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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는 ‘품’자의 「ㅍ」이 수직·수평이 ‘동일’하며, ‘품’자의 한자어 「品」은 ㅁ자 세 개가 

‘동일’하며, ‘품질’의 영어 「Quality」는 Equal의 ‘동일하다’, ‘같다’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듯이 공사현장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품질기준, 관련법규 등과 ‘동일’하게 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건물의 품질 및 안전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기업, 각 민간 기업에서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기본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제도정비, 전문인력 재구성, 강도 높은 자정노력과 

윤리교육 및 의식개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1995년 ‘시설물특별관리법’을 제정하고 전체 시

설물을 제1종, 제2종 시설물로 분류하여 정기적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그와 같은 대형붕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건설 중인 구조물의 붕괴, 품질저하 및 하자발생 등의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으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원칙대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경험에 의존한 공사

수행의 결과이다.

 그동안 건설 중인 현장의 품질점검을 통하여 국내건설현장의 시공실태를 살펴보면, 품질관리 시스

템이 잘 되어있다고 하는 일부 현장도 기본적인 시공원칙이나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참조하는

데 소홀히 하고 경험으로, 또는 기술력이 부족한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무사안일주의로 공사를 관리

하는 현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품질철

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즉, 그림1과 같이 “아무리 우수한 부분이 있어도 일부에 낮은 부분이 있으면 

자동차 전체의 레벨은 가장 낮은 레벨에서 결정되어 버린다”1)는 것처럼 건설업 특성상, 여러 공종이 

동시에 진행 중, 한 개의 공종이 낮은 레벨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현장 전체의 신뢰도도 추락하게 된다. 

 

시공

보수·보강

유지관리

하자보수
기타

 

구분 건설업의 산업특성

1 발주자 제일의 청부업이다

2 단품 수주 산업이다

3
현지의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천기(天氣)산업이다

4
종합가공 산업이며 공정마다
분업생산으로 이루어진다

5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그림1. 리히비 ‘최소량의 법칙’           그림2. Life Cycle Cost of Building                표1. 건설업의 산업특성2)    

1) 품질철학 실현을 위한 도요다의 리더쉽과 조직문화

2) 일본의 건설산업(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오태헌 번역)

》 �칼� �럼

� � 건설현장�품질관리�실태�및�개선방안
   

   장 덕 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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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처럼 건물은 준공 후 숨어 있는 생애주기비용이 많으므로 건설 당시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

되며, 국가의 공공재인 건물의 비용을 절감하여 국가 경제에도 기여해야 한다. 우리 건설기술인에게 

이제부터라도 선진외국처럼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는 자

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실태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나 품질관리조직 미비, 

본사 기술부서와 현장 간의 유기적 기술접목 미비, 공사시방서 및 KS 등 관련기준 참조 소홀 등의 

문제로 품질관리상의 고질·반복적인 하자 발생이 일어나고 있다.

 중소규모 건설회사 등의 경우는 품질관리 시스템이 미흡하고, 규모가 큰 건설업체들과 품질관리상의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이나 지방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상의 

차이점이 적으나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다. 

 현장에서 품질관리는 그저 공사 진행 시 하도급관리를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품질저하는 준공 후 내구성저하, 하자보수 및 생애주기비용(LCC)증가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최근 매스컴에서 알 수 있듯이 골조공사에 들어가는 철근배근 일부누락, 건축물의 기초지정

소홀로 건물붕괴 사고발생 등 우리 국민들에게 건설업의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각인시켜 주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준공 후 가장먼저 하자가 발생하는 누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건축의 3대 

악인 결로, 균열, 백화 발생도 고질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은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숙제이다. 지자체 

및 각 기관별로 품질점검, 준공 전 사전점검, 입주자 사전점검, 시공실태점검 등 많은 점검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대형건설사의 일부, 영세 중소규모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현장은 지속적인 품질문

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외부기관의 품질점검에 대해 점검받을 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인

식이 많고, 점검에 대해 부정적이고 귀찮은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조직은 매일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품질에 관한 사항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외부전문가의 점

검을 받으면 미비한 부분이 잘 발견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점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달성품질≧요구품질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점검 및 컨설팅 등의 

자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공종별 품질관리 현황

3.1 굴착공사

 도심이나 대단지공사나 어디서 공사를 하더라도 굴착공사는 필수이며, 지하2층의 깊이정도 굴착공

사를 한다면 흙막이공사가 진행된다. 흙막이공사에 필요한 H형강의 엄지말뚝 박기, 또는 CIP공사 등 

수직도가 불량하게 시공되면 지하외벽공사 시에 품질저하가 반드시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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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수직도가 불량함에 따라 띠장(Wale)에 힘의 전달을 위하여 홈메우기(엄지말뚝 또는 CIP 등과 

띠장간에 홈을 메움)를 하게 되며, 합벽공사 시에도 외벽두께가 일정치 않아 가장 얇은 부위로 응력이 

집중되어 콘크리트 수화열 발생 시 지하외벽에 관통균열발생으로 누수하자 등 구조물의 내구성에 악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하외벽 흙막이공사 시 엄지말뚝 등 흙막이벽체 수

직도를 정확하게 하여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수직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첫째, 수직도가 좋은 신장비를 선택해야 하며, 둘째, 홀 천공작업은 장비

업체가 하루에 몇 m를 천공하느냐에 따라 장비비의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수직도는 아무래도 덜 

중요하게 생각하여 빨리 빨리 천공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천천히 천공하도록 토공장비업체와 기사 

작업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도심의 건축현장의 굴착공사는 대지가 협소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골조공사를 위한 철근가공장, 

자재야적장, 시험실운영 등의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품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흙막이벽체의 차수

공사 품질저하로 주변지반, 도로, 건축물 등의 침하와 땅꺼짐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현장의 굴착공사는 대부분 토목직원이 투입되지 않고 건축직원이 공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토공사 

설계 시 흙막이 상세도면, 계측기설치위치 상세도, 버팀보(Strut)단높이 등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공사의 설계도가 상세하지 못하면 골조공사의 품질에 많은 악영향을 끼쳐 구조물의 

균열, 지하외벽누수, 간섭에 의한 생산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특히 도심의 건축현장 지하

심층 굴착공사 중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위치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계측Data를 공사

담당직원에게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초기에 비상상황을 예측함으로써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2 기초공사

 건설 구조물의 기초는 모든 상부하중 및 외력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으로 기초지정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 건축물의 기초지정 잘못으로 부동침하(uneven settlement)가 

발생하여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반이 연약하여 말뚝기초를 시공할 경우 

선단지지말뚝과 마찰말뚝 중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지지층까지 구멍을 천공하고 파일

(Pile)을 삽입 후 홀주위를 시멘트페이스트로 그라우팅하여 시공하는 선단지지말뚝공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링테스트를 통한 여러 곳에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기초부위마다 정확한 지지층 깊이를 확인하고 

파일을 시공해야 하며, 파일시공의 공사원가를 절감하려고 지지층이 아닌 적당한 깊이에 시공하면 

결국 압밀침하가 이루어져 부동침하가 발생하게 된다.

