상,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중간층 및 표층으로 

구성되며, 아스팔트 포장 구성에 따른 시공절차에서 이 신기술은 5단계 표층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이다.

1 2 3 4

노반시공 및 보조기층 프라임코팅 기층 시공 텍 코 팅

5 6 7 8

표층 시공 1차다짐(머캐덤롤러) 2차다짐(타이어롤러) 3차다짐(텐덤롤러)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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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총 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1 의정부 국도 포장공사 의정부시청 SK에너지 2006.08. 60,000,000

2
울산 굴화 동문 굿모닝힐 

신축현장 포장공사
동문건설 현도건설 2009.12. 190,000,000

3
울산 남구 두산위브 주상복합 

아파트 주변도로 포장공사
두산건설 두산건설 2010.01. 60,000,000

4
울산 남구 한화아파트 주변도로 

포장공사

한화종합

건설

한화종합

건설
2010.06. 150,000,000

5
마이크로파우더(주) 울산공장 

진입로 포장공사

마이크로

파우더(주)
현도건설 2012.05. 25,000,000

6
Thiomer아스팔트(중온) 

도로포장공사(평택)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2014.10. 19,995,105

7
Thiomer아스팔트(중온) 

도로포장공사(울산)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2014.11. 18,551,500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과 같은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기술은 최근의 고유가 지속 및 녹색성장 

정책 추진 등의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한 대체 기술로서 아스팔트 포장공사 현장의 새

로운 시장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기술성장 시 약 10년 후 국내 

아스팔트 도로포장 건설시장의 약 50%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활용전망은 매우 

밝다.

구분 2012~2013 2014~2016 2017~2019 2020~2023

점유율(%) 5 10 30 50

매출액(천원/년) 91,523,980 183,047,960 549,143,880 915,239,800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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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단위 
기준

(표층용)
신기술 일반가열 타 중온 비고

안정도 N 7,500 이상 14,948 10,312 16,517
일반의 약 1.5배, 

중온과 유사

흐름값 1/100cm 20～40 23 33 31 기준 만족

공극률 % 3～6 4 4 4 기준 만족

포화도 % 65～80 77 75 76 기준 만족

인장
강도비 
(TSR)

수침전후

- 0.8 이상

0.88 0.83 0.78 중온의 약 1.3배로 
우수

(2013년 인장강도비 
기준은 0.75 이상) 

동결융해
전후

0.82 0.78 -

간접인장강도  0.8 이상 1.6 1.29 1.64
일반의 약 1.25배, 

중온과 유사

동적안정도
(휠트랙킹 시험)

회/mm 750 이상 14,075 995 4,981
일반의 약 15배, 

중온의 약 3배 우수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국내 개질 아스팔트의 적용은 ’97년 이후 SBS개질 아스팔트가 생산되기 시작한 후 중온, 상온 

아스팔트 등에 대한 기술연구가 진행되면서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반 아스팔트 대비 

고가의 가격, 초기 아스콘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의 시행착오로 인한 공용성능 확보 미흡, 발주

처의 보수적인 접근, 개질 업체 간 과도한 판매 경쟁으로 안정적인 포장기술 및 표준화된 기준 

확보 미흡 등의 사유로 수요확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동차 수요의 

증가, 교통체증, 중차량 증가 등 도로 위 하중의 계속적인 증가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도로 

위 온도 역시 증가되면서 일반 아스팔트로는 품질적인 한계를 보이면서 중온과 같은 친환경 

개질 아스팔트의 적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별도의 추가 첨가제 없이 아스팔트 혼합물의 중온 및 개질 성능을 발현시키는 공법

으로서 국내외 유사기술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 예로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회사 가즈프롬(Gazprom)으로 관련 기술을 수출하였으며 인도 SCTI

社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유황생산이 많은 중동 및 남미 지역 정유사

들로부터도 본 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 표명과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수출 전망 또한 매우 

밝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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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Thiomer 중온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톤당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한 순제조

원가 57,819원/톤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2,185원/톤 이다. 

