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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을 이용한
시설물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방안


김 현 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1.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사회 인프라에 대한 재난상황 감시는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 이전과 진행과정, 그리고
재해 발생 이후에 인력위주의 점검을 통하여 진행된다. 하지만, 철도·도로와 같은 선형적인 사회 인
프라의 인력점검은 순회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며, 접근이 어려운 개소에 대한 점검이 곤란하고,
점검인력의 진단 전문지식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사회 인프라의
경우에는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개량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 애로,
현장기술 계승 난이 및 심각한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효율적인 유지보수계획의 수립과 실행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림 1> ○○천교 손상(2015) : 접근 난이, 인력점검 애로, 민원 발생

특히, 최근 대규모화하는 자연재해와 잦아지는 지진에 대한 재난관리가 요구1)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나, 재난(혹은 우려)정보가 인력기반으로 확인·보고되어 실시간 확인·공유가 어렵고, 재난조기 대응
체계가 미비하여 사회 인프라에 대한 방호대책과 시민의 안전확보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도입하여 재난 대형화와 시설물
경년변화에 대응하면서 인력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기술로 구축 가능한 사회 인프라
재난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2. 국내외 센서 및 모니터링 기술 기반 재난 및 유지관리기술 동향
국내외에서 사회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재난대응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원격 점검 기술의
현장적용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며, 자국의 산업발전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1)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명피해 22명, 재산피해 5,477억원(국민안전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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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I-35W 교량 붕괴사고(사망 9명, 부상·실종 104명, 2007) 이후, 정기 육안 검사에 의한
기본 열화예측(PONTIS(1990) : 인력기반 교량 점검·검사결과 DB화 및 건전도 평가, 열화 예측용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의 정확도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여 Long Term Bridge Performance Program
(LTBPP)을 새롭게 수립하여 총 7개 노후 교량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계측에 의한 고밀도(연속)
장기 데이터 수집하여 장기 데이터 기반 교량 자산관리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일반국도 특수교 통합
유지관리시스템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재해나 극단적인 상황 발생한 직후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재해 사전예방과 구조물 공용중 이상하중, 이상응답, 결함에 대한 초기 감지를 도모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변형, 거동 등의 측정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는 있으나, 손상
및 결함 평가를 위한 데이터 분석(정보로의 전환)은 초보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장기간 교량 거동 평가 프로그램(LTBPP)

<그림 3>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3.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
사물인터넷이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그 정보를 활용하여 사물 본연의 기능을 더 충실히 행하
도록 하는 기술이며, 다양한 물리적(Physical) 사물들과 가상(Virtual) 사물들을 연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 기술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IoT 센서, IoT 디바이스, IoT 네트워크,
IoT 디바이스 플랫폼, IoT 서비스 플랫폼로 구성되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디바이스간 데이터 공유 및 제어, 플랫폼간 데이터 공유가 자유롭고 비교적 저예산으로 설치와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기관, 기업 중심의 다양한 IoT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경쟁 또한 치열하다. 특히 SKT, KT,
LGT 등에서는 표준을 지원하는 디바이스를 여러 종류 출시하고 있다. IoT 표준 중에서 oneM2M은
지원하는 IoT 디바이스 종류가 다양하고 표준화 진행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고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므로, IoT 도입을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함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격점검을 위한 센서 모니터링의 장점은 동시 및 원격측정, 매립형의 경우 심도 및 깊이별
측정, 손상 발생 조기검지, 갑작스런 자연재해(지진, 집중호우) 상황확인 등에 대한 자동화된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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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 IoT 기술을 도입할 경우 낮은 초기 구축비용, 센서간 통신 기능,
표준 통신 기술 등의 적용으로 기존 센싱기술의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안기술과 내구성 및 센서 정확도의 향상이 필요로 할 것이다.

<표 1> 재난 및 시설관리 점검분야에서 IoT 기술 도입에 따른 업무절차 변경사항(철도 예)
항목

AS IS

TO BE

재난
관리

○ 인력에 의한 현장점검 및 보고 : 2인1조 경계(제1종
경계 이상시)
○ 관리자, 운영자, 관제 등으로 정보전달시간이 많이 소요

○ 원격 점검 및 자동보고(대체)
○ 관리자, 운영자, 관제 등으로 (실시간)정보 전달 가능
: 시간단축
○ 취약개소 집중점검 등 업무 집중화

시설
관리

○ 연속적인 실시간 점검

○ 정기적인 인력점검

○ 각종 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다음 점검까지의 상태변화 파악 불가

○ 노화(열화진전) 및 손상 평가

4. IoT를 이용한 사회 인프라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방안
인력 중심으로 운용되는 업무분야에 IoT 기반의 실시간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재해대응, 유지
관리, 기상감시 등 업무의 운용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은 재난 및 시설관리 점검
분야에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점검체계의 도입 전․후에 업무프로세스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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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해관련 업무분석 및 IoT 적용 대상항목 결정
사회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재해업무는 일상/정기점검과 재해(혹은 우려)시 점검으로 나누어지며
대부분 육안, 측정장비(인력운용)를 이용하여 상황보고/전파/관제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물인
터넷을 활용할 경우에는 각종 IoT기반 센서를 통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재난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관리기준 초과시 상황전파모듈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조기경보 대상항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난․재해 관련 규정, 시특법, 기관에서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는 유지보수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철도분야에 이 절차를 적용한 결과 재난분야, 구조물
상태모니터링 분야, 신호․통신분야, 전차선․전력분야에 대하여 IoT 적용대상 항목을 추출할 수 있었다.

<표 2> 재난조기경보시스템에서 IoT 적용 대상항목 결정(철도시설물 예)

(a) 재난분야

(b) 구조물 분야

(c) 신호․통신분야

(d) 전차선․전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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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해분야에 적용 가능한 IoT 센서 개발
재난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IoT 센서 개발도 여러 연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서는 교량 홍수위, 산사태 및 사면붕괴, 토석류, 강우검지, 지반내 함수비 변화, 경사변화, 가속도 등을
측정함과 동시에 레일온도, 선로 침수 검지 등이 가능한 철도에 특화된 항목의 측정도 가능한 다목적
일체형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 센서는 기존 센서에 비해 단가가 저렴하고 국내 기상 및 기후조건과
함께 철도여건을 반영하여 현장 적용성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시제품이 출시된 상태이며 테스트베드 실증
단계에 있다.
<표 3> IoT 기반 센서 개발 현황(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5~)

(a) 일체형 다목적센서
(가속도, 회전각, 경사, 함수비)

(c) 침수 감지 온도센서
(Bar Trigger식)

(b) 레일 온도센서
(비접촉식)

(d) 통신노드
(측정, 무선)

다. 재난조기경보시스템의 현장시스템 구축 방안
<그림 4>는 재난검지용 다목적 일체형 센서를 적용한 경우, IoT의 현장 시스템의 구성 및 구축 방안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각 측정 노드간 서브 중계 및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이다.