 기초시공 시 사질토지반의 경우 압축침하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확인되어 큰 문제가 안되나, 

점성토지반의 경우는 압밀침하가 건물의 하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침하하게 되어 건물이 

붕괴 또는 각종 균열 등 발생으로 결국 건물의 안전성에 큰 위해가 오기 마련이다. 굴착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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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평판재하시험 또는 파일 재하시험을 반드시 시행하여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기초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따라서 기초공사 시 기초지정에 대한 충분한 지내력 확보가 설계기준 이상인지 확인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3.3 골조공사

 골조공사는 크게 거푸집조립,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단계마다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구조체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어느 한가지가 아닌 세가지 모두 매우 중요하다. 국내 건설

근로자의 수급이 원만치 못해 규모가 큰 현장의 골조공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외국인이 

상당수 이상 참여로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한 작업협의 및 지시, 품질 및 안전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을 

원도급업체들이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구조체는 대형화, 고층화 함에 따라 거푸집의 대형화 및 시스

템화, 철근지름의 증가, 콘크리트의 고강도화가 주요 트렌드이다. 따라서 거푸집은 그동안 가장많이 

활용한 유로폼(Euro Form)은 중소규모 현장에 활용하고, 고층건물이나 대형구조체에서는 강재거푸집

(Steel Form)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공동주택건설현장의 경우 알루미늄 거푸집(AL Form)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거푸집시공의 정밀도는 골조공사의 형태 및 치수를 정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조립시 견고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한 배부름현상방지를 위해 긴결재가 측압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또는 마감공사 시 습식공법 즉 모르타르 미장마감, 방수, 기타 접착성이 

중요시되는 부위의 거푸집의 박리제는 반드시 수성을 사용해야 한다.

 골조공사 중 철근조립은 정확한 피복두께유지, 이음길이준수, 이음방법, 정착길이, 철근갯수 및 철근

간격유지등 매우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철근조립시 철근수량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누락의 경우가 발생하여, 철근조립 근로자가 사진

촬영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신고하여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공동주택의 지상층 벽식구조의 내력벽체의 철근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후 멕메김 시 피복두께를 확인

하면 상당부분 벽체의 철근피복두께가 과다 즉 수직철근이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내력벽의 유효

단면두께가 부족하여 내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지진발생 시 횡력의 저항성이 떨어져 쉽게 

붕괴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구조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철근피복두께는 기둥, 벽체의 경우 

과다·과소 피복두께시공의 경우가 대단히 많으므로 철근조립 후 검측 시 측량을 통한 정확한 위치확

인과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의 위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철근스페이서 설치와 폭고정근에 대한 철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콘크리트 공사는 골조공사의 마지막 단계로 콘크리트 타설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즉 콘크리트 

타설위치에 따라 구조물별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타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넓고 

두꺼운기초, 두꺼운 지하외벽 및 대형구조물은 매스(Mass)콘크리트로써 경화 시 수화열에 의한 콘크

리트의 균열발생으로 인한 누수, 백화 및 중성화 등으로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을 가져온다.



- 6 -

따라서 수화열저감을 위한 사전 검토와 해당타설부위에 맞는 콘크리트타설계획서를 콘크리트 전문가와 

협의하여 작성 후 시공하는 것이 내구성저하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

 마감공사는 시공오류나 잘못이 있다면 다시 재시공하면 공사원가가 상승하여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골조공사의 경우 한번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오므로 철저한 견실시공이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3.4 마감공사

 마감공사는 사람으로 말하면 마지막화장을 하여 예쁘게 꾸미는 작업에 속한다. 화장을 잘하면 훨씬 

아름답게 보이며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또한 화장품의 재료품질에 따라 피부의 영향과 화장의 

효과가 나타나듯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마감공사도 우수한 재료의선택, 시공 및 마무리의 손질에 

따라 마감공사의 품질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골조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가장빨리 시작하는 것이 

방수공사이며, 또한 준공 후 가장 빨리 나타나는 하자가 방수하자이다.

 방수하자의 경우 공교롭게도 중요한 공간 즉 기관장실, 회장실 및 사장실등의 고위직 사무실의 장소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누수하자가 발생하여 건설엔지니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만든다. 마감공사는 “보이지 않은 곳을 더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이 보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은 곳은 대충 대충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건설엔지니어부터 앞장서서 개선해 갈 것을 다짐하고 실천

해가야 한다.

 조적공사의 경우 접착모르타르 충진 철저 및 통줄눈 시공방지, 미장공사의 경우 들뜸하자예방을 위한 

바탕처리철저, 타일공사의 경우 떠붙임공법으로 시공 시 접착모르타르 철저채움등 기본적인 것을 준수

하고,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 KS기준과 관계법규 등을 확인하고 파악하여 시공품질향상에 적용해야 

한다.

 천장공사의 경우는 아직도 마이너찬넬이 도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하지 않고 경량철골천장틀을 

마무리 하여 천정재를 취부하는 사례가 있다. 마이너찬넬을 미시공하는 경우 천장속에서 각종 통신

케이블 작업, 기타 유지관리 작업 중 천장틀이 무너지거나 천장마감재의 수평이 변형될 수 있으며, 

천장재가 탈락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지붕의 바닥 방수공사 보호와 우수가 고이지 않고 잘 배수될 수 있도록 구배를 주기위한 누름콘크

리트 타설 시 신축줄눈과 치장줄눈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시공의 편리성을 도모

하기 위해 신축줄눈대신 Saw Cutting(기계톱으로 콘크리트 절단)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왕왕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변경시공은 준공 후 콘크리트 균열발생, 동결융해 발생, 누수발생 및 누름콘크리트의 수명

단축등 건축물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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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공사는 품질의 거울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 얼굴의 표정, 양심 및 마음

까지 다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마감공사는 품질의 거울로 생각하고 건설인은 최선을 

다하여 혼을 담은 시공을 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마감공사를 100% 완벽하게 하려고 

정성을 쏟으나 우리나라는 99%면 충분하다는 인식 때문에 1% 차이가 품질을 좌우하고 글로벌 경쟁

력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3.5 입찰제도

 우리나라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국고절감 및 업계적정이익 확보 차원에 여러번 변경되고 2015년까지 

공공공사 300 억 이상공사는 최저가입찰제가 2016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정되어 낙찰율이 소폭 

상승되어 업계에서는 기대가 크고 공사원가율이 다소나마 낮아질 것으로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최근 

입찰제도를 개정하여 다시 원가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실망감에 건설업체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최저가로 발주한 공사가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사업비를 손실만회하려 설계변경이 

잦아 공사비가 되레 상당액 증액되었다는 최저가낙찰의 허상을 보여주었다고 발표했다. 

