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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에 따른 조경의 변화 필요성

가. 기후변화의 영향

 각종 매체를 통하거나 생활에서 기후변화를 우리는 느끼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최고 온도 갱신과 

여름이 길어지는 문제 그리고 강수량의 변화폭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심각성을 알수 있다. 약 10

년간 기상청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변화추이를 조사해 보면 7,8월의 평균기온은 약 1.0℃ 정도 상승하

였으며, 3월부터 8월 까지 월평균 강수량은 월별 편차의 극심함과 동시에 대부분 7월 집중과 봄에 

극심한 강수 부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상변화와 더불어 조사기관, 시공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조경 식재공사의 하자율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 全 분야의 기술발달에 준한다면, 식재공사의 하자율도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와 식물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공을 목표로 하여 

혹서기, 혹한기 식재공사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조경공사의 특수성이 상호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제도적으로 혹서기, 혹한기 식재공사를 중지하는 계약의 강화와 유지관리공사의 필요성 대두,

그리고 하자저감을 위한 식재기술·공법의 개발에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나. 유지관리공사의 체계화 필요

 국내에는 준공 후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계약이 계약주체별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발주의 

경우 준공 후 2년간 유지관리공사 계약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식재공사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용역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관수, 제초, 잔디깍기, 방재, 시비 등에 대한 년간 

단위 최소한의 횟수로 계약되어진다.

 민간 발주공사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하자보수기간과 중복되어 하자와 유지관리를 혼돈하는 경향

으로 유지관리공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하자보수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므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유지관리공사 계약을 해야하는지의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한 하자보수기간 2년, 하자의 판단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포괄적인 내용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하자는 시공사의 품질에 

》  칼  럼

  친환경과 조경 유지관리의 상관성
   
    박 유 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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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유지관리는 준공 후 이용자 또는 수요처에서 품질관리와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즉, 수요처와 시공사간의 준공 조경 목적물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며, 유지관리

공사의 기준, 범위를 체계화 한다면 하자예방과 품질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외 친환경 트렌드와 유지관리의 상관성

가. 국내외 친환경 트렌드

 국내 “ 녹색건축인증제(G-SEED)”는 ‘16년 8월 녹색건축 조성지원법(국토교통부, 환경부)에 의하여 

신축 또는 기존·리모델링과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즉 건축 전체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건설환경에 대표적인 인증제이며 국내의 친환경 트렌드를 엿볼수 있다. 

 녹색건축인증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9개분야(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 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주택성능분야, 혁신적인 설계)로 구성되어지며, 

물순환관리는 빗물, 유출지하수 이용, 절수기 사용, 사용량 모니터링으로 세분화 되어 전체적인 물순

환과 사용량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지관리는 건설현장 환경관리, 운영 유지관리 메뉴얼 제공, 

사용자 메뉴얼, 녹색건축인증 정보 제공으로 구분되어지며, 준공 시 조경관련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조경 설계 및 시공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생태환경은 연계된 녹지축 조성,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면적율, 비오톱 조성으로 항목이 세분화 되어지고 피복유형과 식재유형에 대한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경과 관련한 부분은 유지관리비용 저감이나 하자예방을 위한 부분보다는 

생태적 기능(자연순환적 기능)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도시 생태문제의 근

원적 해결하기 위한 지표이다. 

 해외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국가별로 LEED(미국), BREEAM(영국), Green Mark(싱가폴), 

Estidama(UAE, 아부다비), GSAS(카타르) 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있으며, 이들은 LEED를 모

태로 하면서도 각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운영되고 있다. 참고적으로 “Green”은 이제 더 이상 조

경의 녹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기술로 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Green Building

Green building refers to both a structure and the using of processes that ar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and resource-efficient throughout a building's life-cycle: from siting to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maintenance, renovation, and demolition.

             -  Wikiped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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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D는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서, 건축물 Life cycle 전 단계

(설계, 시공, 운영)에 대한 건축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친환경 인증 제도이다. 미국그린빌딩협회

(U.S. Green Building Council)가 주관하고 있으며, 건축물인증뿐 아니라 자격증 제도 또한 운영되고 있다.