(b)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

(a) 현장 시스템 구성

<그림 4> IoT 기반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구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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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oT 시스템의 정보 흐름도

<그림 6> IoT 기반 시설물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개념도
(철도 예)

<그림 5>는 철도 IoT의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 것으로 특징은 이력관리, 검측정보, 장비정보, 시설
정보, 공간정보, 계측정보, 분석 및 경보, 관리기준 정보 등이 DB화되어 관제시스템, 열차, 기관사,
현장작업자까지 안전 및 재난 감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IoT 기반의 전체 시스템의 개념도를 <그림
6>에 보였다.

라. 데이터 분석에 의한 재해규모 평가
현장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량화할 수 있는 분석
기법(Insight)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산사태 및 사면붕괴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분석
기법(알고리즘)의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비탈면 재해는 동시 다발성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제한된 장비, 인력 및 예산으로 효과적인 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붕괴 규모의 추정을 통한 우선순위 평가가 필요하다. 붕괴규모 판정은 활동면 추정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시추공에 설치된 센서 정보 또는 3차원 측량 정보 등을 이용하여 진행된다.
이 방법들은 작업인력의 안전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비탈면에 설치된 자이로센서(경사계)를 이용하여 센서가 설치된 지표면의
위치와 경사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활동면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
리즘을 통하여 지표면 경사정보를 이용한 붕괴활동면 추정이 가능하며, 붕괴 규모 추정까지 이어져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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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탈면 붕괴 규모 평가 프로그램

(a) 붕괴 예측 알고리즘

<그림 7> 데이터 분석(붕괴예측 알고리즘)

5. 맺으며
국내 사회기반 인프라의 노후도는 심각하여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보수․개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력중심의 현장점검은 기술계승 애로, 노동력 부족, 점검 난이도 등의 이유로 매우 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첨단기술의 도입에 의해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유지보수체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물인터넷를 이용한 시설물 재난
조기경보체계 구축방안을 살펴보았다. 재난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에 의해 인력운용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해대응업무, 시설물 상태관리 업무 등의 효율성 향상되고 시설물 원격감시 대상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철도분야의 예를 들어 IoT 기술을 접목한
재난대응 다목적 센서 개발과 이를 이용한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측정된
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과 관리를 위한 붕괴규모 예측 알고리즘 개발 현황도 파악하였다.
IoT, 빅데이터, 드론,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의 키워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사회 인프라의 점검, 진단, 재난예방 등의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첨단이라는
단어에 겁먹거나 지나치게 기대하기보다,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더욱 고민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민수, “개방형 IoT 플랫폼 기술 동향”, KEIT PD Issue Report, 2012.11
2. 건설교통부 연구보고서, “보급형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터널의 지중변위 및 내공변위 자동측정 시스템 개발”, 2004.
3. 고정길, 홍상기, 이병복, 김내수, “스마트 디바이스와 사물인터넷 (IoT) 융합 기술 동향”, ETRI Journal, 2013.
4. 국가 GIS 기본 계획, 국토교통부, 2010.
5. 김광백(2008) 콘크리트 표면 균열의 영상처리기법, 한국해양정보통식학회, pp. 1575~1581.
6. 김상암 외 (2015), 실시간 철도안전 통합 감시제어시스템 개발, 연차보고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7. 김현기 외 (2016), 사물인터넷기반 지능형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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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정보
세운상가 일대 44만㎡ ‘제조업+신기술’

또, 올해 세운상가군 일대에 세 차례에 걸쳐
거점공간 조성을 마치고 세운 ~ 청계 · 대림상가

4차산업혁명 거점으로 탈바꿈

(’17.8.), 삼풍~진양상가(’19.12) 보행교까지 완공
1,60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세운상가군 일대
총 44만㎡가 기존 산업과 새로운 기술의 융합,

되면 청계천에서 종묘~남산까지 이어지는 남북
보행축이 완성된다.

분야를 넘어선 협업을 통해 제조업 기반 4차산업
<세운상가군 올해 3단계(3월~8월) 걸쳐 ‘4차산업

혁명을 이끌 전략적 거점으로 거듭난다.

혁명 플랫폼’ 거점공간 오픈>

이를 선도할 거점공간이 올해 3단계에 걸쳐 차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①단계(3월) : 전략기관

례로 문을 연다. 3월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교육, 제작활동을 지원하는 4대 전략기관 입주
공간, 5월에는 스타트업을 위한 창작·개발공간,
8월엔 시민문화시설과 공중보행교가 각각 조성을

입주공간(기반·지원) ②2단계(5월) : 청년 스타트업·
메이커 입주공간(창작·개발) ③3단계(9월) : 시민
문화공간(보행·문화)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청년 스타트업과 메이커의 창업 기반과

완료한다.
높이 갈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체됐던 ‘세운
4구역’ 등을 포함해 세운상가군 양 옆으로 위치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171개 구역은 점진적 개
발을 추진한다. 특히 ‘세운4구역’엔 대형광장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유치한 4대 전략기관
(▴서울시립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
씨즈 ▴팹랩서울)의 입주공간 2개소가 3월 2일(목)
오픈하였다.

중심으로 호텔, 사무실,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이

장기간 비어있던 아세아상가 3층(약630㎡)에는

연면적 28만㎡ 규모로, 종묘 등 주변과 어울리는

청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간이, 세운상가의

경관을 유지한 가운데 들어선다.

축척된 시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지하 보일

이를 통해 세운상가 일대가 창의제조산업을 중심

러실(약165㎡)에는 제작·창작 활동을 이뤄지는
제작소가 조성된다. 기술·창업을 교육하는 서울

으로 제작·생산과 판매, 주거와 상업, 문화가 연결
된 하나의 ‘메이커시티(Maker City)로 진화할

시립대 시티캠퍼스는 두 곳에 모두 강의실을 운영
하고, 기술·제조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을 전방위

계획이다.