 공사내역서 작성 시에도 실적공사비 견적단가 적용비율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도 공사원가율을 

높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책정이 품질에 양호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입찰제도 변경 및 개정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건설업 특성상 다단계의 하도급발주가 

이루어지고 최종 건설근로자까지 이어지는 공사단가의 하락에 건설품질의 확보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4. 결 론

 건설구조물이나 건축물은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터전으로 영속성을 유지하고 

안전해야 한다.  힘의평형 3조건 즉  수직하중의 합이 0(∑V=0), 수평하중의 합이 0(∑H=0), 모멘트의 

합이 0(∑M=0)이 어느하나라도 0이 아니면 힘의 균형을 잃어 건설구조물은 붕괴 또는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건설구조물의 기초지정, 골조공사 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구조물의 영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모 정부기관이 싱가폴의 건설관련 좋은제도를 벤치마킹(Bench Marking)

하기 위하여 싱가폴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한 결과, 오히려 우리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었다고 하여 당황하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와 싱가폴의 차이점은 싱가폴은 한번 만들어

놓은 제도를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도 잘 지키지 않은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같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았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업 및 근로자가 Check and 

Balance의 개념을 가지고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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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 건설엔지니어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소하게 다루지 말고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부터 변화하고 우리부터 견실시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및 KS규정과 관련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파악하여 시공해야 

한다

셋째, 건설현장의 품질조직을 안전관리조직처럼 별도로 구성하고 품질관리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건설현장의 모든 구성원(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 등)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당공사의 

실명제를 작성하여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건설현장의 품질점검은 전문가가 전문성을 총동원하여 꼼꼼히 점검하므로 지적사항에 대해

서는 보완하여 시공하고, 우수시공사례는 타현장에 전파하여 품질향상과 기술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여섯째,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책정이 품질의 기준점이다”3)라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공공사부터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절감과 업계 적정이익확보의 입찰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은 곳을 더 철저히 시공”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

들의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서 신뢰와 믿음의 시선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엔지니어들은 그동안의 크고 작은 사고와 문제점을  통하여 많은 반성과 사명

감을 가지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다짐을 하며, 한단계 거듭나고 한단계 품질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일본의 건설산업(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오태헌 번역)

2. 피부로 느낀 일본 건설현장(00건설 일본연수 체험기)

3.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4. 건설경제신문 

5. 품질철학 실현을 위한 도요다의 리더쉽과 조직문화

6. 건축시공학(이찬식 외 5명 공저, 한솔아카데미)

3)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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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현장유적박물관」�

설계공모�당선작�발표

 서울시는 “남산 회현자락에 한양도성 발굴 유

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발굴 및 보존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현장유적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설계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협동원건축사

사무소와 감이디자인랩이 공동으로 응모한 ‘임시적 

층위, 엄격한 잠정성’을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총 120팀(국내 49팀, 해외 71팀)이 

참가등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21팀(국내 14

팀, 해외 7팀)이 작품을 제출하였다.

 당선작은 한양도성 발굴 유적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각을 부차적인 구조물로 처리해 한양도성 

유적을 돋보이게 배치 계획한 우수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양도성 보호각의 역할, 

그것이 놓여지는 지역의 역사적, 지역적, 도시적 

맥락을 깊게 고려한 제안이라 평가했다.

 서울시는 당선작 이외에도 ▴우수작으로 ㈜황

두진건축사사무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동응모한 

작품(작품명 : ‘기억의 발굴’), ▴가작으로 ㈜건

축사사무소 원오원아키텍스가 응모한 작품(작품명 

: ‘순성하다, 탐성하다’)를 선정했다.

 「남산 회현자락 현장유적박물관 조성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설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 공사 

착공 및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양도성도감 (02)2133-26718500〕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설계공모�당선작�발표

 서울시가 광진구 자양동 지역에 중장년층 제2의 

인생 재설계 수요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르신 

인구 급증 등에 대비한 복합시설 건립을 목표로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설계공모 

결과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의 “배·려·동·네

(의지하는 세대 공유)”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설계공모를 통해 활동적 삶이 있는 공간

으로서 일(Job), 배움(Education), 복지(Welfare) 

가 통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복합시설은 50플러스 세대가 마을공동체 회복 및 

세대통합을 위한 활동거점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혁신적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부족한 실버케어센터 확충과 재가요양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배·려·동·네(의지하는 세대 공유)”는 주변 주거

지역 환경, 도로 등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에 잘 스며들며, 50플러스 캠퍼스와 실버케어

센터간 상호 보완 및 배려도 잘된 수준 높은 작품

으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심사위원단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능별 분리 배치, 시설운영·관리 효

율성 등도 당선작의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시는 1등 작품 이외에도 2~5등 작품을   

▴2등 ㈜토문건축사사무소 ▴3등 ㈜범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4등 ㈜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5등 ㈜위드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였다.

   〔도시공간개선반 (02)2133-7618〕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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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중랑을�잇는�장안교,�4.9일�전면개통

 서울시는 중랑천을 가로질러 동대문구 장안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연결하는 장안교의 성능개선공

사를 마치고 4.9(일) 15시부터 전면개통하였다.

 1978년 왕복 4차로로 개통된 장안교 구교는 

철거되고, 새롭게 43.2ton 차량까지 통행이 가능한 

1등교가 신설되었다. 또, 2006년 병목현상을 해소

하기 위해 추가로 건설된 왕복 2차로 장안교 신

교도 보수·보강하여 사용성을 더욱 개선하였다. 

 또한, 교량하부 수변 휴식공간 조성, 교량 야간

경관조명 등이 설치하여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였다.  

 시는 왕복 6차로 차도를 우선 개통한 뒤 상류

측 보도를 정비하고 가교를 철거하는 등 마무리 

공사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47〕

소규모�건축물�공사감리자�구청장�지정

 서울에서 30세대 미만 분양용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물의 허가권

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

 기존에는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해왔던 것을 

1,615명의 공사 감리자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공개모집을 통해 총 

1,615명으로 구성된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

를 구성 완료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4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

할을 한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

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

(비주거용)이다.

 건축주가 이와 같은 소형 건물을 건축할 때, 권역

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감리

자를 구청장(허가권자)이 지정한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또,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연2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한 경우 익년 공사감리자 모집시 배제된다. 

  〔건축기획과 (02)2133-7113〕

새문안로� 1.2km�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충정로를 잇는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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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수) 개통되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방사형 

중앙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으며, 도

심부 동·서축 대중교통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첫 단추로 새문안로(서대문역~세종대로사거리) 

1.2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공사

를 지난해 11월말에 착공하여 4월 개통하였다.

 이번 개통으로 가로변에서 대중교통인 버스와 

일반차량과의 상충으로 발생되는 버스의 속도 저하, 

교통정체가 해결되어 버스속도가 현재 17.2km/h

에서 22.9km/h로 약 33% 향상되고, 운행시간 

편차도 ±2~3분 이내로 안정화될 계획이다.

 신설되는 중앙정류소의 위치는 서대문역교차로 

양방향 2개소, 역사박물관 앞 양방향 2개소로 총 

4개소가 운영된다. 또한, 지역 주민, 관광객의 

보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횡단보도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접근성을 개선

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로 인해 서대문역교차로 

양방향 유턴을 폐지하고, 도심방향은 미근119안

전센터 앞길을 우회하고 외곽방향은 기존 정동사

거리 유턴은 존치되었다.

