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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흙이 철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구조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불연속체(Discrete Material)라는 

점이다. 토질역학은 고체역학이나 유체역학과는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공학적 문제

를 만족스럽게 해결하려는 목적의 토질역학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진행형의 학문이다. 

따라서 토질 구조물의 설계에서는 이론적인 배경은 물론 실제의 많은 경험에 근거한 타당한 논리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경험이라 함은 설계에서 

가정했던 공학적 성질과 현장에서의 계측치 등을 비교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했다면 가능할 것이다. 

토질역학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몇 가지 점들

에 대해서 문헌의 고찰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타당성을 확보코자 한다.

2. 재료로써의 흙의 공학적 성질은 무엇인가?

2-1. 흙의 공학적 성질

공학적 성질  세  부  내  용

응력~변형 거동은

비탄성체임

· 견고한 흙은 작은 변형률에서 최대강도에 이르러 급작스럽게 파괴됨

· 연약지반상의 구조물은 변형이 중요한 요인이 됨

본질적으로 비균질, 

비등방성임

· 한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공학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남(비균질)

· 한 위치에서 사방으로 공학적 성질이 동일하지 않음(비등방성)

거동은 응력뿐만 아니라 

시간과 환경에 의존함

· 포화된 연약지반에 재하되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침하가 발생(압밀)

· 온도가 0°C 이하로 되면 흙속의 물이 얼고 체적 이상(약 9%)으로 팽창함

 (동결시에 전단강도는 증대, 융해시 함수비가 높아 연약해짐) 

지반의 구성과 공학적

성질은 시추를 통해 판명

· 시추는 조사하려는 전체 지반 중에서 극히 일부에 국한됨

· 매우 정교한 기구로 시료를 채취하더라도 현장조건과 동일하지 않음

 재료로써 흙의 공학적인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현장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예상되는 

토질공학적인 문제들을 토질역학에 근거하여 해결해야 함.

》 �칼� �럼

� � 토질공학적�문제해결을�위한�토질역학
   
   이 상 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건화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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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흙의 분류(입경)는 어떻게 하나?

3-1. 일반적인 분류(1)

구  분 직경 또는 분류 특성

조립토(Coarse Grained Soils)
큰 돌 자 갈 모 래

200mm 이상 200~2mm 2~0.05mm(석영입자)

세립토(Fine Grained Soils)
실 트 점 토

NO.200체 통과(0,074mm) 0.002mm 이하

유기질토(Organic Soils)
·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유기물의 분해가 불충분한 상태로 퇴적되어 있는 

이탄(Peats)이 대표적임

황토(Loses)
· 풍적토로 입경이 0.01mm~0.05mm(중국의 황하지역) 석영, 장석, 운모, 

방해석으로 구성됨

3-2. 일반적인 분류(2, Joseph. E. Bowles, 1993)

구 분 상한(mm) 하한(mm) 비 고

전 석 300 75 No.4 또는 No.10체

자 갈 75 2~5 상동

모 래 2~5 0.074~0.05 No.200체 이하

실 트 0.074~0.05 0.006

석 분 0.006 - 불활성

점 토 0.002 0.001 응집력

Colloid 0.001 -

3-3. 분류기관별 구분

분 류 기 관 별 구  분 입자의 크기(mm)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자갈 100~2
모래 2~0.06
실트 0.06~0.002
점토 ❮0.002

통일분류법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미육군공병단, 개척국)

자갈 75~4.75
모래 4.75~0.075

실트와 점토(세립) ❮0.075

AASH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자갈 75~2
모래 2~0.05
실트 0.05~0.002
점토 ❮0.002

 

 전석/조약돌(50~75mm)/잔자갈(3~5mm)/석분 등에 대한 크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입경에 따른 흙의 분류만으로는 흙의 공학적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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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반의 시추조사를 하기 위한 Bit의 직경은 얼마인가?

4-1. 시추조사의 공별 크기

구 분
Bit 규격(mm) Casing 규격(mm) Core 직경

(mm)내경 외경 내경 외경

EX 21.5 37.7 41.3 46.0 22.2

AX 30.0 48.0 50.8 57.2 28.5

BX 42.0 59.9 65.1 73.0 41.2

NX 54.7 75.7 81.0 88.9 53.9

HX 68.3 98.4 104.8 114.3 67.5

 일축압축강도 등의 토질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불교란 Core의 채취를 위해서는 최소한 NX Size 

이상으로 시추하여야 함

 지하수위의 측정은 시추작업 종료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 안정 수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72시간 

이내일 경우 시추공내의 회복수위를 측정하여 결정(2012.12개정)함. 

5. 비탈면의 한계평형방법(Limit Equilibrium Method)은 어떻게 적용되나?

5-1. 한계평형방법이란?

 한계평형방법은 토체가 파괴면을 따라 활동함으로써 발생 즉 가능한 활동면을 따라 파괴가 일어나

려는 순간의 토체에 대한 안정성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한계평형”이란 파괴 순간에 역계(力係)에 붙

이는 술어이다. 비탈면의 변위가 발생하는 중에도 토질에 대한 전단강도의 값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유용성과 신뢰성은 현재까지 축적된 경험을 통해 알려져 있다. 한편 잔류강도가 

상당 수준 낮은 Shale 등의 토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전단강도 값을 적용함이 바람직

하다. 현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해석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며, 동일한 조건의 비탈면에 대한 해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Duncan,1975).

한계평형해석 방법별 계산된 안전율(FS)

Fellenius방법(1927) 1.07

Bishop방법(1955) 1.23

Sweden의 수정방법(미국 공병단) 1.45

Spencer방법(1967,1981) 1.20

Mogenstern & Price방법(1965) 1.33

 Bishop방법(1955)에 따라 산정된 안전율은 실제의 정확치에 근접함. 그러나 Fellenius 방법(1927)이 

Bishop방법보다 간편하고 안전측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에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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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또한 지반의 조건이 다른 비탈면에 대하여 한계평형방법으로 해석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Whitman 

and Bailey, 1967)

비탈면의 해석사례
F.S(안전율)

Fellenius Bishop
Morgenstern 

& Price

① Homogeneous soil and no pore pressure 1.49 1.61 1.58~1.62

② Long-term stability of embankment on organic 

silt. three different soils
1.09 1.33 1.24~1.26

③ Immediate stability of same embankment as in 

② 
0.66 0.7~0.82 0.73~0.78

④ Submerged slope of rockfill resting on inclined 

core of cohesive soil
1.14 2.00 2.01~2.03

 상기 표에서도 Fellenius방법은 안전측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실제의 안전율

과는 다소 높은 값으로 산정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 

6. 굴착공사의 현장조건에 따른 가시설의 토압계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6-1. 가시설공사의 현장조건별 토압계수

현 장 조 건 별 적용하는 토압계수

· 굴착측의 배면에 일정한 변형을 허용할 경우 Ka(주동토압계수)

· 배면에 건물기초 또는 시설

물이 근접하여 위치할 경우

근접거리(d)가 굴착깊이(H)의 

1/2이상 이격된 경우, d≥H/2 
0.5((Ka+Ko)

d❮H/2 Ko(정지토압계수)

· 인접건물의 기초 깊이가 굴착심도와 같거나 깊을 경우 Ka

 굴착부와 인접하여 건물 등이 위치할 경우 굴착 깊이와 건물기초의 심도에 따라서 가시설 토류

벽에 적용하는 토압계수는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함. 

 이외에도 토류벽체에 강성이 높은 Slab로 지지되어 벽체의 변위가 정지될 경우에는 Ko를, 

Soft-Medium Clay층에 Tie-Back을 할 경우에는 Ko=0.5~0.6 범위에서 토압계수의 적용을 각각 

추천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NAVFAC 기준)

 따라서 가시설의 설계에서는 획일적인 토압계수의 적용은 지양되어야 하고, 현장조건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지지구조 등에 따라 그에 타당한 토압계수를 적용함이 논리적임.