 친환경 인증 시스템을 간단히 요약하면 기후변화, 에너지 사용 저감,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실내 

환경 질 개선, 이용자 건강 보호 등이 된다. 이를 다시 수혜자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①for 

Occupants(이용자 환경 개선), ②for Environmental(환경을 위해), ③for Owner(건물주의 경제적인 

이익)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Landscape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②Environmental가 많이 강조되어지며 그 내용은 

기존식생보존(protect or restore habitat), 식재면적 확보(maximize open space), 우수계획

(stormwater design), 열섬효과저감(heat island effect) 등이 해당된다. 또한 경제적 관점(for 

owner)에서는 “관수량 관리를 통한 물절약” 이 주요 관리항목이다.

나. 물관리와 친환경 관수계획 

 Irrigation(관수)은 선진국 및 환경이 열악한 중동국가에서는 유지관리의 주요한 요소이지만 반면 물

자원의 관리에 있어 가장 낭비요소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Water efficiency에 대한 

Landscape 분야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은 일일 물사용량 26billion 

gallons(98,000ton)에서 약 30%가 Landscaping에 소비된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 그래서 국가적 차

원에서 잔디를 줄이고 멀칭(mulching)을 권장하기도 하고, 우수를 최대한 유입하는 설계기법을 적용

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Landscaping이 소비하는 portable water(상수도)는 철저하게 관

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 조경은 설계단계부터 관수량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있으   

 며, 준공 후 유지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 5 -

<Water-Efficient Landscape Design Guidelines, New York City, USA>

 또한 관수유형별 효율기준(IE, Irrigation Efficiency)에 대하여 Global standard를 정하고 녹지 유형

별로 적용하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0.625(즉 100리터 살수를 하면 62.5리터 만큼 활용되고 나머지는 

배수됨)이고 점적관수는 0.9 효율을 적용한다. UAE에서는tree, shrubs, palms, ground cover & 

grass 의 각각 생육년도별로 필요 관수량을 산정하여 Design manual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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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igation Rate 기준, Public Realm Design Manual, Abu Dhabi, UAE>

 관수량 산정기준과 적용을 디자인 기준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

이기 것이 목적이었으나, 식재에 있어 관수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접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효율적 친환경 관수계획은 유지관리의 기준이 되고 있기도 하며, 크게는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요

인이 되기도 한다. 

3. 맺음말 

 이상 기후변화의 문제와 조경 하자 Risk 연관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의 중요성 

대두, 유지관리의 경제성 및 효율성 강조,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수의 필요성과 경제적 측면의 접근에서 

시작된 엔지니어링 접근에 의한 체계적 관리기준 수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유지관리와 하자의 관계에서 친환경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 유지관리 기준의 확대 및 제도적 기준수립 필요

   - 친환경 인증 제도내에 유지관리와 관련한 항목 추가

   - 유지관리 및 친환경 인증의 경제성 연계와 이중 하나인 관수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기준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New York City Department of Design+Construction, October 2005, High Performance Infrastructure Guidelines

 2. Abu Dhabi, UAE, 2011, Abu Dhabi Public Realm Design Manual

 3. www.usgb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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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서울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 등 동북권을 관통하는 

길이 28m 미니 지하철, 국내 최초 전 구간 지하에 

건설된 ‘우이신설선’이 9월2일(토)에 개통되었다.

 ‘우이신설선’은 차량기지를 포함한 전 구간이 

지하에 건설된 자동무인 철도로, 강북구 우이동 ~ 

동대문구 신설동을 총 13개 정거장(11.4km)으로 

연결한다. 3개 정거장(성신여대 입구, 보문, 신

설동)은 기존 지하철 1·2·4·6호선과 환승 가능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적용받는다.

 사실상 버스뿐이었던 대중교통체계가 대폭 개선

되면서 우이~신설 간 통행시간도 출퇴근시간대 

기준으로 30분가량(50분대→20분대) 단축된다.