 새문안로는 2016년부터 도입된 서울형 포장설

계법(서울시내 통행교통량과 지지력, 기존 포장의 손상

상태(균열깊이, 수분손상 등)를 조사, 반영하여 아스

팔트층 포장두께를 결정하는 맞춤형 포장단면 설계법)

을 적용하였으며, 중차량 버스가 통행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SMA(Stone Mastic Asphalt) 포

장을 시행하여 조기파손을 예방하고 공용수명을 

증대시켜 잦은 유지보수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

화한다.

   〔교통운영과 (02)2133-2476〕

한강�신청담�나들목�개통
 한강의 56번째 나들목, ‘신청담 나들목’이 

4.28(금) 개통되었다.

 청담동 지역에서 한강공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위치한 ‘청담 나들목’ 과 ‘압구정 나들목’을 

이용해야 했지만 두 나들목 사이 거리가 1.9km로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접근이 불편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신청담 나들목(보도)’ 증설공사를 

시작하여 4년만에 폭 5.0m, 연장 83.5m 나들목을 

준공하였다.

 신청담 나들목은 엘리베이터 및 핸드레일을 설치

하여 장애인과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행자와 자전

거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지대, 횡단보도 4개소, 

과속방지턱 2개소, 야간 쏠라표지병 100개소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강화하였다. 또한 여름철 한강

홍수방지를 위해 제내·외지에 이중육갑문을 조성

하고, 나들목 내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수해 

안전에 대비했다.

 신청담 나들목은 청담동이 외국인 방문객이 잦은 

한류대표 지역임을 감안하여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인 디자

인을 적용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등 다

각도로 검토하였으며, 나들목을 통해 한강으로 

진입하면 나들목 상단에 ‘전망데크’를 설치해 탁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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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

였다.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02)3780-0683〕

서울시,� 「양재고개�녹지연결로」�설계공모

 서울시가 경부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단절된 녹지

축을 연결하는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을 

구조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혁신적인 설계안 

선정을 위해 국내·외 토목, 건축, 조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은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의 ‘환상녹지축’ 단계별 연결

계획의 일환으로, 녹지축 연결 뿐만 아니라 동물

이동로 확보를 통한 야생동식물 보존과 서울둘레길

과의 연계를 통한 시민편의 증대를 이루는데 목

표를 두고 있다.

 대상지는 서초IC 남단의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과 

말죽거리 근린공원 일대로, 11차선의 경부고속도로와 

양측 1차선 부채도로 약 61.7m 폭원의 도로로 

단절된 구간이며, 설계범위는 녹지연결로(구조물)와 

상부 조경 및 산책로 조성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특정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

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토목구조물로서의 타당한 

형식은 물론 녹지축 및 산책로 연결 기능 및 디

자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계획안을 접수

한다.

 설계공모의 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저명한 전문

가들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심사의 다양성 향상과 

국제공모의 취지에 맞는 해외 전문가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다수의 유럽 교량 관련 공모 우승자인 

Dietmar Feichtinger를 해외심사위원으로 초청

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연경관 속 디자

인의 조화’, ‘심미적 가치, 기능, 구조의 통합디

자인’, ‘생태환경과 보행자 공조’, ‘새로운 구조의 

실험’으로 일반적인 교량 구조물이 아닌 보다 독창

적인 구조물 설계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을 기대

하고 있다. 

 참가등록은 4월 14일(금)부터 5월 26일(금) 17시

까지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를 

통해 진행되며, 작품은 6월 12일(월)까지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서울을 설계하자’ 

홈페이지에 심사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며, 당선자

에게는 설계권이 부여된다.

  〔도시공간개선반 (02)2133-7626〕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안)�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해당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및 유사용역 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점수 계산방법을 명확

하게 규정하여 평가방법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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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을 낮추고 

건축사 경력 및 실적을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여 신진건축사 및 소규모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7년 5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평가점수 계산방법 명확화

(제8조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1) 종전의 규정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모든 평가항목을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당건축사와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실적·업무중복도 항목은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2) 담당건축사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 참여

건축사9보)는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보) 

각각의 경력·실적·업무중복도로 평가하도록 

개정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의 인정

범위 일원화(부표 제2조제3항 개정)

 1) 해당사업의 용역비 규모에 따라 실적 인정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소규모 업체 등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2) 용역비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정하도록 개정

다.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배점 하향 

조정(별표1 개정)

 1) 종전의 규정과 같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을 높은 배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소규모업체의 참여기회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으므로,

 2)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하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배

점을 5점씩 하향조정하고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을 5점씩 상향조정하여 참여

건축사(보)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라. 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인정범위 명확화(부표 

제1조제2항 신설)

 1)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

우가 있으나, 이는 신진건축사를 비롯한 소

규모업체에게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

므로,

 2)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 경력 

및 실적이라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 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

하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를 마련하여 창의

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

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17년 5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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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안 제2조제11호 

신설)

 1) 수의시담을 통해 설계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업 지연, 분쟁 발생, 설계품질 저하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2)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정의하여 설계비 전액지급 유도

나.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안 제4조제

2항 개정)

 1) 역량있는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나 참가자격을 신진건축사로 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2)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에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

다. 설계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안 

제12조제1항 개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4조제1항 개정, 제15조제4항 신설)

 1) 종전의 규정은 심사위원 명단을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

위원 명단 공개의 의무사항 여부 및 심사

결과 공개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해석을 

두고 발주기관과 응모자 간 갈등이 우려되

므로, 

 2)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 및 사전접촉 금지서

약서 등 제출을 의무화하여 심사위원 명단 

공개에 따른 사전접촉 의혹을 최소화시키고, 

입상작 등에 대하여 공모안 및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과 입상자의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공개대상을 명확히하며, 당

선작 선정 이후라도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 발생 시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라.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제고(안 제4조제2

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제20조제5항 개정, 

제21조제3항 개정,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제33조제1∼3항 

개정)

1) 건축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건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건축행정 

개선,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의 관련 사무를 행하므로,

 2) 건축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외에도 지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발주기관

등이 선택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3)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고자 

할 때,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모방

식의 종류·평가방식·보상비 수준·제안공모 

제출도서 표현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공모 운영 상 자율

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재공모나 다른 입찰방법의 적용 조건 명확화

(안 제9조제4항 개정)

 1) 제출된 공모안이 있더라도 모든 공모안이 

실격처리가 되어 심사대상이 없는 경우 설계

공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2)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

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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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부기준 등 조정 가능범위의 축소(안 제17조 

개정)

 1) 발주기관등이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결과 

공개 등 일부조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계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본 지침의 중요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2) 발주기관이 세부기준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한정

사. 제안공모 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시

(별표5 비고 신설)

1) 종전의 규정은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에 관한 평가서류 확인, 평가

점수 계산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 유사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

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관련내용을 준용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확대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 추가, 도시