- 6 -

7. 동일한 조건에서 제안식별로 다르게 산정된 침하량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

7.1 제안식별로 침하량을 산정한 결과표

제 안 식 별
침하량

(mm)
Field Test

① deBeer and Martens(1957) 36 Cone Test

② deBeer and Martens with c=1.9*Cr/Po' 29     "

③ Schmertmann(1970) 28     "

④ Terzaghi Peck 26
SPT

(Standard Penetration test)

⑤ Meyerhof(1955) 12  "

⑥ Terzaghi Peck Modified by Meyerhof(1965) 9  "

⑦ Terzaghi Peck Modified by Tomlinson 6  "

⑧ Peck and Bazaraa 15  "

⑨ Parry 10  "

⑩ Alpan 5  "

7.2 제안식별로 실측치와 침하량 산정 값과의 비교표

제 안 식 별 계산치/실측치(평균) 계산치/실측치(범위)

① deBeer and Martens(1957) 3.22 1.0~4.8

③ Schmertmann(1970) 1.48 0.2~0.4

④ Terzaghi Peck 1.89 0.5~3.2

⑥ Terzaghi Peck Modifiedby Meyerhof 0.70 0.2~1.1

⑦ Terzaghi Peck Modified by Tomlinson 0.31 0.1~0.6

⑧ Peck and Bazaraa 0.63 0.3~1.4

⑨ Parry 0.72 0.1~1.3

⑩ Alpan 0.9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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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적으로 Alpan의 방법이나 Schmertmann의 방법이 실측치와 일치한다고 보고한 바 있음. 

(Simons, Rodriques and Hornsby(1974)

 침하량 계산 값은 편차가 크므로 현장 원위치시험의 결과에 따라 상부에 재하 되는 기초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토질분야의 전문기술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바람직함. 

8. 직접기초의 근입 심도 결정은 어떤 조건들을 더 감안해야 하는가?

8-1. 제안자별 직접기초 근입 심도의 기준

제안자별 근 입 심 도 의   기 준

Hunt(1984) · 동결지반의 경우 SW, GW토질에서는 동결심도의 3/4 정도 깊이가 적정함

Smith(1977) · 세굴이 있을 경우 우기와 건기시 수심차의 4배 정도의 심도가 적정함

Sowers

(1962)

· 기존의 기초와 근접 시공시 신설기초의 설치불가 범위를 나타냄

            

Hunt(1977)
· N치에 의한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추정시 점토질 계열의 지반과 유기질토는 초기단계의 

허용지지력을 가늠해야 하고 이외 예측에는 적합하지 않음

일본국

(하천부)

  하천부에 설치되는 기초의 근입 심도(국부세굴 또는 하상변동에 대비)

· 저수로 하상부는 Footing 상면부터 2m 이상

· 저수로 하상부와 인접한 고수부 하상부는 저수로 하상부 Elevation에서 1.0m 이상, 순수

하게 고수부 하상부에서는 1.0m 이상

 직접기초의 근입 심도는 지지토층의 종류, 세굴발생 여부, 기존 인접기초와의 상관관계, 하천부 

등의 특수성 현장조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9. 개단말뚝의 선단폐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지층의 근입 심도는?

9-1. 말뚝의 근입 심도별 폐색 효율표

직경(mm)
말뚝의 지지층 관입 깊이별(m) 폐색 효율

0.5 1.0 1.5 2.0 2.25 2.5

∅400 0.20 0.40 0.60 0.80 - -

∅450 0.18 0.35 0.54 0.70 0.80 -

∅500 0.17 0.32 0.48 0.65 -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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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층 또는 사력층에 관입된 직경 500mm 이하의 개단말뚝은 말뚝직경의 수배 정도를 관입되어야 

100% 폐색효율이 발휘되며, 직경이 800mm 이상이 되면 폐색효과가 곤란함으로 말뚝의 재하시험을 

통해 허용지지력을 판단하여야 함.

10. 맺는 말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아 재료로써의 기본적인 흙의 공학적인 성질, 막연하게 회자되는 토질의 

종류별 구분(입경 위주), 교란되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비트 종류별 직경, 동일한 

조건을 가진 비탈면의 안정 해석시 제안식에 따라 달리 산정된 안전율의 설계적용 배경, 동일한 조

건을 가진 지층조건에서 여러 가지 제안식에 따른 침하량 산정값의 차이, 지지토층의 종류 또는 특

별한 현장 조건에서 직접기초의 근입 심도를 결정하는 기준, 모래층이나 사력층에 관입된 개단말뚝의 

폐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입 심도 등을 고찰하였다. 지반공학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기술자는 수

많은 토질공학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해진 기준을 일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기준으로 제정

되기까지의 토질역학의 이론적인 배경에 근거한 공학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탐색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지반과 관련한 설계 성과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金翔圭(1991). 土質力學(理論과 應用). 淸文閣

 2. 洪元杓(1991). 사면안정론,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3. 한국지반공학회(2003). 지반조사결과의 해석 및 이용. 구미서관

 4. 한국지반공학회(1992). 굴착 및 흙막이공법

 5. 日本國 土質工學會(1992). 基礎の 設計資料集 

 6. 日本國 鹿島建設(1994). 地盤の 安定/假設構造物. 土木設計本部編

 7. Braja. M. Das(1986). Principles of Foundation Engineering 

 8. Josephe E. Bowles(1993). Foundation Analysis and Design(Third Edition)

 9. NAVFAC DM-7(1971), Soil Mechanics Foundations and Earth Structures

10. N.E. Simons, B.K. Menzies(1977). A short course in Foundation Engineering. Butterworths

11. Roy E. Hunt(1986). Geotechnical Engineering Analysis and Evaluation. Mcgraw-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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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강공원,� 수상교통�+�관광·문화�

수변거점공간으로�탈바꿈

 2019년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가 

수상교통, 레저스포츠, 라이프스타일, 관광 ·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수변거점공간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4대 문화·관광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여의문화나루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서울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강의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

하기 위하여 ’19년까지 총 1,931억 원(국비 596억, 

시비 596억, 민자 739억)을 투입한다.

 계획안의 큰 그림은 이용객이 가장 많고(’15년 

1,783만 명) 자동차 전용도로로 단절되지 않은 

유일한 한강공원인 여의도 한강공원의 우수한 

문화적 · 장소적 잠재력을 살려 미래 한강의 ‘문화

적’ 가치를 구현하는 교두보로 삼는다는 것이다.

 4대 핵심사업은 수상시설인 ①여의나루(통합선

착장) ②여의정(피어데크)과 육상시설인 ③여의

마루(여의테라스) ④아리문화센터(복합문화시설)

이다.

① 여의나루(통합선착장) : 공공·민간 선박 최초 

통합선착장, 상부엔 전망대

 첫째, 여의나루(부유체 2,400㎡+상부건축물 2,100 

㎡)는 페리, 유람선부터 관공선, 수상택시, 개인

요트까지 공공·민간을 망라해 다양한 선박이 입

출항하고, 종합관리도 가능한 서울시 최초의 통합

선착장으로 지어지며, 상부엔 전망대가 설치된다.

② 여의정(피어데크) : 한강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수변문화 집객시설

 둘째, 여의정(연면적 7,000㎡)은 한강변에 조성

되는 수변 문화집객시설이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여의나

루와 데크로 연결된다.

③ 여의마루(여의테라스) : 윤중로변 문화상업가로, 

여의정~여의마루 입체연결로 신설

 셋째, 여의마루(연면적 8,500㎡)는 윤중로를 따라 

조성되는 수변문화상업가로다. 식당, 카페, 관광 

및 문화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며, 여의도(도시)와 

한강을 연결하고, 여의도 주민·직장인과 국내·외 

관광객이 결합하는 ‘매개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입체연결로를 신설해 여의정에서 여의나

루로 걸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선착장에서 여의정, 여의마루까지 걸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여의마루에서 지하철(여의나루

역)과 버스로 연결돼 대중교통 이용도 보다 쉬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아리문화센터(복합문화시설) : 콘텐츠 중심 

복합문화시설, 시민커뮤니티센터

 넷째, 아리문화센터(연면적 8,000㎡)는 콘텐츠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이다. 한강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크게 ▴상설전시

공간 ▴대관전시공간 ▴어린이 과학 체험관으로 

조성된다. 단순 전시 위주의 공간이 아닌 작가(콘

텐츠)와 건축가(건축)와의 협업을 통한 예술문화

공간 겸 시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

이다.