 모든 전동차가 무인으로 운행되는 만큼 운행 

초기 전 역사와 열차 내에 29일 동안 하루에 95

명씩 총 2,755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

리를 철저히 하며, 총 403대 CCTV도 객실 및 

정거장 내부 등에 설치되어 종합관제실에서 24

시간 모니터링된다.

 전동차 내부와 좌석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소 

내장재(알루미늄)가 사용됐으며 전동차 앞·뒤에는 

비상시 중앙 통제실의 지시에 따라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대피용 출입문과 램프(Ramp)도 

설치했다. 

 또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성을 위해 객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유모차 동반 승객도 이

동이 편리하도록 객실 사이에 문과 턱이 없는 

‘일체통로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밖에도 교통

약자 전용게이트 총 46대, 음성유도기 총 178대, 

내·외부 엘리베이터 총 52대도 설치됐다.

 열차 탑승정원은 총 174명(좌석 48석, 입석 126

명)으로 객실 좌석 폭은 한국인 평균 체형변화를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2cm 더 넓혀(43cm→

45cm) 설치했다. 

 정거장도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적

으로 조성했다. 5개 정거장(솔밭공원, 4.19민주

묘지, 가오리, 화계, 삼양사거리) 6개 출입구는 

통상 보도 위에 설치됐던 출입구를 건물과 바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지었다. 정거장 내부는 층과 

층 사이 일부를 개방한 중2층 구조로 설계해 개방

감을 주고 공간활용을 극대화했다.

 우이신설선 전 13개 역사는 기존 지하철역과 

달리 상업광고를 배제하고 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광고의 경우 개성없는 사각형의 

광고판 대신 미술관 전시장처럼 레일을 설치해 

작품이나 광고포스터 크기와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성신여대입구역 ‘SET v.9 : 패턴(김영나 作)’>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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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스테이션(Art Station)’은 6개 역(북한산우이, 

솔샘, 정릉, 보문, 성신여대입구, 신설동)에 조성

되어 통로 옆 벽면이나 바닥, 계단·에스컬레이터 

옆 벽면 등의 공간이 갤러리로 변신한다.

 ‘달리는’ 시리즈는 열차 내부를 도서관, 영화관, 

미술관 같이 테마별로 랩핑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우선 개통과 함께 열차 2편이 각각 ‘달리는 미술관’

과 ‘달리는 도서관’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한편, 우이신설선은 2량 1편성(총 32량 16편성)

으로 운행된다. 운행간격은 출퇴근 시간대는 3분, 

그 외 시간대는 4분~12분 간격으로 운행하며(총 

운행횟수 평일 516회, 토·일요일 및 공휴일 424

회) 정차 시간은 일반역은 30초, 환승역은 40초다. 

운행시간은 오전 5시30분부터 평일은 익일 1시, 

휴일은 24시까지이다.

<우이신설선 차량기지>

 〔도시철도사업부 (02)772-7031〕

서울시, 전국 첫 무장애 문화복합단지 

‘어울림플라자’ 조성 추진

 서울시가 강서구 등촌동 공항대로 (구)한국정보화

진흥원 총 6,684㎡ 부지에 주민과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이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단

지인 ‘어울림플라자’를 조성한다. 

 ‘어울림플라자’는 도서관과 피트니스센터, 갤러

리와 공연장까지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을 한 곳

에서, 전체 공간을 무장애 건물로 설치하는 전국 

최초의 단지로 ’18년 10월 착공하여 ’20년 말 

준공 예정이다. 

 시는 안전등급 D등급인 기존 건물을 철거, 연

면적 총 18,098㎡ 규모로 지하2층~지상6·8층 건물 

두 동(문화·복지동 / 오피스 임대동)을 신축한다. 

 문화·복지동엔 게스트룸, 대강당, 전시실, 교육실, 

도서관 등 연수시설과 문화 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되고, 수화통역사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 이용시설의 편의시설 구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기술지원 업무를 하는 장

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행정 지원 기관도 들어

선다. 