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 증축 허용

기준 완화,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의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 등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17년 5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가. 전시용 견본주택 등 가설 건축물을 도시공원 

점용대상에 추가 (안 제22조제9호의2 신설, 

안 제43조 및 제44조 개정, 별표1 8의2 신설)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계획 추진 시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계획에 일정규모의 도시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바, 그 

예정부지에 공사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부

채납 전까지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

선로 등 추가 (안 별표2 제5호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전기공급설비인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송전선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전력공급사업에 애로 등이 발생하므로, 

송전선로를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 다만, 도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단서 부여

다.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 

증축 허용기준 완화 (안 별표1 제11호 및 

별표3 제3호 개정)

   연면적이 330㎡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가.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의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안 제11조 개정)

   현재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서의 일반음식점 

설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서만 설치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관광특구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현행 10만제

곱미터 이상에서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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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 다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단서 부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정비하고,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의 유해요인

조사 방법 및 용광로나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 

외에 폭염 등과 같은 자연적 열원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치를 마련하는 

한편,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명

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7년 5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정비(안 제

522조, 제523조, 제525조 등)

 1) 잠수방법에 따라 취해야할 안전조치사항이 

다름에도 현행 규정상 그 구분이 불명확하여 

법적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및 스쿠버 잠수작업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위험도가 높은 일부 

잠수작업에 대해서는 비상기체통을 제공하

도록 하며, 잠수작업 시 사고 발생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스쿠버 잠수작업은 2인 

1조로 잠수하도록 하고, 표면공급식 잠수작

업은 작업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통화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응급

상황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함

 3) 잠수작업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사

항을 마련함으로써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시 사고를 근절하고자 함

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그 

결과 주지방법 구체화 등(안 제658조, 제

661조제2항)

 1) 현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

사는 그 조사방법이나 유해성 주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골격계

질환 재방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

하지 못하는 실정

 2) 이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의 유해요인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함

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기준 마련(안 

제566조, 제567조제2항)

 1) 현행 용광로,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을 이

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휴식 등의 조치와 

휴게시설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폭

염과 같이 자연적 열원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 필요

 2)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함

라.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안 제605조제1항)

 1) 최근 고농도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건강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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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 사항이 되고 있으나, 현행 규

정상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2) 분진의 정의규정에 황사·미세먼지를 추가하여 

명확히 하여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분진 노출수준을 낮춰 근로자 건강보

호에 기여하고자 함

마. 추락 또는 낙하물방지망 안전인증 대상품 

조정에 따른 개정(안 제14조, 제42조, 제43

조 등)

 1) 현행 규정상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제조자가 

KS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이 일부 면제됨에도 건설현장 

구매자 등이 안전인증도 요구함에 따라 이중

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 및 비용 낭비 

문제 발생

 2) 이에 안전인증(KCs)과 KS 인증 간 중복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인증

(KCs) 대상품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은 

제외시키고,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함

‘17년�4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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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차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심의

○ 디자인 그레이팅은 보행시 하이힐이 끼거나 

물기로 인한 미끄럼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니 화강석판석 등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수목에만 보호판 개념으로 적용할 것

○ 가시설E/A 구간은 벽체와 가시설의 합벽으로 

계획된 바, 벽체 방수를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가시설과 합벽구조를 분리구조로 검토할 것

○ 소파로 및 신설도로는 배수계획을 면밀히 검토

하여 수립할 것. 특히 신설도로는 연장이 짧음

에도 종단선형의 변화가 심하여 배수불량 및 

차량주행시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형

조정을 검토할 것 

○ 소파로에서 남산1호터널 방향의 진출교통량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용자들에게 불편 및 혼

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학의 집 길~

삼일대로간 램프설치 등 기존 램프폐쇄로 인한 

대안을 검토할 것

■ 제36차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반입 탈수케익의 함수율이 85% 이하의 어떠한 

조건에서도 슬러지건조시설은 연속적으로 

270톤/일 이상이 처리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플랜트 분야)

○ 슬러지 건조 연료는 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소화

가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가스의 폐열을 회수하여 재활용 검토

할 것(전력설비 분야)

○ 슬러지 건조시설 공법선정은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공법선정이 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및 악취방지설비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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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최근 물재생센터에 

설치한 악취방지시설 배출기준을 검토 적용

할 것(환경분야)

○ 기초조사는 기 시행중인 “4개 물재생센터 슬

러지건조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수행

되고 있는 바, 기존 조사 성과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상하수도 분야)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보강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고 보수, 

보강 안을 제시할 것(건축시공 분야)

■ 제37차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의 개요 중 과업위치에 대한 시·종점을 

제시할 것

○ 녹지연결로 관련 아래내용을 보완하여 수록

할 것

 - 고속도로 차량의 불빛 및 소음진동 차단 필요

 - 인간 동선은 최소한의 폭으로 조성하고, 동물

이동 통로와 간섭을 배제하며, 머물지 않게 

조성

 - 동물 및 곤충의 유인용 식이식물 식재, 동식물 

생태전문가의 시공시 참여 명문화

 - 우면산의 동식물 서식생태를 면밀히 조사분석

하고 이동 가능한 목표종을 설정하여 조성방향 

제시

 - 고속도로 상부 장지간 녹지연결 교량으로 설계, 

시공 및 공용중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제시

○ 설계기준, 검토, 변경 등에 아래 내용을 추

가로 수록할 것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향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랫 등을 발주기관의 요

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차 청담도로공원 일대 올림픽대로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구조물 상부 공원조성 

시공사례 등의 비교, 대안 분석을 통해 한강 

수변공간과 청담배수지공원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과업내용에 수록할 것

○ 과업규모에서 상부 친환경 공간 38,000㎡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태, 환경, 

친수공간 등 친환경 공간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내용을 과업 세부내용에 명시할 것

○ 사업구간은 합류와 분류가 이루어지는 상습

정체구역으로 공사기간동안에 이용차량들의 

지정체가 늘어나지 않는 최적노선 및 공법 

등 관련사항을 과업내용에 포함할 것

○ 제2장 조사업무 중 ‘지장물 조사’에서 “광역

상수도관, 동부간선 고가교량의 기초 현황, 

지하철 7호선 구조물”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제6절 ‘노선 및 구조물설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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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차도 구조물 설계시 기초공법은 타당성

조사 수준에서 당해 분야의 전문기술자가 판

단한 기초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반영

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의 허용 지지력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 기초지반 보강 등의 공

법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제39차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심의(재심의)

○ 기초단면 증타에 따른 보강 부분은 증타되는 

두께나 배근을 추가 보완할 것

○ 재분배 모멘트의 재분배율을 검토하여 허용치 

초과할 경우에는 대책 수립 필요함

○ 화장실 천정형 배기 FAN(F-5)은 3mmAg이

상의 정압이 필요하므로 오염물질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고정압 FAN의 사용을 권장함

○ 녹색건축물인증 최우수(그린1등급)인증을 위한 

평가항목별 예상점수가 부족[최우수(그린 1

등급) 80점 → 우수(그린 2등급) 70.03점]  