 시는 4대 핵심사업별로 맞춤형 사업추진모델을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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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사업별로 추진시기·단계를 조정해 기존 

사업방식이 가진 리스크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재산이며 재정사업인 여의나루를 선도사업

(1단계)으로 우선추진하고, 일반재산인 여의정과 

여의마루는 위탁개발사업(2단계), 아리문화센터는 

공공문화사업(3단계)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선도사업인 여의나루(통합

선착장)에 대한 국제설계공모(총상금 1억 원)를 

실시한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지며, 

참가등록은 2. 9(목) ~ 4. 10(월) 17시까지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

하자’(http://project.seoul.go.kr)에서 접수하며, 

작품은 5. 17(수)까지 서울시 공공개발센터로 제출

하면 된다.

   〔공공개발센터 (02)2133-8364〕

서울시,�서부선�민자사업�제안서�접수

 서울시가 2월10일 (가칭)서부경전철(주)(주간사:

두산건설)로부터 서부선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였다.

 사업제안서 노선은 은평구 세절역(6호선)~명지대~

여의도~장승배기~서울대입구역까지 총 연장 16.23 

km, 정거장 16개소를 설치하는 노선이다. 

서부선은 철도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은평구, 

서대문구 등 서울서북부지역과 관악구, 동작구 

등 서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통행시간도 절반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선 역시 최근 접수한 위례신사선과 동일하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민간투자

사업 추진절차를 진행한다. 서부선의 경우 이미 

민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 간 보다 긴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이 위례신사선에 이어 서부선도 사업제

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시의 제3기 도시철도(경전철)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우이신설선(우이동 ~ 신설동, 11.4km)의 

경우 오는 7월 개통을 목표로 건축 등 마무리 

공사를 3월까지 완료하는 등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림선(여의도~서울대, 7.8km)은 1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1.26일) 후 2.3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다. 특히, 지난해 우선공사 착수구간을 

선정하여 한전 및 상수도 등 장애물 이설 등 가

시설 공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당초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왔다. 

 동북선(상계역~왕십리역, 13.4km)은 현대엔지

니어링과 ’16.1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기술부분 

등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총사업비 등 

주요 사업조건과 실시협약안에 대한 마무리 협상

단계에 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례선(마천역~복정역. 5.4km)은 국내에서 



- 11 -

처음으로 도입되는 트램(TRAM, 노면전차)으로, 

지난 ’15.11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이다. 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촉구하고,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공고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위례신도시의 교통문제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4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신사역, 14.7km)은 서울연구원 산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내용의 적정성 여

부를 검토 요청한 상태이며, 3월중에는 공공투자

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공식 요청

할 계획이다.

 면목선은 우이신설선 개통 후, 난곡선은 신림선 

공사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는 시점에 사업제안 

방법, 제안시기를 검토하여 사업제안 할 예정이다. 

그리고 목동선, 우이신설선 연장선은 민자사업자의 

사업제안이 없는 상태이나, 금년도 「제2차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각 노선별 사업성 

확보 및 추진방식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통정책과 (02)2133-2238〕

서울시,�’16년�건설공사장�안전감사�결과�공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시 산하 기관 및 자치구

에서 진행한 건설공사장 중 안전사고에 취약한 

7개 기관 24개 공사장을 대상으로’16년 6월 한 달 

동안 실시한(’16.6.2.~7.1.)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지속적인 공사장별 자체

점검과 외부기관 점검으로 대부분의 건설공사장이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공사

장의 경우 여전히 안전관리 및 시공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총 17개 공사장 17건 지적)

 시 감사위원회는 17건 가운데 8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 및 주의요구 처분을 내리고,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1건)를 내렸다. 나머지 비교적 경미한 지적

사항 9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흙막이 가시설 연결 부재를 

부실하게 체결한 채 도로 상에서 굴토작업을 진행

하거나 시공 품질관리 기준을 미준수하는 사례 

등이었다.

○ 시공 및 안전관리 분야

 -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위해 도로상에 설치한 지반 

굴토작업용 흙막이 가시설(H-Pile+토류판)은 

주변 토압에 견디기 위해 버팀보와 띠장간에 

볼트로 견고히 체결해야 지반 변위 등을 방지

할 수 있는데도 각 연결부에 4개의 볼트로 

체결토록 되어 있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2~3

개만 체결하거나 띠장과 사보강재를 일부 미

설치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확인돼 즉시 시정조치하고 공사감독자는 

‘주의’ 조치함(00구청)

 - 결로현상이 심한 지하 저류조 내부 방수공사를 

하면서 방수작업 전에 콘크리트 표면의 건조

상태를 함수율 측정기로 검측해 함수율이 

8% 이내 일 경우에만 후속공종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측정기를 통한 객관적인 검측 없이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방수 작업을 그대로 진행, 

향후 콘크리트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저하로 

인해 하자(들뜸현상) 발생이 우려돼 외부전문

가의 시공품질 검증을 통해 하자발생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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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함(000000본부)

○ 공사관리 분야 

 - 당초 하수맨홀을 콘크리트 인력비빔하여 현장

타설토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공장제작 기성품 

맨홀로 변경 시공하고 공사실정보고(1천3백만 

원 감액)를 미이행해 그대로 정산시에 공사비가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어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 

조치토록 함(00구청) 

 - 호우시 한강공원 침수로 퇴적‘뻘’이 발생할 경

우에 신속히 복구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

보하기 위한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수

방대책기간 시작 전인 5월15일까지는 인력·장

비 투입과 작업방법 등의 ‘뻘’처리 작업계획을 

수립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도 수

방대책기간 중인 6월29일 감사에 지적되고서

야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방대비에 소홀

했던 사항이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됨. 이에 

따라 지난 해 7월초 집중호우로 한강공원 전

체가 침수됐을 때 신속한 ‘뻘’ 제거 복구를 

할 수 있었음(0000본부)

 이 밖에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한강 상 교량 공

사용 선박의 수방 대비 계류시설 설치 및 관리 

부적정, 설계용역 추가업무 구두지시 부적정 등이 

지적돼 시정조치 완료했거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안전감사담당관 (02)2133-3041〕

서울시�최초�교량하부�보행로�「겸재교」�준공

 서울시는 중랑천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동대

문구 휘경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바로 연결하는 

‘겸재교 건설 및 연결로 확장공사’를 준공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겸재교를 주민 친화적인 명품

교량으로 탄생시켰다.

 겸재교는 ‘서울시 최초 교량하부 보행데크’로 

차도와 보도가 상부와 하부로 완전 분리되어 안

전하고 편리한 특수교량이다. 하부의 보행로는 

친환경 보행데크를 조성하고 측면에 조형물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문화 공간으로 단장했다.

 또,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데크 중간 중간에 의자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보행데크 벽면에 조형물을 설치했다.

 특히, 주교량 주탑, 상판, 배면, 교각 등 교량 

상부와 보행데크와 아우러지는 교량 하부 조형물

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

하고 있다. 두 개의 주탑은 배의 돛을 표현하고 

사장 케이블은 돛 줄을 이미지화하여 겸재교는 

중랑천에 떠 있는 돛단배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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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년 6월 임시 개통한 겸재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보도 육교 엘리베이터 2대, 중랑천 

수변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2대, 동대문구 방향에서 본선 구간으로 진출입하는 

2개의 램프 설치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

설이 대폭 확충되었다.

  〔도로계획과 (02)2133-8087〕

여의교�왕복� 8→9차로�확장�착공

 서울시는 샛강을 건너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신

길동을 연결하는 여의교를 기존 왕복 8차선에서 

9차선으로 확장하고, 보도육교를 신설하는 ‘여의교 

확장공사 및 교차로 개선공사’를 착공해 오는 

2018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들길에서 여의도 방향과 대방역에서 

올림픽대로 방면 차량간 엇갈림 현상이 여의교 

내에 과다 발생하는 등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대기

행렬이 대방지하차도에서 여의교 오거리까지 상시 

발생하는 등 교통혼잡이 상당부분 발생했다.