지원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오픈한다.
둘째, 5월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보행데크
(세운~대림상가 구간) 옆 난간 쪽에 ‘세운 메이
커스 큐브’라는 이름의 29개 창업공간이 조성된다.
여기에는 드론개발실, 스마트의료기개발실 등이
만들어져 실제 스타트업이 입주해 창작,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 8월에는 이런 공간을 외부와 연결하는
문화시설이 조성을 완료한다. 남산과 종묘가 한눈에
<세운보행교 조감도>

들어오는 세운상가 옥상에는 전망대가 있는 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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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고(세운옥상), 청계천 복원 당시 철거됐던

추진한

공중보행교(세운~청계상가)가 부활한다.(세운보행교)

(’16.11.4.~’17.1.24.) 최종 당선작인 ‘서울세운그라

옛 초록띠공원은 광장으로 변신하며, 지하에는

운즈(Seoul Sewoon Grounds)’(KCAP, 네덜란드)

공사 중 발견된 조선시대 중부관아터와 유적을

를 발표했다.

현지보존방식으로 전시하는 한양도성 내 최초
전시관이 조성된다.

「세운4구역

국제지명현상설계공모」

시는 연내 각종 심의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21년
착공, ’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운4구역’ 사업 정상화…’21년 착공, ’23년 준공 목표>

〔역사도심재생과 (02)2133-8500〕

단위별 사업을 추진하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171개 구역은 세운상가군에서 시작한 창의제조산업

노을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활성화와 연계해 산업과 주거, 문화가 복합된 ‘메
’15년 10월 착공한 월드컵공원 내 노을연료전지

이커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이 가운데 특히, 세운상가와 종로4가네거리 및

발전소가 ’17년 3월 17일(금) 준공되었다.

청계4가네거리를 4개 축으로 하는 ‘세운4구역’
32,223.7㎡은 오는 2023년 역사적 자산과 도심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중앙에 대형광장을 중심으로 호텔, 사무실, 오피
스텔 등 상업시설이 연면적 28만㎡ 규모로 들어
선다. 특히, 세운4구역 내 보존 가치가 있는 역사
건물 8채와 옛 골목길 등 도시조직 일부를 보존
해 장소의 역사성과 세계유산인 종묘와 어울리는
노을 연료전지 발전소의 발전용량은 2만kW급

경관을 유지한 가운데 개발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며, 여기서 4만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와 9천 가구에 공급 가능한 난방열을 생산한다.
연료전지 발전은 서울시가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물재생센터, 상수도 정수장, 자원회수시설, 지하철
등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은 ’14년 준공된
고덕연료전지에 이은 2번째 대형 연료전지 발전
설비다.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화력발전에 비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양이 미미해 도심에 최적화된

<세운4구역 조감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월 2일(목) ‘세운4구역’의

발전설비이다.

사업정상화를 선언하고, 기본설계안 마련을 위해
- 10 -

대형연료전지 발전설비는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대량보급체계가 갖춰지면 국제경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이 지향

쟁력이 높아져 향후 외국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하는 4대 원칙은 ‘편리’, ‘안전’, ‘쾌적’, ‘선택가능’

있는 분산형 전원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이다. 시는 이 원칙 아래 도시환경의 가장 기본이

것으로 예상된다.

되는 3개 부문(▴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

서울시는 낮은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
시가 보유한 도시기반시설내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29개 세부항목에 대해 실제 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민자유치를 통해 2020년까지 연료전지발전설비를
30만kW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을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219억 원 중
114억 원을 시민이 투자가능한 펀드로 판매하여,
발매 1시간 30분만에 완판되기도 하였다.
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돗물 정수센터, 하수
처리장, 철도차량기지 등에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전력위기 시 도시기반시설에 비상 전력공급원
기능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녹색에너지과 (02)2133-3957〕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
서울시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걷는 보행로부터
자주 찾는 공원·광장과 보건소, 복지시설 같은
공공건물까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Unicersal

Design)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 완료했다.

아울러 시는 설계자, 디자이너, 관계 공무원 등
실무자가 가이드라인 내용이 실제로 잘 적용됐
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법과 조례, 무장애

소책자도 함께 마련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해

건물·공원, 자전거도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적합/부적합/해당없음에 체크하고 체크내용에 대한

그동안 흩어져있던 관련 지침 15개를 총망라하고

의견도 추가로 기입할 수 있어 활용도를 높인다는

새로운 지침을 추가한 단일화된 가이드라인이다.

계획이다.

장애인 등 특정 대상뿐만 아니라 어르신,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모든 시민을 고려하는데 초점이

<법률규칙 등 기존 지침 통합…도시디자인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및 설계·시공시 적용>

맞춰졌다.

서울시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
<도시환경 핵심 3개 영역(가로, 공원·광장, 공공
건축물) 실용적 디자인 지침>

라인」을 앞으로 서울에 지어지는 공공건물과 가로·
공원·광장 등 공공공간에 도시디자인위원회·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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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와 실제 설계·시공시에 가이드라인의

-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 충전시설, 졸음쉼터, 휴게시설 및 그

시는 올해 ‘성동구 보건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해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적용,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의

진입접근로, 안내표지, 주차장 안전보행로 등을

개량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연말까지 개선 완료한다.

사항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평가와 사전 컨설팅체계도 가동한다. 설계~시공~

나.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시행시기 조정 등
시정요구(안 제13조)

이용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는 평가체

- 봄·가을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하는

계를 오는 8월까지 구축하고, 기존 공공건축물이

것을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하고, 피점검기관은

개·보수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에 대해 이행하도록 규정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6〕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는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https://design.seoul.go.kr)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정책과 (02)2133-2719〕

국토교통부는 집단취락 해제시 포함되었던 도시
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되고 있어 지자체에서 도시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추진하려 하나, 시설결정
해제시 현 지침상 해제가능면적을 초과하므로 시설
결정 해제불가하고, ’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의
범위를 규정하고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시행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제 도입에 따라 해제취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경우 지침상
해제가능면적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17년 4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7년 4월 24일까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견을 받는다.