하니 재 계획할 것

○ 신·구재 접합 부위(중간·최상층 슬라브, 기초, 

기둥 등)는 하중 전달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접합부 누수로 인한 철근부식, (접합부)

구조결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설계를 

시행(방수공법, 철근연결, 스터드 등 상세도, 

시방서 등)할 것

■ 제40차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지하차도 재설계) 설계심의

○ 프리캐스트 아치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관련

 - 아치부 받침역할을 하는 박스구조 및 중앙부 

기초에 작용하는 토압은 정지 토압계수를 적용

하고, 중앙부 기초지반의 토질강도정수는 지반

조사보고서의 제시값으로 적용하여 검토할 것

 - 내진해석시 아치구조물과 기초구조물을 함께 

모델링하여 해석하고 2-힌지 거동과 해석조건이 

일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아치 하면에 배근된 철근은 크라운부의 경우 

단면이 두꺼워져 중앙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크라운부 하면에 배근된 철근두께 증가 등 

인장 대응 방안을 재검토할 것

○ 프리캐스트 아치의 시공단계 안전성 확보 관련

 - 종방향 경사 및 평면상 곡선구간임을 고려하여 

하부 박스 및 부재별 정밀거치(설치) 될 수 

있도록 제작하고, 고강도 부재임을 고려 앵커

볼트 홀 등도 공장 제작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구조물 뒤채움의 경우 아치구조의 대칭으로 

시공되어 편토압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할 것

 -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기 시공된 구조물과의 

정밀시공, 제작, 운반, 적재, 설치 등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프리캐스트 아치의 유지관리단계 안전성 확보 

관련

 - 구조물 상부 복토 및 조경계획, 단면 형상에 

따른 체수 등을 고려 전체 구조물에 대한 방수

대책을 마련하고, 식재계획은 구조물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성장시에도 상재하중 

검토범위 내에서 안전한 수종으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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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이용하여�도막과�시트를�동시에�접착�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공법(BAS공법)(제803호)

(보호기간 :  2016. 11. 15. ～ 2021. 11. 1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방수시공용 가압장치를 갖는 동력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고무 아스팔트 접착씰(도막)과 양면샌드

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 기계화 시공기술

   (2) 내용

      이 신기술은 “교면포장 품질관리 매뉴얼”(건설교통부, 2007. 3)에 정의되어 있는 복합방수의 

조건(도막과 시트 2가지를 합성한 공법이어야 하며 시트는 5c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과 국토교통부 기준(복합장수재의 시트는 KSF 4931, 도막은 KSF 4932 시험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을 준수하는 이중복합방수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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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 사 명 발 주 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위치 특징

1 진천I/C-금왕간 도로개설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7.10~’11.11 5,330㎡ 진천읍

2 서수원-평택고속도로 2공구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 ‘09.06~’09.07 5,588㎡ 서수원

3 거금도 연도교 2단계 소록교 가설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9.02~’09.12 22,300㎡ 고흥군

4 광교택지개발조성공사 2공구 경기도시공사 ‘09.09~’11.08 9,039㎡ 광교

5 한남대교(무릉교)건설공사 대전시 건설본부 ‘10.04~’10.04 3,377㎡ 대덕구

6 냉정-부산 5공구 교량방수공사 한국도로공사 ‘12.07~’13.12 1,152㎡ 사상구

7 의정부 민락2 택지지구 교량방수공사 LH공사 ‘12.07~’13.06 4,962㎡ 의정부

8 성남-장호원2공구 교량방수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11~’13.10 17,936㎡ 광주시

9 행정중심복합도시금강3교 건설공사 LH공사 ‘14.09~’14.11 22,346㎡ 세종시

10 화성동탄(2)지구 시설물 1공구 LH공사 ‘14.06~’15.08 10,024㎡ 화성시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에는 환경성 및 주행성, 사용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계열 포장 대신 아스팔트 포

장의 적용 증대가 기대되며 바닥판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2층 개념의 2중 방수층인 도막+시트의 

복합방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계화 시공을 시행할 경우 균일한 전압이 가능하여 방수

성능 중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인장접착강도가 인력시공 대비 2배정도 향상되고 시공속도도 2배 

이상 향상되어 특히 야간의 보수공사에 우수한 적용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이 기술은 방수성 

및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탁월하므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신설교량이나 보수교량

에서 현장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비교1안 : 2중방수 (시트+도막) 비교2안: 단일방수 (보호층+도막) 비교3안 : 단일방수 (시트)

단
면

    

특
성

∙ 복합방수, 바닥판 수명연장
∙ 도막과 쉬트의 장점 극대화
∙ 기계화 시공으로 균질성확보
∙ 전단저항성 탁월 

∙ 도막방수, 내구성 불리
∙ 보호층, 도막식 단점극복
∙ 인력시공, 하자발생 가능성
∙ 아스콘 포설시 도막훼손 우려

∙ 시트방수, 내구성 불리
∙ 에어포켓 발생, 포트홀 유발
∙ 인력시공, 하자발생 가능성
∙ 바닥판과의 접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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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막식의 경우, 아스콘 포설 및 다짐시 골재에 의한 도막층 펀칭현상 발생

    ∙ 보호층을 적용한 도막식의 경우, 아스콘 포설시 보호층 모서리가 말려들어가 도막 훼손 우려

    ∙ 시트식의 경우 에어포켓 발생으로 포트홀 유발 

    ∙ 인장접착강도와 전단저항성 측면에서 기계화 시공과 양면에 규사를 살포한 BAS시트를 적용한 

이중복합방수인 BAS공법이 탁월

    ∙ 국토교통부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 2011. 9”에서는 설계교통량 1000대/Lane/일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일 경우 완전방수를 위해 2중방수층 적용을 권고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복합방수 개념 정립에 따른 올바른 자재사용 유도

      - 현재 시장에서는 (도막+시트) 외에 (도막+보호재)도 복합방수로 주장

      - ‘교면포장 품질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2007)에서 복합식 방수재는 (도막+시트)로 정의

      - 복합방수재의 시트(KSF4931)와 도막(KSF4932)은 각각 KS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시트는 5cm이상 중첩

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방침)

      - KS기준에 맞는 올바른 자재사용 유도 가능하여 건전한 시장형성

    ∙ 기계화 시공에 대한 기술개발 유도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 기계화 시공의 탁월한 방수성능(국토교통부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 115쪽 참조) 

     
구분 기   준 인력시공 기계화시공

인장접착강도 (kg/cm2) 6 이상 7 ~ 8 12 ~ 18

    ∙ 국내외 기술 대비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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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원)

      

구       분 신 기 술

재     료     비 15,777

노     무     비 13,722

경            비 4,641

순  공  사  원  가 34,140

   (2) 공사비                                                                 (단위:원)

      

구     분 신기술(복합식) 시트식 방수 도막식 방수

순공사 원가 34,140 40,612 41,650

일반관리비(6%) 2,048 2,436 2,498

이윤(15%) 3,061 3,650 3,817

총 원 가 39,249 46,698 47,965

부가가치세(10%) 3,924 4,669 4,796

합     계 43,173 51,367 52,761

   (3) 공사기간

      