 여의교 차로수가 9차선으로 확장되면 출퇴근 

러시아워에 대방지하차도→여의도성모병원(올림픽

대로) 방면 우회전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방지하

차도→원효대교 방면 직진 차로수 부족 및 우회전 

대기행렬 과다 문제가 해결되고 직진 차로의 교통

용량 증대로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용량 분산이 

유도되어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976년 10월 왕복 4차선으로 개통한 여의교는 

지난 1990년 9월 다리의 폭이 좁아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되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연장 240m의 보도육교를 우선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한 후 기존 여의교 보도를 

차도로 리모델링하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신설되는 보도육교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아

치형 트러스(truss)교로 설계되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79〕

올림픽대로~여의도간�진입램프�착공

 서울시는 올림픽대로(잠실→김포방향)에서 여의도 

중심 업무지구로 접근하기 쉽도록 램프를 설치하

는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를 

착공해 오는 ’18년 11월에 완공한다.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137억 원이 투입되며, 올림픽대로 하행선

(김포방향) 여의교~서울교 구간에서 서울교 남단 

노들길 진출램프로 이어지는 폭 6.4m, 연장 

712.6m의 연결램프(교량)가 신설된다. 이를 위해 

올림픽대로 1차로를 980m 이설하고, 서울교 남단 

노들길 램프 1차로를 131.8m 확장한다.

 올림픽대로에 램프가 연결되고 노들길 진출램프가 

1차로 확장됨에 따라 여의상류IC 긴 대기열로 

인한 불편을 겪었던 운전자는 좀 더 빠르게 목

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며,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에서 여의상류IC까지 평균 통행속도가 현재 

43.3km/h에서 54.1km/h로 25% 빨라질 예정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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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

능력�세부평가기준�개정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시행됨[’16.12.29. 

(’17.4.1.시행)]에 따라 서울시 실정에 맞는 ‘서울

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항목별 배점기준(국토부 기준 적용)

○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  개정된 서울시 기준은 ’17.4.1일 공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2〕

2017년�상반기�기술직�공무원�직장교육�시행

 서울시는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역량을 배양

하고 우수한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기술직 공무

원을 대상으로 2017년 전문교육 과정을 개강한다.

 상반기 교육과목은 총 3개 과정으로 토목(토목

시공), 건축(건축시공), 전기(건축전기설비)이며, 

3.6(월) ~ 6.27(화)까지 각 16회 진행된다. 교육

시간은 과정당 주 1~2회 3시간(19시~22시)이며, 

장소는 신청사 9층 기술심사담당관실 회의실이다. 

교육은 분야별 외부 전문강사의 강의로 이루어

지며, 하반기에는 토목Ⅱ, 조경, 기계분야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4〕

「건축법령」�개정�·�시행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령을 2월 4일(토)에 개정·

시행하였다.

 시행되는 건축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진 대비 건축물 대응력 제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

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하여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

하여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

설계 하도록 했다.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확대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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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하여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설계·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

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

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건축

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기간 업무 정지될 수 있다.

-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이상이면서 1억 원 이

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 등, 16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교육·노유자·운동·위락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시공 주요단계에서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축물의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하였을 때, 

그리고 지상의 일정 층수(철근콘크리트구조는 

5층, 철골구조는 3층)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완료했을 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

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

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기타 개정사항

 이외에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

장묘시설 등 관련 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했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논의(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6.7.7)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국토교통분야�국가표준�운영규정(안)」�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국가

표준(KS)을 부처별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로 이관하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도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15.7.)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KS 제·개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역할, 기술심

의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및 심의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규정(안)」 행정예고

하고 ’17년 3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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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 적용범위,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조직 등(제1장 총칙)

나. 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 

위원, 회의소집 및 회의록, 간사 등(제2장 

기술심의회)

다.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 위원, 

회의소집 및 회의록, 간사 등(제3장 전문위

원회)

라. KS 제·개정 및 번호부여(제4장)

마. KS 분류 및 번호 부여(제5장)

바. 국제표준화 활동(제6장)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8〕

「방재분야�표준품셈」�일부개정(안)�행정예고

 국민안전처는 대설·가뭄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의 일부개정

(‘16.12.19 시행)에 따라 대설·가뭄재해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

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관련 인용 법률용어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하고 ’17년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설·가뭄재해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2장제2절)

 -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대설·가뭄

재해 위험후보지 조사, 위험요인 분석, 저감

대책 수립 등 단위업무별 소요 인력 등 대행

비용 산정기준 제시

나.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관련 인용 법률용어 

정비 등에 따른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보완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 (044)205-5165〕

‘17년�2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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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차 잠실철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철도교 신축이음 유간부족 구간의 신축이음

장치 제거 후 커버플레이트 설치는 최대한 

수밀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배수관 막힘 

해소를 위한 배수관 재설치는 굴곡부로 인한 

막힘이 발생하지 않게 시공되도록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수록할 것

○ 안정성 평가시 보도교(하류교)에서는 재하시

험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통행제한 하중 등을 표기하여 유지관리에 필

요한 하중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고

서에 수록할 것

○ 강재 초음파탐상시험 결과분석에서 용접불량

(용입부족) 구간의 단면감소 깊이가 4.1~4.7

㎜로 조사된 부분은 피로균열로 인한 손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점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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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차 한남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선행의 안전진단에서 조사된 결함부위에 대한 

진행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보완할 것

○ 기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철근의 방청을 

실시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마무리

할 때 신구콘크리트간의 부착이 중요하므로, 

   - 제거된 면의 상태에 대한 강도확인과 함께 

면 처리상태의 확인과 신구콘크리트의 접합

부분에 대한 방수대책을 수립하고, 

   -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보수공사 실시설계 시 교각의 내진성능에 대한 

검토 과업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보완할 것

■ 제 5차 구의1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  다음 내용을 추가 

  - “구조물조사”에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한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굴착

공사 및 골조공사의 영향을 주는 요소 등을 

조사한다” 과업내용을 추가할 것

  - 내구성 확보에 ‘적재하중’을 ‘활하중’으로 변경

하고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 기준 및 강구조

계산기준’을 ‘건축구조기준’으로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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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을 것

○ 우리시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반영할 것

  - 설계용역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구조검토 

포함)를 작성할 것

■ 제 6차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발주심의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내용에 습지, 서식처 

등을 추가

○ 치유시설 공사(산림 훼손지)로 인한 외래식생 

유입 저감과 건축공사기간 동안 강우로 인한 

토양침식 및 탁수 발생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보완

○ 내용적 범위, 제반조사, 성과품에 수목 및 지장

물조사 포함

○ 지반굴착, 구조물 시공, 우기 및 동절기안전

대책 등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내용 추가

○ 별도 시행예정인 문화재지표조사는 과업내용

에서 삭제

■ 제 7차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립 설계용역심의

○ 부력방지 앵커설계에 대하여 설계하중, 지하

수위, 설치간격, 앵커의 형태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적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차수공법과 부력방지 앵커공법 등 적용시 적용 

가능한 유사 공법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

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공사중 가시설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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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취약 코너부 가시설의 계측이 포함

되도록 조정하고 외부 방수가 어려운 합벽

구조에 따라 지하외벽 마감전 외벽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점검 방안을 구체

적으로 수립하여 철저한 시공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 제 8차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풍력선별기는 중량별 분류가 가능한 풍량을 

계산하여 설계할 것

○ 자력선별기는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

용품의 성상을 파악하고 병뚜껑 등의 철분함유 

물질을 감안하여 설치를 계획할 것

○ 재활용선별설비별 제어방식은 타 공정과 면

밀히 협의하여 구성하고 센서류와 운영 프로

그램간에 유기전 연계를 통해 설비를 최적화

시켜 설비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작업안전을 고려한 기계 인터락 및 비상정지

(수동/자동)설비 설계에 반영할 것

○ 감용기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악취 등이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할 것

  

■ 제 9차 도로하부용 골재(투수성포장을 중심으로) 

품질향상 방안 개발 및 적용성 검토 기술 

용역발주심의 

○ 과업내용에 ‘도로하부골재 생산, 운반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및 보고서 작성’ 과업 추가할 것

○ 기 시행된 용역 (차열/투수성 도로포장 재료 

및 기술개발-도로포장연구센터 : ’15.3.~’16.7.) 