가.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의 범위를 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2조)
- 교량·터널·비탈면 등 주요시설물의 유지·안전

가.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점검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

시설결정 해제 추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허용

- 도로의 포장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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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집단취락 해제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시

가. 재난의 예방·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계획시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집단취락

제6조제1항)

해제시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건을 강화

-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8〕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특별
자치시·시·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급경사지 붕괴 위험표지의 설치 규정 개선
(별표1)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재난의 대응·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규정을 현장여건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설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에 관하여 시·군·

낙후된 표지판 도안을 변경함

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다. 관련 서식의 변경(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오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

서식까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 업무의 수행 주체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044)205-5143〕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17년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17년 3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시행령】
가. 재난의 예방·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2조제3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등)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 바로가기(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특
별자치시·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

■ 제22차 도림고가 정밀안전진단심의

부장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 PSC 구간 동적재하시험 결과 값(충격계수,

변경함

고유진동수)이 설계치와 매우 유사한 상태값을

【시행규칙】

보이고 있는 것은 동적 특성상 설계치 이상의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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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기조사 자료와도 변화의 추이가 상당히

○ 차고지 진출입부 램프구간은 고정하중 외 버스의

불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동‧정지에 의한 진동 및 충격하중 등이 지속

재검토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할 것

적으로 발생하는 바, 이를 고려한 구조안정성

○ 캔틸레버부에 대한 판해석 결과, 안전율

검토를 면밀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SF=0.908이고 현장조사결과 손상이 많이

토목구조 및 건축구조 심의위원의 검토‧확인을

발생하였으므로, 횡방향 균열에 대한 원인

받을 것

분석 및 보수·보강 방법을 상세히 보고서에

○ 과업대상 남동쪽 가시설구간에 레이커 설치시

수록할 것(필요시 재하시험)

우수처리조 상부 슬래브와 간섭되어 슬래브
시공이 불가하니 콘크리트(kicker) 블록 상부에

■ 제23차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삼풍상가 ~

지지 말뚝을 세워 레이커의 각도를 조절하는

남산순환로) 공공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방안을 검토할 것

용역발주심의

○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등에서 PSC보와 기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1단계 구간을 조사 검토

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기둥

하여 미진한 부분은 본 설계에 반영되도록

접속부에 수평전단철근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

조치하고 또한 동일·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므로 설계에 반영할 것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 및 검토하여 그 결과도

○ 폐수처리조 설계 시 펌핑에 따른 악취 발생

본 설계에 반영할 것

방지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 ‘계약상대자’는 공중 보행교 설계 시 장소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할 것

살리고 주변 환경에 친화적이며 교통약자 배려
시설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상징성과 조형미를

■ 제26차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살린 교량을 설계하기 위해 디자인심의 및
경관심의를 받아야하고, 관계법령 및 제규정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제4장 실시설계 제11절 교통처리계획 수립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수행토록 할 것

4.11.7 규제심의 내용에 추가로 「3. 설계기간

○ 구조물 조사업무 수행시 교량, 입체교차시설,

중 교통규제심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하천구조물, 용·배수시설 및 지하철과 장래

교통규제심의시 관련자료 지원 및 섭외 업무에

건설예정인 도로건설 계획 등의 관련성을 종합

협조하여야 한다」는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

○ 4.4.1~4.4.2의 내용과 관련하여 최신 한계상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안전에

설계법에 의한 도로교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고 건설안전을 고려한

인지, 적용할 도로교설계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납품 품목을 추가할 것

하고 적합한 용어를 사용토록 할 것
○ 교대의 안전성 검토 관련 연약지반의 측방유

■ 제25차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립공사

동에 의한 교대의 측방이동의 가능성이 있는지

기본설계심의

검토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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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화 방안”에 의한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 4.4.2 교량, 3.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에

내용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것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
- 교량확장의 경우 신설되어 강결되는 교량의

○ 우리시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것

받침레벨은 실구조물을 측량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횡단구배가 기존교면과 동일경사를

- 설계용역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구조검토

유지하도록 할 것

포함)를 작성할 것

- 교량확장구간 강결시는 이격 및 침하 등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할 것

■ 제28차 반포천 유역 침수해소 기본 및

- 교각신설을 위한 응력 이완범위와 기존구조물
보강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

실시설계심의
○ 유역분리터널 및 유역경계조정에 따른 침수

○ 4.4.3 지하차도, 나. 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

해소 효과분석 시에는 금회 사업의 목적, 범위,

사항에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고 보고서,

- 폐기물 매립구간의 매립폐기물 및 침출수

수리계산서 등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 가능

처리방안을 제시할 것

토록 정리할 것

- 집중호우기간 등 지하수위 급상승에 따른

○ 유역분리터널 Open TBM 공법 선정시에는
실제 시공사례, 암반의 상태, 굴진의 안전성

부력 영향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 구체적인 검토를 토대로 시공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VE결과에 따라 개착관로 Strut

■ 제27차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신축공사

Jack, 배수터널 방수막 제거한 사항은 가시

설계 용역발주심의

설의 안전성 확보, 터널의 내구성 향상 차원

○ 설계용역 과업내용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건축구조 부재단면 설계에서 피복두께 산출
기준은 건축구조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에서 재검토할 것
○ 본 사업 구간내 변경 계획 중인 기존 지하시
설물에 대하여 구조물의 현황, 신·구 구조물

기준으로 산정할 것

접합에 따른 안전성 등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 옥상조경은 녹화의 목적, 건축구조, 급배수,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서에 보완할 것

경사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녹화 형태를 결정하고 수종을 선정

■ 제29차 개봉고가 성능개선 실시설계

할 것

용역발주심의

- 텃밭, 치유정원 등 실버케어센터에 요구되는

■ 제30차 증산교 등 3개소 성능개선 실시설계

외부공간의 기능도입을 검토할 것

용역발주심의

○ 건설공사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을 과업내용에

○ ‘설계시 고려하중’ 중 아래내용을 추가하여

반영할 것
- “공동주택 등 하자발생 최소화 및 기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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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것

-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

○ 향후 시설물 이관시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보장하기 위하여 금회 진단과 별도로 보수보강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를 시행하여 공사범위를 확정하고 관련

설계에 반영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설계
성과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받을 것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기간 및 출퇴근 시간
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유발

○ 향후 우리시에 반환될 시설물이므로 보수보강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가

공사시 시설물 인수인계기관인 서울시시설관리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공단의 공사감독 참여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제4장 실시설계에서 ‘배수시설’, ‘보도설계’,
‘안전사고 예방’, ‘계측계획’ 항목을 추가하여

■ 제32차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작성할 것

설계심의

○ 변경되는 설계하중의 반영 및 근접시공으로

○ 심의 시 수정도면(CL-07)의 경량철골천장틀

인한 기존 교량의 안전성 및 신·구 구조물

형태가 T-bar profile이니

유지관리업무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수정할 것

○ 기존교량의 구조형식을 고려하여 구조형식을

○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의

선정하되 기존 교량과 신설 교량 연결시는

실수를 명확하게 할 것(최대한 확보할 것)