구     분 신기술 인력시공 토치 기계화 시공

1일 공사면적 약 3,000m2 약 600m2 약 1,200m2

시공속도 16m/min 6m/min 8m/min    

        

   (4) 유지관리비                                                             (단위:원)

      

구     분 신기술(복합식) 시트식 방수 도막식 방수

초기공사비 43,173 51,367 52,761

설치이전원가 154

유지관리비 308 346 385

생애주기비용 43,635 51,713 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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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환경부는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 오존 오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고자, 대기

환경보전법을 2012년도에 일부 개정․공포 ⇒ 이 신기술은 간접가열 용융시킨 아스팔트 접착씰을 도포

하여 도막층을 형성시키는 기술로서 기존의 교면방수용 도막방수재의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

되는 신너(용기용제, 톨루엔 또는 자이렌)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사용하지 않고 동력 기계 시공

장비를 사용함으로서 유해물질에 작업자가 노출되지 않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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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파형강판을�사용하여�지상에서�조립�모듈화한

수직구�시공기술(제804호)

(보호기간 :  2016. 11. 18. ～ 2021. 11. 1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수직구 상하 모듈간 접합 시공을 위한 플랜지 파형강판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수직구 1층(통형

벽체, 바닥판, 계단실 등)을 모듈화하여 크레인으로 인양 거치하는 수직구 시공방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파형강판에 플랜지를 용접하여 제작한 플랜지 파형강판을 사용하여 수직

구를 구성하는 파형강판 통형벽체와 보강부재, 내측영역의 바닥판 및 계단실 등을 지상에서 사전 

조립한 모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착된 수직구에 인양 거치하는 수직구 시공방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은 구조용 강재를 정해진 규격의 주름으로 성형하여 강성을 증가시킨 파형강판에 

플랜지를 접합하여 기존 수직구의 철근 콘크리트 라이닝을 대체하는 개선 공법이다. 

     

개념도 모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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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No.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시공규모 위치 특징

1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6-1공구 #11 한국철도시설공단
2016.01.22~
2016.02.22

L=35.0m 
Span=11.8m

화성

2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6-1공구 #12 한국철도시설공단
2015.12.08~
2016.01.29

L=77m 
Span=11.8m

오산 최대심도

3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6-2공구 #13 한국철도시설공단
2015.11.21~
2016.01.15

L=65.5m 
Span=11.8m

평택

4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6-2공구 #14 한국철도시설공단
2015.12.08~
2016.01.27

L=50.6m 
Span=11.8m

평택
저류조
기계실

5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6-2공구 #15 한국철도시설공단
2015.12.09~
2016.01.26

L=51.8m 
Span=11.8m

평택

6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7공구 #16 한국철도시설공단
2016.01.12~
2016.02.29

L=56.3m 
Span=11.8m

평택 연약지반

 

  나. 향후 활용전망

      모든 공정이 공장 제작된 강재를 현장에서 단순 볼트 조립하여 구조물을 완성하므로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공정이 단순하여 공기 단축이 가능하며, 혹한기·혹서기 등의 기후변화와 

무관하게 시공이 가능하다. 공정 단순화는 수직구 시공 시 발생되는 고소작업의 최적화를 통해 

타 공법 대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파형강판을 많이 적용한 

선진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성 있는 기술로 국내 뿐만 아니라 수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철도 및 도로 등 각종 터널공사의 수직구에 사용되는 공법으로, 대부분이 콘크

리트 라이닝 공법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기존 시공 방식은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되며, 

고소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율 증가와 시공이음의 필연적 발생에 따른 품질저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신기술은 지상에서 모듈을 일체식으로 조립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착된 

수직구에 인양 거치하므로 공기절감과 고소작업 공정의 최소화, 공장 제작된 파형강판 사용으로 

초기품질 확보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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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SOC사업의 예산 절감과 공기단축에 따른 에너지비용 및 정책비용 절감,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공종의 최적화를 통한 고소작업의 최소화는 발생되는 안전

사고 위험율 저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현장적용성 및 보급성을 바탕으로 수직구 

현장에 파급 효과가 높은 기술이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의 장점을 시공현장을 통해 입증하

였다. 이에 따라 관련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국내·외로 출원중이며, 중국·호주·스페인·인도네시아 

등의 국가 업체들과 기술 업무 제휴를 협의 추진 중에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 천원)

구  분 파형강판 수직구(신기술) 비  고

공사비

재료비 1,070,382

수도권고속철도 6-2공구 
수직구 #13 

64m / 12층 기준

노무비 360,636

경비 137,457

순제조원가 1,568,475

일반관리비 94,109

이  윤 88,830

총원가 1,751,414

부가가치세 175,141

합계 1,926,555
             

   (2) 공사비

    

   (단위 : 천원)

구  분
기존기술

신기술 비  고
S.S.F공법 슬립폼 공법 클라이밍폼 공법

공사비 3,459,985 2,815,430 2,219,355 1,926,546 수도권고속철도 6-2공구 
수직구 #13 

64m / 12층 기준비  율 179.6% 146.1% 115.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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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단위 : 개월)

구  분
기존기술

신기술 비  고
S.S.F공법 슬립폼 공법 클라이밍폼 공법

공사기간 7.5 3.0 3.5 1.7 수도권고속철도 6-2공구 
수직구 #13 

64m / 12층 기준비  율 441% 176% 206% 100%

    

   (4) 유지관리비

       기존 공법은 콘크리트 면이 대기에 노출되므로 공사 준공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백태 및 균열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반면 신기술은 퍼라이트가 도포된 

강재가 대기에 노출되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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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철도 및 도로 등 각종 터널공사의 수직구에 사용되는 공법이다. 최근 경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를 연결하는 GTX, 고속철도, 대심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대로 수직구 

시공에 이 신기술과 같은 안전하고 공기단축이 가능한 공법 적용이 증가할 것이다. 수직구 1

개소 당(수직구 높이 64m 기준)으로 약 3.4∼15.2억원의 직접적인 예산절감과 함께 공기단축

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정책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이

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신기술은 공장 제작을 통해 플랜지 파형강판을 생산하여 영구 

존치시킴으로 거푸집 공종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 따라, 거푸집 사용으로 발생되는 목재 등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건설이 가능해 진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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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졸음운전�사고�대책과�시사점

서론

 졸음운전 사고는 운전자가 졸음 또는 피로한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한 사고로 정의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따르면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전체 사망사고 중 2.2%~2.6%가 

졸음운전과 관련되었다고 한다(NHTSA, 2011). 

이 비율은 낮아 보이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졸음

운전 자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크게 낮추고, 반응

시간을 느리게 하며, 운전자의 판단능력에 영향을 

주어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

이다(Jackson et al., 2014). 따라서 졸음운전 

사고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미국 내에서 진행되

었고 다양한 대책이 제안·적용되어 왔다. 최근 

국내에서도 졸음운전 관련 사고가 큰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졸음운전 사고 대책

 미국 내에서 졸음운전 관련 사고를 줄이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으로부터 첨단

기술, 도로시설, 환경 및 법·규정 등 다양한 방

법이 미국 내에서 제안되었고 시행되었다.