성과물을 참고하여 중복된 과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도로하부용 대체 재료 및 용도별 성능 향상 

재료의 시공 및 유지관리의 경제성, 골재반입 

용이 여부 등도 고려할 것

○ ‘서울시 사용 골재 생산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분석’에서 다음 과업 추가할 것

  - 국내 타 지자체와 도로공사 등 기관 현황조사 

및 분석

  - 국내 석산 운영업체 현황조사 분석

■ 제10차 서울메트로 1호선 동묘앞역~신설동역 

등 4개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동묘앞~신설동역구간에서 발생된 0.5~0.7mm 

횡방향 균열이 13년 13개소, 14년 1개소, 금회 

5개소 등 계속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금회 반드시 보수보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안전성 검토시 측정 배근간격 및 피복두께의 

평균값 등을 제시하고, 측정값을 설계치와 

비교하여 더 불리하게 평가되는 값을 적용하여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것 

○ 동묘앞~신설동역구간 승강장 하부에서 전반적

으로 100mm 정도의 체수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보수대책으로 청소 등 유지관

리에 의한 방법만을 제시하였으므로 근본적인 

배수 해결대책을 검토할 것

○ 금회 진단결과 전 구간에서 전차 진단(2014년)

에 비하여 균열 및 누수․백태 등 주요 결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제기동~청

량리역구간의 경우 전차 진단에 비하여 망상

균열 발생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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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한남2고가 및 구로고가차도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한남오거리와 디지털단지 오거리는 교통상습

체증지역으로 시간대별 교통현황 분석을 통한 

면밀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되, 철거 잔

재물 처리방안 및 운반대책과 교통 연계 운영

방안도 제시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도심지에서 단시간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철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준하여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

도록 조치할 것

  - 구조물 철거시 대상 구조물의 사전 안전성 

검토를 통하여 붕괴 위험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철거

순서를 상세히 도면화하고 안전한 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 철거시 주변시설물과 구조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붕괴, 충격, 손상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 보강대책을 설

계에 반영 

○ 도심지 철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민원 대책을 충분히 고려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제12차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기존시설물 안정성 검토

  - 계획하는 시설물이 기존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설계 시 기존 시설물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바람

○ 슬러지 성상 사전조사 기기선정에 반영

  - 각 공정별 슬러지 또는 농축슬러지의 성상을 

사전 조사하여 기기 선정에 반영하여야 함

○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Design For 

Safety)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

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고

  -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함

■ 제13차 도시철도 정거장(건축)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

○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 포함)에 대해서도 경력과 

실적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사업책임자기술자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보다 

업무 비중으로 볼 때 중요하나 각 1인씩 평가

할 경우 평가점수가 동일(각 18점)하여 불합리

하므로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 인

원을 1명씩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항목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평가 2) 분

야별 책임기술자 자격평가의 등급 인정범위

에서 기술등급을 기술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 할 것

■ 제14차 ’17년 자전거 이용도로 기능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내용의 조사항목 및 예측 등이 차량과 

자전거의 구분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자전거전용도로의 경우 차로 분리시설인 분리

대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리대 

검토 · 선정과 2016년 자전거 이용시설 종합

정비 구간에 대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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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과업내용에 추가할 것 

○ 설계시 자전거도로의 종류 중 기능별, 횡단

구성별, 통행목적별, 이용형태별, 관리주체별로 

목적에 맞는 기준 정립과 신기술 적용 검토, 

부속시설에 CCTV설치 추가 등을 보완할 것

■ 제15차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1단계-중첩구간) 설계심의

○ 국회대로와 제물포 민자 일체구조물 구간 품질

관리 방안 수립

  - STA.0+560 ~ 0+740 구간은 국회대로와 제

물포 민자구간이 일체 구조물로 설치되고 

민자터널 구간 구조물이 하향 경사로 진행

되며 분리되는 복잡한 형태로,

  - 국회대로 하부지지층(토사)과 민자터널 구조

물간 부등침하 발생시 구조물에 취약하므로 

부등침하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

  - 국회대로와 제물포터널 일체구조물은 종단선형상 

시공이 난해(변화단면)하고 대단면(mass구

조물)에 따른 품질 및 안전관리가 특히 요구

되므로 취약부에 대한 시공상세, 콘크리트 

품질확보(100년 내구성), 경사구간 동바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고서 및 도면을 

보완할 것

○ 부력방지 앵커 도입시 품질 확보방안 수립

  - U-TYPE구간의 부력 안전성을 검토하여 반영

하고, 부력방지 앵커 설치시에는 구조물 내 

적정 배치하고, 누수 등 취약요인을 검토하여 

품질 확보방안을 수립할 것

○ 지상공원 측 차로 이용시민 안전대책 수립

  - 지상 공원측에 설치되는 도로 설계속도 

60km로, 공원이용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속도 제한하는 방안 등 이용시민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 시점부(여의도방면) 통행 체계 검토

  -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여의도 방향 차선 

변경시 엇갈림에 대한 적정 거리 확보 및 

안전대책이 강구 되도록 관련계획 수립

■ 제16차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변경)심의

○ 향후 장미아파트 재개발 사업 진행 등에 따라 

2단계 구간과 연결되는 교통섬 규모 등은 교통

량을 추가 고려하여 연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 잠실대교 하부 개착공사구간은 인접 교대구간

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수치해석 뿐만 아니라 

시공상의 다양한 변수 및 기존 사례 연구자료 

등도 검토하여 구간별 시공에 따른 변위발생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

○ 지하차도 상부 공원 조성계획이 있는 바, 구

조물에 대한 방수하자 예방을 위해 구조물 

방근처리방안에 대하여 적용할 것

○ 향후 교통정체 발생 등에 따라 현재 설치공

간만 확보해 둔 환기팬 계획에 대하여 필요

용량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것

■ 제17차 별내선(8호선 연장) 시스템분야 

건설공사 기본설계심의

○ 터널내 분기구간 선로전환기 설치를 위한 터널 

구조물 확폭구간 검토 필요

○ 별내선은 전구간이 콘크리트 도상으로 선로

전환기의 유동방지간 설치를 제외하여 반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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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사역 및 BN06 정거장 회차선의 과주여유

거리에 대한 검토 필요(70m 이상 확보)

○ 내진설계를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고서에 보완 명기하고, 필요

하면 도면에 표시할 것

○ 모란차량기지 시험선 설비 개량에 대한 재검

토가 필요함

  - 기존 시험선을 활용하여 시험선 구축비용 

절감

○ 모란차량기지에 증설되는 전차선은 기존선과의 

접속개소를 최소화하고, 시차가 20년 정도 

되므로 추후 교체공사를 감안 구획함으로써 

유지관리 편의를 도모할 것

○ LTE-R 방식 열차무선설비 관제 설치 중앙장치

(서버)의 경우 전 호선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이중화 구축 필요

■ 제19차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심의

○ 빛 공해 등이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

하여 옥상의 태양광보다는 지열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계획을 검토하고 옥상녹화시설 등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이 되도록 검토·보완할 것

○ 보행육교는 차량운전자의 개방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단순한 구조로 할 것

○ 옥외 조명계획 시 건축물 실내조명과 식재계획을 

연계하여 빛 공해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 여성전용주차장이 분산배치 계획되어 있으니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내용을 준수하여 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

■ 제20차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일반적인 과업내용서 문구보다 이 현장에 필

요한 현장설명 및 특징을 제시하여 설계자가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응급센터 계획에 꼭 필요한 사항, 증축고려 

계획, 기존 병원과 연계 계획 등

○ 흙막이 설계는 지하 굴착 시 가장 중요한 공정

으로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전문

가의 자문을 득한 후 시행토록 과업내용 부여 

요함

○ 각종 인증항목 중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

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등 인증의 기준과 적용기술, 예비인증 예상

점수 등을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별도의 기

획안(목차)을 마련하여 수록 요함

■ 제21차 창동·상계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 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  다음 내용 등을 추가

할 것

  - 설계용역시 “건설현장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반영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구조검토 포함)를 작성할 것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24% 

이상 계획할 것

  - 편의시설 설계에 “장애인 등 편의 증진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적용 실무메뉴얼” 내용을 설

계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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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싱과�신설관을�함께�압입하는

비굴착�소구경�하수도�관로�부설공법(제796호)

(보호기간 :  2016. 09. 28. ～ 2021. 09. 2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올케이싱 굴진장비로 신설관과 케이싱을 함께 압입하여 굴진과 관로 설치를 

동시에 시공하는 비굴착 소구경(D=300mm 이하) 하수도 관로 부설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D300이하 소구경 관로 동시 부설(1공정식) 공법

      올케이싱관이 장착된 소구경 관로 추진 전용장비를 개발하여 지하수 영향이 적은 지반에 대해 

스크류방식에 의해 관로를 추진하는 기계식 굴착방식이다. 내충격식 PVC관을 올케이싱관에 장착

하여 추진하고 케이싱관을 제거하는 1공식으로 올케이싱관이 추진력을 전달받아 전진하고 내

충격 PVC관은 주면 마찰력에 저항토록 고안하였다. 장비의 소형화로 조립식 강재패널에 의해 

추진 및 도달기지 가시설 설치면적이 축소되어 도심지 공사에 유리한 공법이다.    