일체 시공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신설되는

- 청소년 쉼터 진입 1층 부분의 주차장을 장

교량의 받침레벨은 실구조물을 측량하여 횡단
구배상 동일 경사가 유지되도록 할 것

M-bar profile로

애인용으로 변경검토
○ 특별지진하중을 받는 보 및 기둥은 전구간
내진상세(Hoop 간격 및 배근)반영해야 됨을
확실히 표기

■ 제31차 을지로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진단심의(재심의)

- 하중이 전이되는 부분의 하부 가설 지지 시
스템에 대하여 별도 검토요함(특히 2층~5층,

○ 보강방법에 대해서는 당초 채택한 난연FRP

X3-X4/Y2-Y3)

공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변경이 있었으며, 실질적인 균열조사

- 구조도면 작성시 각 GRID별로 구조 종단면의

에서 균열깊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

작성이 필요함(계단의 상세도 추가 필요)

므로 고강도이면서 내화성이 확보된 난연

○ 녹색건축물인증 최우수(그린1등급)으로 심의

FRP 공법 적용이 바람직함

가이드라인 및 과업내용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 슬래브 상부면 망상균열 보수공법으로 에폭시

대지 및 주변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시

마감을 선정하였으나 보수공사 후 망상균열이

최대한 우수등급(그린2등급)이상 되도록 적극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본적인 보수대

검토할 것

책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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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차 성동권역 간선도로 연결체계 개선

○ 넓지 않은 대상지에 비해 다양한 포장패턴
계획으로 복잡한 경관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

기본구상 용역발주심의

요망

○ 간선도로 연결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존교량을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사업비 분석과

○ 느티나무 3열 식재 가운데 아래쪽 9주 하부

시공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건설공법과

에 지하 구조물이 예측 되는바 매설 위치

교량 형식비교를 통한 교량 형식 선정, 표준

및 깊이에 따라 주요 녹지축 경관과 깊은

단면 등을 제시할 것

관련이 있는 생육 토심에 영향이 있으므로
검토하여 생육에 문제 없도록 할 것

○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에 다음내용을 추가하여

○ 화강석 놓기와 잔디 혼용 식재 포장 구간은

작성할 것
- 용역 수행자의 교체,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화강석 놓기 간격을 조정하여 답압에 영향을

- 하도급 사항, 공공측량계획 등

덜 받도록 검토 요망(잔디보호매트는 좁은
영역에는 자제 요망)

○ 기본구상의 과업내용에 ‘교통현황 분석 및

○ 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유역에 따른 우수

예측’을 포함하도록 할 것

유출량을 검토하고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가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우수관로 연결

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관의 관경 상향 검토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하며,

○ 잔디의 생육환경 조성과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수시스템 도입 필요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 화강석놓기 포장지역에 식재될 느티나무(R20)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의 적정 생육공간을 확보하고, 식재 단면도

○ 계약상대자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

추가할 것

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 이용
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사진

○ 벤토나이트 방수 처리되어 빗물의 저류 및

또는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연증발을 위한 연못으로 보이는데 부유물,

자료를 작성 및 계획에 활용하고 측량 등을

오염 등에 대해 편리한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할 것

에 제출토록 할 것

○ 보도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전기 아연도금강판
가설울타리(EGI휀스)는 안전성 검토 결과(전도,
풍하중, 지지력 등 고려)를 제시할 것

■ 제35차 공공기관 담장개방 및 녹화사업

○ 대형목 이식은 수목 하중을 계산하여 장비

실시설계심의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법 규정에 있는
조경 식재기준 단위면적당 교목 식재 기준과
상이하므로 검토하고, 상록수 계획수량도 검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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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굴취틀 등을 반영할 것

》 건설신기술소개
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제801호)
(보호기간 : 2016. 11. 01. ～ 2021. 10. 3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천공된 발파공의 내부에 워터튜브와 폭약을 삽입하고 기폭약포와 폭약을 순차로
장전한 후 워터튜브의 내부에 장약장 높이까지 물을 주입하고 상부를 골재로 전색한 후 기폭
약포를 기폭시켜 대상암반을 파쇄하는 노천 발파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공

정

사

진

세부시공법

1. 천공

발파 규모(Type)별로 천공

2. 워터튜브 삽입

워터튜브에 폭약 1개를 넣고 천공부에 삽입

3. 폭약삽입 및 장전

뇌관을 설치하고 계획된 나머지 폭약을 삽입

천공경과 폭약경 차이에 의한 공간의 체적을 사전에

4. 물 주입

계산한 후 용기를 이용하여 물 주입

5. 전색

폭약장 상부부분 전색

6. 발파

각선 연결 후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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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예산산업단지

1

조성공사

2

3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 공사 금액)

예산시

우주개발(주)

2013.05

80공

2,500,000

우주개발(주)

2016.01.

60공

1,900,000

우주개발(주)

2016.04

30공

1,100,000

우주개발(주)

2016.08

80공

2,700,000

상주-영천간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고속도로(주)

강릉-원주간

철도시설

철도건설(4공구)

공단

의성 파라지오 CC

4

발주자

토목공사

파라지오

나. 향후 활용전망
기존발파공법은 천공경과 폭약경의 차이로 인한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폭약의 발파
효율이 저감되고 충격에 의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신기술은 양호한 파쇄
도와 저항선 및 공간격의 증대로 공당파쇄량을 증가시켜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발파
시공이 가능토록 하였다. 따라서 신기술은 국내의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기술
구

특

분

징

신기술
이분위 발파

이완식 발파

에어데크 공법

(기존신기술 124호)

(기존신기술 312호)

(기존신기술 521호)

기폭순서, 장약량

소량의 폭약 사용,

공저 및 폭약 사이

변화시켜 발파

매트로 비산방지

에어튜브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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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B 공법)

천공경과 폭약경
공간에 물을 주입,
밀 장전시켜 발파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항

목

기술적 특성

활용성

편의성

발파효율

물 주입에 따른 밀 장전

장약량 감소, 공간격 증가

주입 간편하여 시공 향상

진동․소음

진동․소음 감소

근접 발파 활용성 증대

발파패턴 유지

파쇄도

파쇄도 향상

골재 등 활용성 증대

2차 작업 감소

시공 안전성

폭약 포집, 각선 삽입

폭약 변형, 각선 손상 방지

전색 다짐이 용이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현재의 발파공사는 현장 기능공들의 숙련도와 경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사회 간접시
설의 확충을 위한 대규모 공사들이 점점 기존의 민가 및 구조물에 근접하여 시공되고 있어 진동
이나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종래에는 진동이나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약량을 줄이거나 천공장이나 천공간격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증가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기술이 발파 시
장에 적용되면 공사비 감소와 공기단축, 민원해소 등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원/㎥)