   

    (2) 공사비

 

비  목 신기술 일반 가열 아스팔트
타 중온 개질 

아스팔트
타 개질 
아스팔트

재료비(원/톤) 48,481 49,998 59,185 71,290

노무비(원/톤) 723 723 2,377 2,377

경  비(원/톤) 8,615 8,880 10,779 12,898

기  타(원/톤) 14,366 14,803 18,722 21,865

합  계(원/톤) 72,185 74,404 90,722 108,430

 

    (3) 공사기간 

       신기술은 개질유황결합재(Thiomer)를 사용한 플랜트 믹스형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기

술로 기존 일반 아스팔트에 비해 생산온도(기존 아스콘 생산온도 : 160～180℃) 및 포설온도를 

약 30℃ 정도 낮출 수 있으며, 약 20℃ 정도 낮은 온도에서의 시공이 가능하여 시공온도 저감에 

따른 교통개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유지관리비

조사
년도

균열
(%)

소성변형
(mm)

종단평탄성
(m/km)

총교통량
(대/일)

환산축하중
(대/일)

비 고

2005 12.27 35.00 2.36 18,923 1,758
- 신기술 적용 50mm
  덧씌우기
  (2006년 8월 시공)

- 2015년 현재까지
  미보수 

2008 8.13 8.05 2.67 20,032 1,421

2009 9.86 8.57 2.70 19,125 1,740

2013 26.70 8.88 2.76 22,906 2,490

       위 표는 본 신기술을 적용하여 2006년 8월에 표층에 시공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내 학담

삼거리 현장의 도로포장 현장조사 데이터를 나타낸 것으로서 일반과 비교한 생애주기비용

(LCC)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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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보수 단가

(천원/7,000)
보수 주기 경제성 비고

일반아스콘 50mm  
덧씌우기

99,481
9년 × 10회 = 

90년
0.99억 × 10회 = 

9억9천/90년

신기술 적용 50mm 
덧씌우기

96,4961) 10년 × 9회 = 
90년2)

0.94 × 9회 = 
8억6천/90년

절감
13.1%/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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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기술은 중온 아스팔트 제조 기술로서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대비 벙커C유 사용을 약 

27%절감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26만톤의 CO2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우수한 품질로 인해 국가예산(도로 파손/유지보수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사고발생률을 

저감시킴으로써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공익성이 높은 기술이다. 

       이와 같이 ‘Thiomer를 사용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공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가 

지향하는 건설정책에 부합하는 기술로서 새로운 시장과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친환경 신(新)기술

이다. 

시험
항목

배출
허용기준

측정결과
비고

신기술 일반 아스팔트 타중온 아스팔트

SOx(ppm) 400 25.0 22.0 18.22

제조과정
NOx(ppm) 200 81.0 162 35.39

CO2(%) - 2.4 2.9 3.98

CO(ppm) - ND ND -

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ppm)

- 0.20 0.94 - 타설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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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Self Healing Waterproof System)(제789호)

(보호기간 : 2016. 05. 11. ～ 2021. 05. 10.)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에틸렌아세이트산 비닐 수지계(ethylene-viny1acetate) 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

레이트를 합지한 1℃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콘크리트 바탕 요철 정리 : 콘크리트 바탕면 정리는 기본적으로 배제하나, 방수층 손상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철 부위가 존재할 경우 바탕정리를 실시한다.

    (2) Acrylic Sheet 포설 : 폭 1,000㎜ 아크릴 시트를 종 방향으로 EVA 시트 상호 간 50㎜를 겹친 

후 자동 열풍 융착기를 사용하여, 열풍 융착한다.

    (3) 누름 콘크리트 타설 : 아크릴 시트 포설이 완료된 후 누름 콘크리트를 시방에 따라 타설하여, 

공사를 완료한다.