   

〈추진 단면도〉

    (2) 표준시공법

⇒ ⇒ ⇒

추진구 및 
도달구 터파기

가시설 설치
굴진기 설치 및 

높이조정
선도관 추진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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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신기술(기계식)
기존기술

개량정도압입공법
(인력식)

세미실드공법
(기계식)

가 시 설
조립식 강재 패널 
가시설 공법

H-Pile 토류판벽 
또는 지하 연속벽 
공법

H-Pile 토류판벽 
또는 지하 연속벽 
공법

· 소구경 관로부설의 적용성 증대
· 조립식에 의한 추진구 및 도달구의 소요용지 

면적 축소

⇒ ⇒ ⇒

케이싱 추진 케이싱 추진 완료 선도관 회수 케이싱 회수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 금액)
비고

1
원주시 태장동

하수관거정비공사
원주시 한솔(주)

15.10.06 ∼
15.10.09

28m 36,646,400 

2
대소원면 대소리
하수관로정비사업

충주시 한솔(주)
15.10.20 ~
15.10.21

27m 31,351,509

3
원주시 봉산동

하수관거정비공사
원주시 한솔(주)

15.10.28 ~
15.10.31

22m 32,539,958

4
원주시 봉산동

하수관거정비공사
원주시 한솔(주)

15.11.01 ~
15.11.03

16m 29,178,000

5
원주시 봉산동

하수관거정비공사
원주시 한솔(주)

15.11.09 ~
15.11.12

24m 35,498,136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와 선진 외국에서는 도시의 발달로 상수도나 하수도의 대구경 관로 설치공사가 대부분 완료

됨에 따라 도심지와 기존 시설물을 관통하여 설치해야하는 소구경 관로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구경 관로부설 전용 공법이 없어 기존의 세미쉴드형 중대구경 관로 공법이 적용

되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신기술은 소구경 전용 추진공법

으로 국내 표준화된 관 규격을 사용하고 추진외관이 필요 없는 1공적식 추진공법이다. 따라서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국내외에서의 활용전망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 24 -

굴진장비
압입식 올케이싱 관로 
동시 부설 장비

인    력 대형 실드 추진 장비
· 소형 장비에 의한 적용성, 경제성 향상
· 올케이싱에 의한 지반 안정성 향상

굴    진 
보조공법

에어젯 공법 -
워터젯 또는 이수 
가압

· 소구경 관로 적합 공법 개발
· 에어젯에 의한 친환경성 향상

관로부설
공    법

 기계 굴진 + 
 관로 동시 부설 공법

 인력굴착 + 
 관로 부설공법

 기계굴진 + 
 단계별 부설공법

· 소구경 관로 적합공법 개발
· 지반 안정성 및 시공성 향상

적 용 성

∅300mm 이하 ∅800mm 이상 ∅300mm 이상  소구경 관로에의 적합성 향상

지하수위
상부적용

지하수위
상부적용

지하수위
하부적용

 지하수위 상부적용 기술 개발

풍화암 이하 일반토사 일반토사 및 연약 지반  풍화암 이하 지반에의 적용 기술 개발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신기술은 기존기술과 다르게 

장비의 소형화, 즉 소구경 관로 부설용 전용장비와 시공법의 개발에 의해 에너지 소비량을 약 

40.2% 절감하여 공익성을 향상시켰다.

     

항목 신기술 기존기술

에너지 소비량 (원) 820,164 1,150,109

대비 (%) 100 140.2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현재 국내외 소구경 관로부설 전용 공법이 없어 기존의 세미쉴드형 중대구경 관로 공법이 적용

되고 있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구경 전용 추진공법이 개발

되면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국내 및 해외사업에 대해 경쟁력이 강화되어 향후 활용

전망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별도의 추진 외관이 필요없이 내충격식 PVC관을 본관으로 사용하고 소구경 전용 장비를 개

발하여 일진량을 향상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설계원가를 절감하였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총원가

8,429,730 21,465,535 26,110,569 67,006,652  

    

   (2) 공사비 절감효과

      부득이 기존의 세미쉴드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개발된 신기술공법 즉 소구경 전용 추진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 공사비를 비교하면 약 21%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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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

항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총원가

신 기 술 8,429,730 21,465,535 26,110,569 67,006,652

기존기술 9,020,100 31,119,158 30,698,172 84,997,812

대 비(%) 93 69 85 79

      

   (3) 공사기간

      장비의 소형화로 설치가 간편하며 소규모 추진 및 도달기지 가시설은 조립식 강재판넬을 사용

하고 콘크리트 양생공정이 생략되어 기존기술 대비 약 30%의 공기단축효과가 있다.

기술명 공  정
일정(일)

1 2 3 4 5 6 7

신기술

토질조사, 터파기, 가시설설치 및 초기측정

굴진기설치,선도관추진

케이싱추진시공 중 계측

추진,시공완료 후 계측, 선도관 및 케이싱 회수

굴진기인양,가시설해체 및 되메우기

기존기술

(세미실드)

토질조사, 터파기, 가시설설치 및 초기측정

기초,반력벽Con`c 타설 및 양생

추진갱구부공사, 원압추진JACK설치공사,
굴진기 갱내 거치공사

굴진공사, 충진재 및 활재주입

도달갱구 공사 및 갱내 받침대 공사

굴진기 인양,반출

Grouting 공사

폐기물처리 및 주입장비철거공사

가시설 해체 및 되메우기

        

    (4) 유지관리비

항목 신기술 기존기술

기술명
비굴착 소구경 관로 동시 부설 공법 

(기계식)
비굴착 세미실드 공법(기계식)

지반 침하 보수비 10m × 0.4m × 70 ÷ 5년 = 56 10m × 0.4m × 70 ÷ 3년 = 93

관로 보수비 10 20

계(대비:%) 66  (100%) 113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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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의 소형화로 중장비 사용이 줄고 에어젯과 스크류에 의해 배토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가 

없어 환경부하 저감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도심지 공사에 대한 민원이 줄고 공사비가 절감되어 

터파기 심도가 다소 큰 지역에도 적용 가능하여 고용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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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Plate� Type)의�전극을�사용한

복극방식의�해수전해설비�기술(제797호)

(보호기간 :  2016. 10. 12. ～ 2021. 10. 1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기술은 판형(Plate Type)의 전극을 사용한 복극(Bi-Polar)방식의 전해 반응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생성하고, 염소저장탱크에 잔류 수소가스 처리를 위한 브로워

장치를 적용한 해수 인테크 설비, 아웃테이크설비, 안전설비 등을 포함한 해수전해설비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판형(Plate Type)의 전극을 사용한 복극방식의 해수전해설비 기술

   (2) 시공 절차

[ 현장 시공 : 판형 전극을 사용한 복극방식의 해수전해설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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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번호 사업명(공사명) 공사규모 공급범위 위 치 비 고

1

GS Donghae Electric Power

(Bukpyeong thermal Power plant

: 595MW x 2) 

310 KgCl/hr E.P.C Korea 2013. 09

2
Cochrane Thermoelectric Power 

Plant

(POSCO E&C : 266MW x 2) 

24 KgCl/hr E.P Chile 2013. 10

3
Water & Environment

Service Co., Ltd.
15 KgCl/hr E.P

Yanbu/

Saudi

(Refinery)

2009. 12

4 Perenco Cameroon 8 KgCl/hr E.P Cameroon 2010. 02

5 Worldtech Co., Ltd. 4.5 KgCl/hr E.P.C Korea 2012. 07

6 Worldtech Co., Ltd. 2.0 KgCl/hr E.P.C Korea 2012. 05

7
Kor. Gov. Project

(Seawater desalination Plant)
1.0 KgCl/hr E.P.C Korea 2010. 03

8
Kor. Gov. Project

(Seawater desalination Plant)
0.5 KgCl/hr E.P.C Korea 2011. 06

9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Seawater desalination Plant)

1.0 KgCl/hr E.P.C Korea 2013. 04

10
HS Metal Co., Ltd.

(LG Group) 
0.1 KgCl/hr E.P.C Korea 2010. 08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우리나라의 플랜트산업 및 해양, 선박 등의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플랜트산업 및 선박, 해양플랜트분야 등에서의 핵심 주요 설비 및 부품의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어 왔다. 특히, 주요 설비로서 관련 플랜트 및 관련산업에서의 Business 

Open Key로서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어 해외 플랜트 수주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하여 나아갈 

것이다. 