■ 운전자 대책 : 교육 및 홍보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전국 또는 주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전국적 규모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는 각 주의 교통부만이 아닌 타 

기관과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도로교통안전국과 

수면장애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Sleep 

Disorders Research)의 졸음운전 방지교육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교대근

무자에 대한 직장 내 교육, 학교를 기반으로 한 

교육, 그리고 운전자의 졸음행태에 관련된 차량 내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수면재단

(National Sleep Foundation)에서도 졸음운전과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협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AAA)는 안내책자, 테입 등을 배포하여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트럭운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자를 발행하여 배포한다. 질병

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도 졸음운전과 관련된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각 주에서도 졸음운전에 대한 의식제고를 

목표로 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50개 

주 중 약 60%가 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자동차협회나 수면재단 등의 자료를 활용

하고 있다. 그 외에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회원을 

상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졸음운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기술적 대책

 운전자가 졸음 상태에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정상적인 운행을 

감지했을 경우 경고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일부는 이미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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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방지 기술은 목적에 따라 졸음운전 감시 및 

감지, 졸음운전 시 경고 메시지 전달, 깨어난 운

전자 각성상태 유지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운전자 기반, 차량 기반 

및 도로·환경 기반으로 나누어진다. 다음 그림은 

연방도로국과 연방운수차량안전국에서 제안한 

운전자의 생리상태를 통한 각성상태의 측정, 차량

운행 상태의 측정 및 실시간 경고 전달체계의 

개념도이다.

■ 도로시설 대책

 졸음운전 사고는 대부분 지방부 도로 상 고속

주행 단일차량 사고이며, 도로이탈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시설을 통한 졸음운전 방지 

대책은 이러한 도로이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길어깨에 설치된 연속 럼블스트립은 가장 

효과적으로 도로이탈 사고를 막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외에도 도로이탈 및 사고의 심각도를 

낮추기 위한 시설적 측면의 대책이 많이 제안되고 

실제 도로에 적용되어 왔다.

 또한 사고 자체를 막는 방법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부상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대책으로 

길어깨 급경사 완화, 길어깨 확장, 길어깨 포장 

등이 제안되었다. 급커브의 길어깨, 좌측 차로 

및 사고율이 높은 도로에 대한 노면표시 개선으로 

시인성을 높여 졸음사고를 방지하는 방법도 적용

되고 있다. 그리고 경사면과 배수로를 안전하게 

설계함으로써 차량 전복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중앙분리대 및 충격흡수시설을 개선하여 심각도를 

낮추는 방안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졸음운전 주의표지를 설치한 결과 졸음운전을 

6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Schultz et al., 

2008).

■ 환경시설 대책

 대표적인 환경시설 대책으로는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키고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휴

게소 이용을 꺼리는 원인 중 하나가 범죄의 표

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따라서, 휴게소의 

안전 및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요 휴게소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조명을 설치 및 확충하며, 경찰 직통

전화와 보안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졸음운전 사고가 화물차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휴게소 내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공간의 확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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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 법규 및 규정

 청년 초보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단계별 운전면허 

제도(Graduated Driver Licensing)는 연습면허 

기간 중 10대 운전자에게 야간운행 금지한다. 

야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졸음

운전 및 관련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화물회사 등 고용주에게 야간 및 교

대근무자에 대해 피로도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하도록 권고하여 졸음운전 사고를 막는 대책도 

시행 중이다. 현재 화물차량 등 상용차량의 총 

운행시간은 11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상용차량이 이를 위반하여 초과 운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른 단속을 강화하여 

졸음운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타 졸음운전 고위험군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고위험군은 수면장

애가 있거나 교대근무가 흔한 경찰 및 군인 등이 

포함된다.

시사점

 미국의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대책은 단순히 

도로 기하구조의 공학적인 개선만이 아닌 교육, 

법, 제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적용되고 

있다. 일부 시설적인 대책의 경우에는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어깨에 설치된 

연속 럼블스트립, 졸음운전 주의 표지의 설치, 

그리고 충분한 휴식공간의 제공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대책만으로는 효

과적으로 졸음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대책의 조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졸음운전을 

최대한 방지 심각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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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사업 분야별·단계별 이행해야 

하는 각종 업무절차를 수록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절차

누락, 착오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

움을 주고자 「사업분야별 표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 발간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건설 홈페이지(http://infra.seoul.g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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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

시설 설치(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270톤) 설치

19,560

(836)

조건부

채택
기계

37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연장 100m, 폭원 10m

․ 녹지연결로(우면산~말죽거리공원)

  설치, 수목식재 등

11,700

(520)

조건부

채택
토목

38
청담도로공원 일대 올림픽

대로 지하화 타당성조사용역

․ 지하차도 설치(폭 왕복 8차로, 연장 

700m) 

․ 상부 친환경공간 조성 38,000㎡

397,200

(300)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33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원조성 15,154㎡

․ 주차장조성 10,015㎡

․ 교통체계 개선 1식

41,371

(1,540)

조건부

채택
토목

39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재심의)

․ 연면적 : 전체 15,730.25㎡ / 

         박물관 6,785.96㎡

13,551

(970)

조건부

채택
건축

40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지하차도 재설계) 

․ 지하차도(L=320m) 공법 변경에 

따른 재설계(실시설계)

43,204

(320)

조건부

채택
토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결과� (’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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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건     축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설치 설계용역 등 
34건

5,735 5,400

교 통
2017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건

297 272

기 계 설 비 강남역 등 2개역 TAB 기술용역 등 3건 191 155

도 로
서울시 교량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용역 
등 13건

3,435 3,374

도 시 계 획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13건 4,516 4,305

디 자 인
부암동 성곽마을 마을길 개선사업 
기본구상 및 디자인계획수립 

22 22

상 하 수 도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따른 CCTV조사 및 DB구축 용역 등 5건

361 338

소 방 
시청사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작성 용역

15 15

전 기 통 신
하남선(5호선연장) 전기부식환경 조사용역 
등 9건

332 304

정 밀 진 단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진성능평가(10개소) 및 
정밀점검(3개소) 용역 등 10건

1,132 917

조 경
방화유수지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2건

151 149

하 천
정릉천 유지용수 공급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4건

346 334

기 타
사방공사 완료지역 사방시설 점검용역 등 
6건

611 590

 계 114건 17,144 16,175

�기술용역�타당성�심사현황� (’17년� 4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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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보

< 2017년 제112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4.07~4.13 5.14 6.15 6.19～6.22 7.22~7.29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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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5.24~5.30 6.10~6.18
시행
당일

7.24~7.27
9.09
~9.22

9.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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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

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

능화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

(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

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빠른 속도

(velocity)로 크게 영향(impact)을 끼친다.

‘제4차 산업혁명’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었으며,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

하는 용어가 되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정보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혁명

으로도 일컬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