콘크리트 바탕 요철 정리 Acrylic Sheet 포설 누름 콘크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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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구분 공  사  명 발주자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비고

1
매곡, 문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방수공사
팔공건설(주)  4,631 ㎡

2012.02~2013.12
(176,000,000)

준공

2
경북대학교 공대2A호관 신축공사 

중 옥상 방수공사
(주)선우종합건설  1,799 ㎡

2013.06~2013.08
(61,600,000)

준공

3
(가칭)대구혁신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옥상 방수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15 ㎡

2013.01~2014.04
(1,089,652,020)

준공

4
한국 SGI월배문화회관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대륙산업(주)   837 ㎡
2013.09~2014.04

(58,300,000)
준공

5
경북대학교 사대부고 교사(2)증축 

등 방수공사
(주)유에스종합건설   902 ㎡

2014.03~2014.08
(36,758,700)

준공

6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방수공사
(주)담원종합건설  1,224 ㎡

2014.06.2014.10
(79,200,000)

준공

7 안동 CGV 옥상 방수공사 ㈜다니엘시네마  1,600 ㎡
2014.10~2014.10

(61,600,000)
준공

8
한국 뇌 연구원 건립공사 중 

방수공사
(주)일송테크  9,171 ㎡

2013.12~2015.01
(400,840,000)

준공

9
문화체육보기관 대가야 
문화관광파크 방수공사

다인산업개발(주) 14,970 ㎡
2013.10~2015.06

(555,826,700)
시공중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향후 건설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건설회사의 수주량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면 그에 따른 전문건설업인 방수공사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내 포화상태의 건설 시장의 돌파구로 해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확대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신기술의 범위인 건축·토목 구조물의 수평 슬래브(비노출) 복합방수공법은 하자 발생이 많은 

단일방수공법에서 벗어나, 복합방수공법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신기술인 Self 

Healing Waterproof System은 시장의 특성과 구조에 적합한 기술로서 높은 활용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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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에 사용되는 재료의 경우 환경친화적 소재 및 자원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되었

으며, 기존기술대비 재활용 소재의 비율을 높이면서도 품질적 측면은 동등이상의 성능을 나타내

었다. 또한, 수팽창 특성을 지니는 아크릴레이트를 EVA시트 하면에 합지하여 방수성능을 지니는 

EVA시트가 손상되더라도 하면의 아크릴레이트가 수팽창을 일으킴에 따라 시트 손상부를 수밀하게 

만드는 자가보수 특성을 바탕으로 장기적 방수안정성을 확보하였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기존의 비노출 복합방수공법이 가지고 있는 방수성능을 지니는 시트 손상 시 나타

나는 누수문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사용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문제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환경적, 시공적 안정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 및 비용의 절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의 시공 현장에서 그 활용성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아시아를 비롯한 중동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 시설이나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 사업 활성화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의 돌파구로 해외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에 있어, 성능적으로 우수한 신개념의 새로운 비

노출 복합방수공법인 신기술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예상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이 신기술은 건축·토목 구조물의 수평슬래브에 적용되는 시트·도막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으로 

총 공사비는 45,67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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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Self Healing
waterproofing System

건설신기술
제 376호

건설신기술
제 413호

건설신기술
제 536호

재료비 ㎡ 21,481 25,398 26,670 21,830

노무비 ㎡ 12,070 28,906 22,974 18,633

경비 및 기타 ㎡ 12,125 21,944 18,832 15,533

합  계 ㎡ 45,676 76,248 68,476 55,996

경제성
 - 기존 신기술 376호 대비 약 40.10 % 절감  - 기존 신기술 413호 대비 약 33.30 % 절감
 - 기존 신기술 536호 대비 약 18.43 % 절감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슬래브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바탕면의 레이턴스 층을 제거하지 않고, 

시트의 훼손을 유발하는 바탕면의 요철만을 제거한다. 또한, 부착력 향상을 위한 바탕면 단면 

복구와 프라이머 공정을 사전에 배제하여, 별도의 가사시간, 경화시간을 요하지 않아 기존기술 

대비 매우 간편하며, 공사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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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관리비

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Self Healing
waterproofing System

건설신기술
제 376호

건설신기술
제 413호

건설신기술
제 536호

취득원가 ㎡ 45,676 76,248 68,476 55,996

사용원가 ㎡ 4,445 10,376 6,696 7,638

폐기원가 ㎡ 2,110 2,110 2,110 2,110

총 LCC ㎡ 52,230 88,734 77,282 65,745

경제성
 - 기존 신기술 376호 대비 약 41.14 % 절감    - 기존 신기술 413호 대비 약 32.42 % 절감
 - 기존 신기술 536호 대비 약 20.23 %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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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의 경우 기존 비노출 복합방수공법과 달리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사용을 배제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성 문제 및 환경오염문제를 해결

하였다. 