     해수전해설비는 단일 품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해수담수화플랜트, 발전 및 원자력발전 플랜트, LNG Terminal 플랜트, Off-Shore Plant, Oil&Gas 

Plant, Power Plant 및 선박의 밸러스트 수처리 분야를 비롯하여 향후에는 냉각수처리, 하·폐수 

및 정수처리 등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및 경쟁력 확보의 주요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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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발전플랜트 및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의 관련 해외 플랜트 수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관련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수입 대체효과를 극대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술개발로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현재,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이태리, 영국, 미국 등에 이어 일본의 주요 업체들이 

세계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해수 전해시스템을 

해외기술에 의지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이 주로 의존하여 오고 있던 해외기술은 과거 기술인 

Mono-Polar 반응 Cell 시스템 기술로써, 신기술인 Bi-Polar 반응 시스템기술에 대한 해외기술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이 의존하여 왔던 해외 기술인 Mono-Polar System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단점인 경제성 및 효율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Bi-Polar 전극을 이용한 

System이 개발되어 사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해외 선진사를 중심으로 상용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유출을 매우 경계하고 있는 최신 기술이다. 본 해수전해장치는 단극식

(Mono- Polar)과는 차별화된 복극식(Bi-Polar) 기술로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하여 

전량 해외기술에 의존하여 오던 분야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본 신기술인 해수전해장치 기술개발로 해수담수화, 발전플랜트, LNG 및 수처리 플랜트 등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수명에 따른 교체 등의 수요에 본 신기술이 적용됨으로서 해외 기술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경제적 효과 등이 제고 될 것이다. 또한 국산기술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해외 플랜트수주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해수전해 시스템은 단일기술이 아니라 공정기술과 기계, 전기, 배관, 계장, 토목/건설, 환경, 

화학공학, 소재 등의 다양한 분야의 요소기술, 즉 부품/소재 기술부터 시스템설계, 시공, 운전 

및 운영기술 등이 모두 결합된 종합기술로서 기술개발에 따른 연관된 타 분야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장치산업의 특성이 있어 건설시장 및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판형(Plate Type)의 전극을 사용한 복극방식의 해수전해설비 기술은 단극식(Mono-Polar) 기술에 

비하여 최적화된 부지 면적, 시공 효율 극대화, 성능의 최적화, 엔지니어링 및 제조기술의 품질 

향상 등을 통하여 공기 단축 및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시스템 표준화 및 모듈화를 

통하여 시구조적 현장 적용성 제고, 시공성 등을 만족하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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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 단위 : 원 )

순번 구 분 단 위 제조부문 설치부문 합 계 비 고

1 해수전해장치 제작, 설치 식 252,909,000 20,826,000 273,735,000

             

   (2) 공사비

       판형(Plate Type)의 전극을 사용한 복극방식의 해수전해설비 기술은 소요면적이 작고, 효율

성이 높으며, 반응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함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

였다. 이 기술은 기존의 Mono-Polar 기술에 비하여 훨씬 적은 소요 면적, 설비의 단순화, 

설치의 간단화 등을 이루어 냄으로서, 현재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성을 탈피하는 효

과와 더불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이다.  

   (3) 공사기간 

       소요면적이 작으며, 설비가 간단하고 최적화 되어 있어, 장비의 이동과 설치에 따른 전기 케

이블 및 배관 작업, 관련 기기들의 설치방법 및 배관과 볼트, 몰탈작업 등을 최소화하여 공사

기간을 최적으로 단축시킨 기술이다.

   (4) 유지관리비

       단극식(Mono-Polar) 기술에 비해 연간유지관리비가 30% 이상, 경쟁국 복극방식 구조에 비해 

7%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복극식(Bi-Polar) 기술은 단극식(Mono- Polar) 기술에 비해, 소요 전력이 절감되며 전기분해 

시에 부산물로서 발생되는 수소가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자동운전이 가능한 환경 

친화형 시스템이다. 

       해외기술을 본 국산기술로 대체함으로서, 각종 해양플랜트, 발전 및 원자력플랜트, 해수담수화 

플랜트, LNG기지플랜트 및 냉각수처리 분야 등을 비롯한 정수 및 하수처리분야와 철강플랜트, 

화학플랜트, 에너지플랜트 등에 적용하여 나아감으로써 시장을 확대하여 나아갈 것이며, 이에 

따른 고용효과를 극대화 하여 나아갈 것이다. 

       또한, 공정기술과 기계, 전기, 배관, 계장, 토목/건설, 환경, 화학공학, 소재 등의 다양한 분

야의 요소기술, 즉 부품/소재 기술부터 시스템설계, 시공, 운전 및 운영기술 등이 모두 결합된 

종합기술로서 기술개발에 따른 연관된 타 분야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 30 -

도로시설�성능평가�해외사례

성능평가의 필요성

 도로시설에 대한 투자정책이 건설을 중심으로 

한 양적 확충보다 국민을 위한 생활불편 해소 

및 질적 개선을 보다 강조함에 따라, 도로 스톡

지표만으로는 그간의 투자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보다 앞서 도

로망의 구축 단계를 거쳤고, 이미 관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 온 선진국들은 성능(performance)을 

중심으로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성능에 

기반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로시설의 성과지표로 주로 활용되던 도로연장 

등 스톡지표는 국가가 투자정책에 의하여 도로

인프라의 물리적 성과를 얼마나 구축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이 수요자인 국민의 니

즈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도로의 스톡변화는 일종의 중간산출물에 

불과하며, 국민에게 인지되는 교통서비스의 품질은 

중간산출물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은 도로, 철도 같은 시설

이지만 실제로 소비되는 것은 그런 시설로부터 

생산되는 서비스이며, 교통인프라는 서비스를 생산

하는 기능을 하는 것에 그친다. 교통인프라에서 

생산된 서비스(예 : 교통량 처리 용량)는 소비되지 

않으면 사라지며, 수요자에 의해 소비되어야 다른 

수요자와의 상관관계에 의해 서비스 품질(예 : 

교통량에 따라 결정되는 통행속도나 통행시간)이 

결정된다.

 따라서, 성능은 정책추진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효율적인 정책추진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체계적인 

모니터링 절차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의 인프라 성능평가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

점을 도출한다.

미국 사례

 1980년대 당시 코네티컷 그리니치시의 미아누스 

리버교 붕괴, 뉴욕시 급수관 파손, 지하철 붕괴 

등 인프라 유지관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

었다. 1987년 연방정부에 의해 합리적·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한 국가공공사업 개선위원회

(NCPWI, National Council on Public Works 

Improvement)가 신설되고, 의회의 요청에 의해 

최초의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1998년부터 미국토목공학회가 4년마다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미국의 성능평가 항목은 인프라의 용량, 상태, 

재정, 장래비용, 운영·유지관리, 공공안전, 회복력, 

혁신의 7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평가대상은 

수자원 및 환경부문, 교통부문, 공공시설부문, 

에너지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중 교통부문은 

공항, 교량, 수로, 철도, 도로, 물류로 세분된다.

 7개 평가요소는 별도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비율로 반영한다. 실제 평가는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각 항목에 관한 

보고서 및 자료분석에 근간하여 다섯 등급(A~F)

으로 평가하여 제시한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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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례

 2005년 호주엔지니어협회의 주도로 호주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행하여 국가 차원의 독립된 인

프라 정책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후 

2008년 「호주 인프라법」(Infrastructure Australia 

Act 2008)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기관인 인프라국

(Infrastructure Australia)을 설립하였다.

 호주의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시설의 물리적 사태, 

가용성(availability), 신뢰성(reliability), 경제적·

환경적·사회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 효과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총 11개 시설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수시설, 하수시설, 

우수시설, 관개시설, 전기, 가스,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인프라 성능평가를 위해 호주엔지니어협회가 

주도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5개의 평가 

등급을 부여하며, 지역사회의 수요, 경제·환경적 

변수, 유효성, 효율성, 자산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

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인프라의 개발과 유지

관리 업무의 정책 방향도 제시한다.