발파공법 종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총원가

TYPE-II(정밀진동제어발파)

6,587

8,917

2,759

18,263

YPE-III(소규모진동제어발파)

4,084

5,065

1,753

10,902

TYPE-IV(중규모진동제어발파)

2,736

2,829

1,147

6,712

TYPE-V(일반발파)

2,374

2,161

977

5,512

TYPE-VI(대규모발파)

1,891

1,416

874

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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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비
구

(단위:원/㎥)

분

TYPE-II

TYPE-III

TYPE-IV

TYPE-V

TYPE-VI

기존기술

28,490

17,182

10,606

8,259

6,087

신기술

27,031

16,047

9,776

7,972

5,972

대비(%)

-5.12

-6.61

-7.84

-3.48

-1.9

(3) 공사기간

기존기술

공

정

천

공

신기술

공사 단계별 진행률(%)

장약 및 뇌관 설치
물 주 입
전

색

발

파

소

할

(4) 유지관리비
신기술은 노천발파 공법에 관한 것으로 유지관리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신기술은 개선된 발파효율과 성능 향상으로 폭약과 장비의 사용을 절감할 수 있어 환경부하
저감효과가 뛰어나며 산악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지 공사에도 적용성이 우수하여 시장 확대 및
고용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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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PET필름을 라미네이팅한 PVC시트에 반턱이음 구조를 적용한
저온열풍 3중 접합 옥상방수공법(제802호)
(보호기간 : 2016. 11. 01. ～ 2021. 10. 3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방수층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접합부에 반턱이음을 도입하여 시트 겹침에 의한 단차
형성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접합부를 3중으로 접합하여 방수층의 수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
으며, 바탕고정 패치를 적용하여 방수시트와 바탕을 고정하므로 시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접
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핫멜트 마감테이프를 적용한 저온 융착공법을 적용하였고 벽체시공에
있어서는 벨크로 고정방식을 활용한 벽체탈기 시스템으로 탈기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조립식 옥상방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바탕정리

2. 바탕고정패치 붙이며

3. 아크릴폼 테이프

4. 저온 핫멜트

시트깔기

조인트 접착

마감테이프 융착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표 1] 신기술 활용실적 현황
구분
1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삼척화력발전소 보일러

㈜한국남부

스페이스

2호기 옥상방수공사

발전

인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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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12,000m2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2015.05 ~ 2015.12
(212,897,830원)

비고
비노출

구분
2

3

4

5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부천 수주초등학교

경기도 부천

스페이스

옥상방수공사

교육 지원청

인코(주)

옥산아트빌 아파트

아트빌아파트입

스페이스

옥상방수공사

주자대표회의

인코(주)

KMT빌딩
옥상방수공사

(주)퍼펙트개발

서초동 수학사랑 사옥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주)수학사랑

스페이스
인코(주)
스페이스
인코(주)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비고

2015.08.05 ~
823m2

2015.09.02.

노출

(41,800,000원)
2015.04.06 ~
3,608m

2

2015.05.15

노출

(86,787,000원)
2015.04.06 ~
304m

2

2015.05.15

노출

(8,470,000원)
2014.11.11. ~
242m2

2014.12.10.

비노출

(24,200,000원)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에 적용된 반턱구조 방수시트는 전문방수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의
범용화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바탕고정패치 사용에 따른 시트고정 시간 간소화로 인한 공기
단축, 접합부 처리방식의 인식변화와 소재의 다양화, 제품의 특수성을 이용한 시공장비 개발,
에너지절감과 폐기물 저감을 염두에 둔 제품 및 공법개발로 기존기술(단일 방수층, 복합 방수층)
의 획일적 사양에서 다양한 기능과 장점을 일체화시킨 기능성 방수를 활용한 방수시장의 다변
화와 새로운 트랜드의 촉진이 예상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백색 PET필름을 라미네이팅한 PVC시트에 반턱이음 구조를 적용한 저온
열풍 3중 접합 옥상방수공법”으로써, 우수한 시공성 확보, 시공품질의 고도화, 품질의 균일성,
건식 바탕고정방식, 벽체탈기시스템 및 다기능화 등을 목표로 구조물의 내구성 증대 및 에너
지절감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발된 국내 최초의 기술로 기존 방수공법과 완벽히 차별
화된 방수공법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별도의 양생과정이 없는 건식 재료만 사용하고, 별도의 바탕정리 작업이
필요없으며, 건식의 패치 적용으로 공기단축효과, 접합부 처리도 테이프들로 이루어져 떼고,
붙이고, 자동융착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전문시공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시공할 수 있어서 건축,
토목 구조물의 시공현장에 그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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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반세기에 거쳐 ‘건설 한류’라 불리는 신화창조를 이뤄왔다. 해외 진출
국과의 동반성장 정책으로 중동,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각지에서 건설 한류의 신화
창조를 바탕으로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기술 개발자도 해외
진출을 위하여 축적해온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을 거점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여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현재도 해외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 신기술의 개발로 국
내·외 방수기술이 필요한 모든 국가에 수출 및 기술이전 등의 사업으로 기대감이 높게 예상
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이 신기술은 옥상 노출방수공법에 관한 것으로 설계단가(간접비 포함)는 바닥 47,407원/㎡,
벽 44,957원/㎡이다.
(2) 공사비
[표 2]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공사비 비교
기존기술
구분

신기술

건설신기술

건설신기술

제599호

제734호

IT공법

바닥

벽

바닥

벽

바닥

벽

재료비

원/㎡

36,651

25,712

35,137

30,831

34,725

29,737

노무비

원/㎡

17,311

21,404

19,517

15,426

12,434

14,922

경비

원/㎡

-

-

694

616

248

298

합계

원/㎡

53,962

47,116

55,348

46,873

47,407

44,957

기존 신기술 599호 대비(바닥) 12.1% 절감
경제성

기존 신기술 734호 대비(바닥) 14.3% 절감
기존 신기술 599호 대비(벽)

4.5% 절감

기존 신기술 734호 대비(벽)