       또한, 본 신기술의 핵심기술인 자가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는 방수성능을 지니는 시트 

손상에 대한 하자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시장의 확대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이 이루

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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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형 다이아몬드 교차로의 지형적 설계기준 연구

 

서론

 최근 미국에서는 도로설계 부문에서 새로운 대체 교차로/인터체인지(Alternative intersections/inter 

changes)의 대표적 예인 분기형 다이아몬드 인터체인지(Diverging Diamond Interchange, 이하 

DDI)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신호에 의해 통제되는 입체 인터체인지에 해당되며 도로의 기하 

구조를 변형시켜 이동성과 안전성 모두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효과를 증대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미흡하

였다. 이 글에서는 안전과 운영성 증대를 위한 분기형 다이아몬드 인터체인지의 지형적 설계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위한 시뮬레이션 활용 전략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분기형 다이아몬드 인터체인지(DDI) 

 DDI는 일반 다이아몬드형 인터체인지가 변형된 한 유형으로서, 두 진출입로 인터체인지 사이에서 

양방향 교통류를 교차시켜 좌측으로 주행토록 설계된 교차로를 뜻한다. 1970년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DDI 설계가 고안되었지만 시기 적절성에 있어서 당시 기능을 다하지 못했고 2000년대에 이르러 미 

연방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 stration, 이하 FHWA)과 오하이오 교통국(ODOT)에 의해서 이 

디자인이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Staff, 2013). 그리고 2009년, 미주리 교통국(MODOT)에서는 미국 

최초로 I-44와 미주리 국도 13번이 만나는 스프링필드 지역에 기존 다이아몬드 인터체인지를 변환하여, 

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DDI를 완성했다. 현재 미국에는 총 69개의 DDI가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등 23개 주에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DDI의 특성과 한계점

 DDI는 도로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상충지점이 기존 

교차로가 32개인 것에 비하여 DDI는 14개로 현저히 감소하여 안전성이 증대된다. 게다가 줄어든 수평

곡률은 차선을 이탈하는 충돌 위험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신호주기가 감소하며 신호현시의 갯수가 

명확히 두 개여서 전반적인 인터체인지의 효율을 향상시킨다. 전반적으로 램프 구간의 용량이 증가하고 

시공시에 연장 감소를 통해 건설비용을 절감시켜 더 경제적이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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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설계와 운영에 따른 역방향 좌측 주행 등의 혼란이 

일부 운전자들을 통해 야기되었다. 그러므로 더 적합하고 상세한 설계 표준 및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지역적 

특정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지형적 설계기준 및 고려사항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통연구센터(Institute for Transportation Research and Education at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이하 ITRE)는 DDI의 안전성 평가 및 지형적 설계 지침에 관한 연구를 선도

하고 있다. 한 연구로 미 연방협력 도로연구 프로그램에서 발주된 ‘An Assessment of Safety and 

Geometric Design Criteria for Diverging Diamond Interchanges’를 진행 중이다(NCHRP 03-113b). 

 이 연구는 익숙치 않은 운전자들을 위해 필수적인 설계 기준 및 특징이 무엇이며, DDI 운영에 따른 

안전과 운영적 측면에서의 이익을 분석한다. 아울러,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어떻게 운영자 및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는 동시에 FHWA

에서 제공하는 DDI 지침서(FHWA DDI information guide)의 안전과 지형설계 파트(chapter 4 and 7)

에서 최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더 발전된 결과로 최신화하기 위함이다.

 ITRE 연구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약 70여개의 DDI를 토대로 이를 설계한 공학자들의 경험과 자료를 

조사 및 요약하고, 이전에 완료된 회전교차로 연구에서의 설계변수들을 종합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안전과 지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20여개의 구체적인 변수와 고려사항이 도출됐다.