일본 사례

 일본은 고도경제성장 종식에 즈음하여 공공투

자가 감소되었는데, 일본토목학회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오해(인프라가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렀

다는 국민들의 인식)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한 

전문가들의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인프라의 체력

측정과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7년에 

도로를 중심으로 인프라에 대한 평가를 시범 실시

하였다.

 인프라의 체력측정은 가급적 모든 인프라 분야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 정비의 

보편적 목적으로 ‘활력’, ‘안전’, ‘생활환경’을 선정

하여 인프라 평가의 대항목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평가지표는 성과

(outcome)지표로 설정하되 인프라 정비량과 같은 

측정가능한 양적 지표가 바람직하지만, 여건상 

어려울 경우 산출(output)지표도 설정 가능하다1).

 평가는 지역별로 측정된 각 평가지표에 대하여 

가급적 최소 0, 최대 100으로 정규화하고, 각 

요소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인프라 체력측정 

등급은 ‘기대수준’을 만족하는가, ‘최소필요수준’을 

만족하는가를 기준으로 구분되도록 설정하고 이와 

같이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가 되는 체계를 

구축한 점은 명확한 평가의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미국, 호주와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1) ‘통학로 보도 설치율’과 ‘야간소음 요청한도 달성률’은 

자료구득이 불가하여 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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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인프라 관리 단계로의 정책전환을 일찍이 경험한 

해외 선진국들은 관리 중심의 정책집행의 성과 

및 지속투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전문적

이고 객관적인 인프라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

으며, 이는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의 

논거로 활용된다. 국내 도로관련 통계는 연장, 

수송실적, 교통사고 등에 한정되어 있고 별도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나, 미국·호주·일본의 

사례에서는 보다 다양한 요소들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로시설의 성능에 관해서는 정책기관, 도로관리

기관, 도로이용자, 도로이용자 외 일반국민이 모두 

이해관계자이며, 각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기대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성능의 체계를 정립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성능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도로시설 관련 자료수집 여건 

검토, 보다 심도 깊은 국외 실증사례 및 연구사례 

검토와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 

발굴된 각 현장의 모범사례를 모아 「건설안전 모범 사례집」

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례집은 추락, 낙하, 비래, 붕괴, 감전, 협착, 충돌, 전도, 

화재/폭발/질식 등 재해 주제별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공사

안전지침), 모범사례, 사고사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에서 

지켜야할 주요사항과 전국 재해사례를 주제별로 수록하였으

니 공사현장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건설 홈페이지(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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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결과� (’17년� 2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공사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  고

용역

발주

심의

4
한남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한남대교 교각 상태조사 및 

실시설계
(373)

조건부
채택

토목

5
구의1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용역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 2,600㎡
․ 용  도 : 공공업무시설(주민센터, 

자치회관, 도서관)

6,433
(275)

조건부
채택

건축

6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 치유의 숲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4,400
(337)

조건부
채택

조경

8
2017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사업 용역

․ 사업내용 : 압축기, 파봉기, 

비중선별기 등 노후시설 개선
3,983
(225)

조건부
채택

기계

9

도로하부용 골재(투수성 
포장을 중심으로) 품질향상 
방안 개발 및 적용성 검토 

기술용역

․ 도로하부용 골재의 품질향상 방안 
개발과 적용성 검토하여 

도로포장의 성능 향상
(400)

조건부
채택

토목

11
한남2고가 및 구로고가차도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 한남2고가차도 : 폭15m, 연장341m
․ 구로고가차도 : 폭18.5m, 연장531m

13,656
(148)

조건부
채택

토목

12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 배출수지 증설 : 

6.0m×31.4m×3.0m×1지(V=565㎡)
9,510
(510)

조건부
채택

토목

14

2017년 자전거 이용도로 
기능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자전거도로 확충과 기존 도로시설 
재정비, 개선을 우ㅟ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4,923
(246)

조건부
채택

토목

20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4,350㎡

11,896
(648)

조건부
채택

조경

21
창동·상계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 설계용역

․ 지하1층/지상8층
․ 연면적 16,300㎡
․ 용도 : 창업센터, NPO지원센터, 

50+캠퍼스, 청년창업가 

주거지원시설

39,556
(1,878)

조건부
채택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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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  고

설계
심의

7
동화동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립(재심의)

․ 지하5층/지상1층
․ 연면적 : 11,727.77㎡
․ 주차대수 : 250대

(891)
조건부
채택

토목

15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1단계-중첩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 지하차도 신설 : U-Type 260m
                Box-Type 295m

26,700
(683)

조건부
채택

토목

16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L=1.12km, 2~4차로
․ 지하차도 1개소 : L=920m, 2차로

105,200
(2,334)

조건부
채택

토목

17

별내선(8호선 연장) 
시스템분야 건설공사 
(송변전/전차선, 통신/AFC, 

신호)

․ 총연장 12.902km, 정거장 6개소 
등 시스템분야(송변전/전차선, 

통신/AFC, 신호) 공사

131,198
(877)

조건부
채택

전기

19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지상3층, 주차 99대
․ 연면적 9,548.80㎡
․ 기반시설 33,300㎡

43,600
(192)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
안전
진단
심의

3 잠실철교 정밀안전진단

․ 철도교 본선 L=1,400m, B=9.2m,
․ 도로교 본교 : L=1,235m, B=4.4m
․ 램프A : L=69.2m, 램프B : L=50.4m, 

램프C : L=15.0m

(579)
조건부
채택

토목

10

서울메트로 1호선 동묘앞역~
신설동역 등 4개구간 지하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 U-Type L=3,022m (343)

조건부
채택

토목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
심의

13

도시철도 정거장(건축)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도시철도 정거장(건축)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55)

조건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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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7. 2.

건     축 
서울시립대학교 본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등 37건

2,392 2,134

교 통
송파대로 및 주변도로 소통 개선사업 용역 
등 20건

1,436 1,378

기 계 설 비
임대아파트 급수방식 개선공사 설계용역 
등 4건

176 143

도 로
한남2고가 및 구로고가차로 철거공사 
실시설계 등 20건

4,375 4,292

도 시 계 획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3건

1,060 1,052

상 하 수 도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건설관리용역 등 21건

29,862 28,853

소 방 봉제박물관 건립공사 소방감리용역 등 2건 51 30

전 기 통 신
잠수교 남단 지하보차도 조명개선 
실시설계용역 등 12건

2,962 1,025

정 밀 진 단 잠원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22건 2,267 2,147

조 경
서울대공원 동물사 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72건

1,222 1,215

지 하 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사전 타당성조사 등 3건

14,567 14,561

하 천
정릉천 복원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등 
14건

2,539 2,447

기 타 위례3공구 토양정밀조사용역 등 34건 1,971 1,825

 계 264건 64,880 61,102

�기술용역�타당성�심사현황� (’17년� 2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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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보

< 2017년 제111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1.4~1.10 1.22 3.02 3.06～3.09 4.08~4.15 4.28

< 2017년 제61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2.03~2.09 3.05 3.16 3.20~3.23
4.15
~4.28

5.12
5.26

< 2017년 제2회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3.31~4.06 5.07 5.18 5.29~6.01 6.24~7.07
7.14
8.04

< 2017년 제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3.08~3.14 3.25~4.02
시행
당일

4.17~4.20
5.20
~6.02

6.09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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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스포켓(six pocket)

 6개의 주머니라는 뜻의 식스포켓(six pocket)이란 말은 

한 자녀를 위한 돈이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6명의 

주머니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한 가구의 자녀가 1명 

또는 2명으로 줄어들고, 자금력 있는 조부모들이 생존해 

있게 되자 부모가 자녀에게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며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것은 물론 조부모들 또한 집

안의 귀한 손주를 챙기기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현

상이 생겨났는데, 식스포켓은 이를 빗대어 표현하는 말

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식스포켓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부모 

세대가 여전히 건강한 데다 재산과 연금 등으로 인해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식스포켓 현상으로 인해 아이를 위한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 시장과 교육 관련 시장이 커지고, 경기가 나빠

져도 아이를 위한 소비는 줄어들지 않는 일들이 생겨

났다.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