4.0% 절감

(3)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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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그림 1]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기간 비교

(4) 유지관리비
[표 3]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유지관리비 비교(간접비 포함)
신기술

구분
제품수명
취득원가

신기술 제599호

신기술 제734호

바닥

벽

바닥

벽

바닥

벽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공사이전원가

79

79

공 사 원 가

66,607

64,603

77,251

70,325

80,077

67,314

소

66,686

64,682

77,251

70,325

80,077

67,314

13,320

12,920

15,450

14,064

16,014

13,462

계

13,320

12,920

15,450

14,064

16,014

13,462

폐기물처리비

2,431

2,190

2,574

2,205

2,574

2,205

2,431

2,190

2,574

2,205

2,574

2,205

98,665

82,981

계

운 영 원 가
사용원가

유지보수원가
소

폐기원가

매각처분액(△)
소
합

계

경제성

계

82,437
79,792
95,275
86,594
신기술 제599호 대비(바닥) 12,838원(13.4%) 저렴
신기술 제734호 대비(바닥) 16,228원(16.4%) 저렴
신기술 제599호 대비(벽)

6,802원(7.8%) 저렴

신기술 제734호 대비(벽)

3,189원(3.8%) 저렴

(5)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신기술에서는 방수시트의 백색차열효과로 인한 냉방 에너지절감, 용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건식의 테이프화, 방수시트의 재활용 PVC 활용으로 자원의 재활용화, 저온 열융착방식의 에
너지 절감화, 조립식의 건식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정 폐기물 제로화 등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화에 따른 시장확대 및 활성화가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 25 -

》 해외기술정보
도로와 교량의 노후화

미국의 도로인프라 유지보수 방식 및
시사점

도로의 노후화 상태를 대표하는 비도심 및 도심
지역의 도로평탄성지수1)는 전반적으로 2000년에서
2011년 기간 동안 도로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의
증가로 도로평탄성지수가 170 이상인 도로의 비
율이 감소하였으나 인프라 예산의 삭감 기조와

서론

도심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비도심 부문에서는

한국은 1990년대 교통시설 투자가 본격적으로

도로예산이 감소하고 2013년 이후 도로평탄성지

이루어진 후 경과연수가 30년이 초과되는 2020년

수가 170 이상인 도로의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경에는 교통시설물의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

있다.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의 상태는 ‘구조적 결함’과 ‘기능적 저하’

교량과 터널은 5년 후에는 현재 보다 2배, 10년

상태로 구분2)되며, 교량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후에는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시

위한 노력은 가용된 정부예산 제약으로 개선이

설물 노후화에 따라 보수·보강비용이 매년 약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기능적으로

10%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저하된 교량은 경과연수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

교통시설물의 경과 연수가 오래될수록 낮은 안전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구조적 결함은 경과연

등급 비율이 높아진다. 2015년 기준 A·B 등급

수와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양호)의 구성비는 전반적으로 전 경과연수 구간

경과연수가 99년 이상인 경우 정기적 유지보수로

에서 높은 편이며, 21년∼25년이 80%, 26년∼

인해 오히려 결함발생이 낮고 총 결함 교량의

30년이 77%, 31년 이상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60% 이상이 건설된 지 50년 이상 된 것으로

그러나 C 등급(중점관리 대상) 이하 구성비는

추계된다. 2013년 기준으로 100년 이상 경과된

21년∼25년이 19%, 26년∼30년이 23%, 31년

교량은 미국 전역에서 11,663개로 그 중 일리노이

이상이 31%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Illinois), 아이오와(Iowa), 미주리(Missouri), 오하

결국 도로부분 노후화에 따른 장래 유지보수

이오(Ohio), 펜실베니아(Pennsylvania)는 경과연

비용은 2030년에 6.1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수가 100년 이상된 교량을 1,000개 이상 운용·유지

보이며, 이는 도로부문 SOC 건설투자의 재원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력을 상당량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
에서는 급변하는 도로부문 노후화에 따른 유지

1) 도로평탄성지수가 170 이상인 도로는 노면의 불량 및 운전자의
차량유지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것의 도로비율을 집계

보수비 증가 추세의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로교통 부문에서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정책

하여 노후화 정도를 분석함
2) 구조적 결함이 있는 교량은 물리적 파손 등으로 인해 교량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미국의 해외사례 분석을

적재능력(Load bearing capacity)이 감소된 것을 의미하며,

통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능적으로 저하된 교량은 구조적으로는 결함이 없더라도 일시
적인 설계능력 이상의 교통량 통과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개량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함
- 26 -

감소 추세를 감안 할 때 -0.32% 성장 예측 시
나리오와 함께 연평균 소요 유지보수 비용은
54.6조 달러에 달하며, 교량의 경우에는 통과교
통량의 연간 1.72% 성장 시나리오 함께 연평균
소요 유지 보수 비용이 10.5조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예측된다.
도로인프라 유지보수 및 재원확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유류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자동차 연비의 향상,
국도와 교량의 유지보수 비용

전기·수소차 중심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

미국의 경우 건설된지 50년 이상된 노후화된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시장변화는 지속적인 유

도로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2005년 이후 국도

류세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Highway)의 경우 정부의 총투자 예산 대비 유지

된다. 따라서 자동차 주행수요를 억제하고 도로

보수 비용은 대략 절반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며

노후화 감소, 환 경 오 염 물 질 배출 억 제 등의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년도 유지보수 비

효 과 와 함께 중장기적인 안정적 세수확보 측면

용의 추세가 약감소 및 보합세이다.