‣ DDI 고려사항

설계요소

진입·출부가 교차하는 구간의 각도, 각 램프의 회전 반경, 합류부의 시거와 각도, 양방향 교통 흐름의 

지형적 대칭 상태, DDI의 차로 수와 갓길 넓이,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의 고가 혹은 지하도 여부, 교량 

개수 등

운영요소
램프 구간 합, 분류부의 제어 방법, 자전거 도로의 유무 및 형태, 인접 보행자 경로가 DDI의 내부 혹은 

외부의 경로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의 여부, 인접 신호교차로 및 회전교차로와의 위치 및 방향 상관성 등

시설요소

중앙분리대 및 연석의 유형을 각각 일반, 잔디 및 노면표시와 인접교대, 골짜기 연석 및 표준 연석으로 

구분, 노면표시의 위치는 정지선과 교차 지점, 도로부지점으로 분류, 제한속도와 다양한 도로 표지판 및 가로

등의 위치 등

시뮬레이션을 통한 DDI 시나리오 구성 및 평가 

 언급한 여러 변수들을 재분류 및 범주화 시켜서 가능성있는 모든 지형적 설계 및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예를 들어, 회전반경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직선거리(Tangent Length) 및 회전반경(Radius 

Curve)을 각각 100 피트와 300 피트로 고정한 이후에 교차각도(25°, 35°, 45°) 및 합류부 각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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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0°)를 변화시켜 AutoCAD를 이용해 실측모델로 나타낸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 프로그램인 FORUM 8에 변환 후 각각의 시나리오를 구현했는데 언급한 노면표시 및 도로표

지판의 위치, 갓길과 중앙분리대의 높이 등의 자세한 묘사, 신호 제어 및 교통량 조절 등 여러 변수와 

조건이 요구되는 DDI 설계 연구에 유용한 도구이다. ITRE 연구진은 이 소프트웨어와 방법론을 통해서 

보다 적합한 DDI 설계 지침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있다.

‣ DDI 실측 샘플 모델에 의한 시뮬레이션 구현(FORUM 8)

시사점

 획기적으로 도로의 기하구조를 변형시켜 교차로의 용량을 증대시키고 안전성을 제고시키는 DDI는 앞으

로도 미국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DDI 설계 및 운영 후에 안전성을 평가한 미국의 

몇몇 주들의 보고서에서는 안전, 운영, 경제적 측면 모두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설계적 요인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Chilukuri, 2011). 따라서 기구축 되어있는 실제 

DDI의 자료와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현재 건설 

및 운영되고 있는 70여 개의 DDI 데이터베이스와 앞서 도출된 20여개의 요소들을 통해서 안전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설계기준 및 결과가 FHWA에서 새로 발간될 예정인 분기형 다이아

몬드 인터체인지 가이드(Diverging Diamond Interchange: Informational Guide)를 통해 제안될 예정

이다.

 우리나라도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이후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처럼 다양한 대체 교차로를 지속

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효과적인 교통운영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적 특정 

조건에 영향을 받는 DDI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DDI 혹은 응용 및 발전된 

제2의 DDI가 설계되고 적용되길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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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 대지면적  12,823㎡
․ 연면적    10,450㎡

22,037
(1,620)

조건부
채택

건축

설 계
심 의

125
가산2빗물펌프장 유수지
복개(차고지) 

․ 유수지 복개 A=4,300㎡
․ 차고지 조성 A=3,000㎡
․ 체육시설 조성 A=1,300㎡

6,931
(207)

조건부
채택

토목

126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 공원조성 15,154㎡
․ 주차장 조성 10,015㎡
․ 교량 2개소, 도로 8개소 신설 등

37,909
(1,540)

조건부
채택

토목

128 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 지하2층, 지상3층
․ 연면적 7,300㎡

22,000
(1,110)

조건부
채택

건축

129 장지동길 신설 도로개설공사

․ 연장 0.47km(폭 25~29m:4차로+
양측보도 U-Type 140m, BOX –
Type 234m) 

56,150
(304)

조건부
채택

토목

131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
․ 진입연결로(Ramp-A) L=548.38m
․ 진입연결로(Ramp-B) L=455.53m

21,637
(660)

조건부
채택

토목

135
서초4동 복합주민센터 
신축공사

․ 연면적 3.002.77㎡
․ 지하3층, 지상7층

13,968
(713)

조건부
채택

건축

138 동북권체육공원 조성사업 
․ 면적 49,830㎡
․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17,806
(306)

조건부
채택

건축

145
사당2동 우성·극동·신동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 잣나무 등 19종, 초화류 식재
․ 계단정비 등 21종 시설물공사

1,430
(50)

조건부
채택

조경

정 밀
안 전
진 단
심 의

127
목동2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목동2빗물펌프장, 목동3빗물펌프장, 

오목빗물펌프장, 목8호수문
(343)

조건부
채택

토목

133 매봉터널정밀안전진단용역 ․ 매봉터널 정밀안전진단 (126)
조건부
채택

토목

134
전농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전농1,2빗물펌프장, 장안빗물펌프장, 

휘경빗물펌프장, 장안2빗물펌프장
(231)

조건부
채택

토목

136
도시철도6호선 공덕~상월곡 

구간 정밀안전진단용역
․ 6호선 공덕역~월곡역(17.581km) (1,079)

조건부
채택

토목

137
가양빗물펌프장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가양빗물펌프장, 염창2빗물펌프장 (148)
조건부
채택

토목

142
궁동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개화교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 형식 : 개착식 BOX
․ 폭 : 13m(3차선) × 2련 130m

(120)
조건부
채택

토목

143 작동터널 정밀안전진단 ․ 작동터널(1종) 정밀안전진단 (116)
조건부
채택

토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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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건     축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 설계용역 
등 25건

9,373 8,643

교 통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검토용역 등 7건

1,373 1,352

기 계 설 비
풍납취수장 도수관로 수충격완화설비 
실시설계 등 2건

119 110

도 로
군자교 등 23개소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등 31건

8,723 7,529

도 시 계 획
마포로1구역 등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 11건

3,871 3,803

상 하 수 도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3건

2,722 2,436

전 기 통 신
맞춤형 도시재생지역 야간경관 활성화 
계획수립 등 2건

274 264

정 밀 진 단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21 20

조 경
개운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5건

425 424

하   천
서울대공원 조절저수지 정밀점검용역 등 
2건

2,365 2,335

기 타
강남자원회수시설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0건

3,351 2,970

 계 119건 32,617 29,886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6년 10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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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례

옹벽 벽체거푸집 조립작업 중 넘어짐

2016.08.21.(일) 14:42분경 경남 김해 소재 0000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무동 콘크리트 옹벽 벽체거푸집 

조립작업 중 외벽 2단 거푸집(20m×2.4m, 약1.2TON)이 

재해자가 위치한 전면으로 넘어져 거푸집에 깔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9월 5일 사망한 재해임

◯ 거푸집 조립 시 안전대책

 ▸ 견고한 구조의 외벽 거푸집 버팀대 또는 지지대 설치

    거푸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중 또는 외력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버팀대 또는 지지

대를 설치하여야 함

 ▸ 거푸집 조립시 구조검토에 의한 조립도 작성

    벽체거푸집 조립시 그 구조에 대하여 자중, 풍하중, 

작업하중 등에 의한 수평방향 하중에 대하여 구조

검토 후 부재(지지대 포함)의 재질, 간격, 고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함

 ▸ 개인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착용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여야 함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 기술자격정보는 2017년 다시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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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FinTech)

 핀테크(FinTech)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Finance)’

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다. 

 예금, 대출, 자산 관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

비스가 IT,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흐름에 해당하

는 모든 서비스를 핀테크 서비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핀테크라 부르는 서비스들이 기존의 금융 기술과 차별

되는 지점은 분명 존재한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HTS 등은 모두 IT에 기반을 둔 성공적인 혁신이었지만,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자동화’한 것에 

가깝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하던 업무를 자신의 

디바이스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 변화인 것이다.

 그에 비해 핀테크 서비스들은 은행과 다른 방식으로 

은행이 주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혁신의 주체 또한 금융기관에 한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비금융 회사들이 기존의 금융 영역의 변화를 위한 주도

권을 쥐고 있는 경우도 많다.

 기존 금융 기술이 금융기관의 내부 혁신에 가깝다면, 

핀테크는 기술 기업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혁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서비스(banking)가 금융기관

(bank)에서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