에서 현재의 유류세 근간에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주행세를 부과하는
자동차주행거리세(Vehicle Miles Traveled Tax)를
15개 주(State)에서 시범사업(Pilot project)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교통SOC의 수요증가와 정부
예산에 의한 시설 구축의 한계성을 공공민간투자
협력 3)을 통해 극복하며, 효율적으로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201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200억 달러(한화
가치 140.7조원)를 SOC에 투자해왔으며, 공공
민간투자협력을 통해 2017년부터 10년간 기존

전반적으로 국도의 정부 유지보수 투자금액 대비
향후 교통시설의 이용정도에 따라 소요되는 유지
보수 비용간의 간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
인다.
국도의 경우, 자동차 이용을 통한 주행거리가

인프라 투자계획과 별개로 1조 달러를 기반시설
건설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이는 연평균
1,000억 달러(한화가치 117.3조원) 수준에 달한다.
게다가 최근 드론이나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SOC 자산의 노후화를 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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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도로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크라우딩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소싱(Crowd-sourcing) 기법 4)을 통해 도로의 평

재원확보를 위하여 단기적인 방안으로 점진적인

탄성을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생애주기 비용을

유류세의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반으로 노후화의 진행에 대응하고 교통 SOC의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주행세를 통한 자동차

수요, 신규건설, 유지보수 비용을 예측하기 위해

운행세 개편 시범사업 시행, 공공민간투자협력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하며, 예산조달을 결정

프로그램 활성화, 교통SOC 자산의 노후화 감시

하는데 사용하여 교통SOC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및 드론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크라우딩소싱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법 등의 신기술 개발,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
하는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도로인프라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켜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 실정에 부합
하는 중장기적인 전략들의 로드맵 마련과 적극
적인 시행 방안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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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과 민간부문이 함께 관여하여 공공서비스 요구를 충족시
키는 방안으로 흔히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
(BTL) 등이 존재함. BTO : 준공 기반 시설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는 관리·운영으로
수익을 창출 하지만 수익의 변동이 잦은 것이 특징 ; BTL :
준공 기반시설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일정기간

시사점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임대료를 지불

미국은 신규건설 이외에 경과연수가 최소 50년

4) 포트홀 등을 포함한 도로불량, 파손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상된 노후화된 도로, 교량 등의 교통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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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감독 및 관리가 행해짐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7년 3월)

구분

차수

23

용 역
발 주
심 의

26

27

29

30

25

심 의

(용역비)

결 과

33,603
(1,050)

조건부
채택

토목

54,000
(1,900)

조건부
채택

토목

실버케어센터 ․ 연면적 2,810㎡
신축공사 설계용역
․ 지하1층/지상4층

7,173
(371)

조건부
채택

건축

개봉고가 성능개선 실시설

19,364
(648)

조건부
채택

토목

14,328
(521)

조건부
채택

토목

10,900
(432)

조건부
채택

건축

업

명

사 업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삼풍 ․
상가~남산순환로) 공공공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실시설계용역

개 요

광폭횡단보도 조성 3개소
공중보행교 설치 6개소
데크 재설치 및 상가하부 정비
퇴계로~남산 연계 가로정비 및
입체연결(보행로정비 등)

․ 구룡교 확장 폭 6m, 연장 300m
․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지하차도 신설
․ 월드컵로 도로확장 및 선형변경 등

시립동대문

계용역

․ 개봉고가 성능개선(DB18→DB24)

증산교 등 3개소 성능개선 ․ 증산교, 월곡교, 우이3교 성능개선
실시설계용역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립공
사 기본설계

(DB18→DB24)
․ 박차고 및 버스사무실, 임대상업
시설 등 지하1층, 지하2층
․ 연면적 4,126.78㎡

비고

반포천 유역침수해소 기본 ․ 유역경계조정 87.1ha
및 실시설계
․ 유역분리터널 1,282m

72,500
(1,607)

조건부
채택

토목

32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 지하2층/지상10층
건립공사 설계
․ 연면적 6,010.32㎡

15,531
(72)

조건부
채택

건축

1,700
(44)

조건부
채택

조경

35

밀
전
단
의

사업비

사

28
설 계
심 의

정
안
진
심

(단위 : 백만원)

2017년 공공기관 담장개방
및 녹화사업 실시설계

․ 강동구 성내로 25
․ 열린뜰, 갤러리가든, 테마건강가로,
다목적주차장, 빗물정원 등

22

도림고가 정밀안전진단용역 ․ 도림고가 정밀안전진단

(152)

조건부
채택

토목

31

을지로 훈련원공원 지하주 ․ 주차장(지하5층/지상1층)
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
․ 연면적 58,368.44㎡

(126)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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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7년 3월)
(단위 : 백만원)
심
기

간

분 야

사

업

사

현

황

명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건

축

서울시 공공건축물 39개소 내진성능평가
등 43건

4,268

4,023

교

통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용역 등 14건

1,276

1,205

965

913

기계설비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5건

도

두모교 교량받침 교체공사 등 거공사
실시설계 등 22건

7,101

6,581

도시계획

영천시장 주변 연계 공간개선 기본계획 등
11건

3,467

3,376

디 자 인

경의선 숲길공원사무소 커뮤니티센터
정비공사 추진계획 등 2건

84

84

상 하 수 도 서울시 하수도 사업관리용역 등 10건

18,498

17,208

한양도성 창의문 옥외소화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건

37

30

로

2017. 3. 소

방

전기통신

5호선 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마곡,
광나루) 실시설계용역 등 13건

1,231

1,162

정밀진단

신답지하차도 등 5개소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7건

1,527

1,489

조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2건

741

739

2017년도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99

197

256

244

662

657

40,312

37,908

경

지 하 철
하

천 염창1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등 6건

기

타
계

2017년 강북구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14건
193건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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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세상
국가기술자격 정보
시사상식 용어

< 2017년 제112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4.07~4.13

필기
시험
5.14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
원서접수
(예정)자
(인터넷)
발표
6.15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6.19～6.22 7.22~7.29

메라비언의 법칙(The Law of Mehrabian)

8.11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는 법칙이다.

< 2017년 제61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2.03~2.09

필기
시험
3.05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심리학과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
합격자
원서접수 실기시험
(예정)자 (인터넷)
발 표
발표
3.16

3.20~3.23

4.15
~4.28

5.12
5.26

명예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이

1971년에 출간한 저서 <Silent Messages>에 발표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중요시된다. 특히 짧은
시간에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하는 직종의 사원교육
으로 활용되는 이론이다.

< 2017년 제2회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 >

시각이미지는 자세·용모와 복장·제스처 등 외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
원서접수
(예정)자 (인터넷)
발표

보이는 부분을 말하며, 청각은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3.31~4.06

필기
시험
5.07

5.18

합격자
실기시험
발 표

처럼 언어의 품질을 말하고, 언어는 말의 내용을 말
한다.

5.29~6.01 6.24~7.07

7.14
8.04

이 이론에 따르면,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을 느끼는 데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이

< 2017년 제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3.08~3.14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시행
3.25~4.02
당일
필기
시험

차지하는 비중은 7%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 반면에

실기시험
합격자
원서접수 실기시험 발 표
(인터넷)
4.17~4.20

5.20
~6.02

말을 할 때의 태도나 목소리 등 말의 내용과 직접적
으로 관계가 없는 요소가 93%를 차지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받는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6.09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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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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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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