 오피스동은 공항로, 9호선 등촌역과 인접한 지

리적 이점을 살려 지하2~지상8층 연면적 5,630㎡ 

규모로 신축하며, 사무공간을 필요로 하는 주변 

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근린생활시설과 기술

종합단지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3년간 빈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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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어 있는 (구)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를 조

속히 철거하고 9미터 이상 되는 축대를 없애 녹

지와 개방 공간을 만드는 등 환경 개선부터 실

시할 예정이며, 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말에 설계 현상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46〕

서울시 건축상 대상 ‘한내 지혜의 숲’ 선정

 2017년 제35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한내 지

혜의 숲’(설계 : 장윤규, 운생동건축사사무소)이 

선정되었다. 

 ‘한내 지혜의 숲(노원구 마들로86, 연면적 

359.37㎡)은 문화공간이 부족하였던 인근 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내근린공원을 활성화하였다. 

외관은 도시 속 작은 산들의 겹침을 결합한 형

태로 산과 숲의 나무의 겹침을 은유적으로 표현

하였다.

 최우수상은 신축 2점, 리모델링 1점, 녹색건축 

1점으로 총 4점이 선정되었다. 먼저 신축에서는 

더북컴퍼니사옥(설계 : 김성우, NEED건축사사무

소)과 논현동 d’A프로젝트(설계 : 이상대, ㈜스

페이스연건축사사무소), 리모델링에서는 SOLO 

HOUSE(설계 : 김범준, TOPOS건축사사무소), 

녹색건축에서 KT광화문빌딩 East(설계 Renzo 

Piano & 박도권,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친

환경설계 : ㈜EAN테크놀로지)가 선정됐다.

 또한, 전문가 심사와는 별도로 실시된 시민투표

(엠보팅)로는 총1,824명이 참여하여 플랫폼 엘

(PLATFORM-L), 한내 지혜의 숲, 더북컴퍼니 사옥 

등 3작품이 선정되었다.

 올해 35회를 맞이한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장려하기 위한 

상으로, 서울의 건축문화와 기술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여 격려하는 서울시 건축

분야의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는 녹색건축 분야

까지 확대하였다.

 올해는 총 93작품(신축 69작, 리모델링 13작, 

녹색건축 11작)들이 응모되어 김영준 건축가(서

울시 총괄건축가)를 포함한 건축가 5인으로 구

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수상작품이 선정되었다.

 〔건축기획과 (02)2133-7274〕

서울시-한전, 연 50만 톤 지하수 재활용

 서울시와 한전이 전기케이블이 통과하는 지하

공간(전력구)에서 발생, 하수관으로 버려지곤 했던 

일 1,300톤(연간 50만톤) 지하수를 도로를 청소

하고 공원에 물을 주고 도심 열섬현상을 잠재우

는데 재활용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17일

(목)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지하 유출수 재활용과 관련해서 한전과 공공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전이 서울시 내 8개 전력구의 유출지하수를 

지상부로 끌어 올리는 급수시설을 설치하면 서

울시는 시설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해 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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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용수로 이용하고 관리한다. 

 8개 급수시설 중 2곳(영오, 신림)은 현재 설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6곳 전력구 급수시설도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하고, 안전한 지하

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 수질검사도 실

시하기로 합의되었다.

 서울시는 버려지고 낭비되된 유출지하수를 재

활용함으로써 ①극심해진 가뭄 등 비상요인에 

대응하고 ②자원 재활용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며 

③상하수도 처리 비용을 낮춰 약 1억 6500만원

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6월 수립한 ‘서울특별시 

지하수 관리계획’을 근거로 유출 지하수 활용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중 3개 

지하철역(동묘, 독립문, 종로3가역)에 급수시설이 

설치되며 자치구에서 6개소의 급수시설이 추가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내 전반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의 장기적 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 그 결과를 토대로 2018년에는 민간 건축

물의 유출지하수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

련할 계획이다.

 〔물순환정책과 (02)2133-3777〕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약칭 ‘서울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가 9월2일(토) ~ 11월5일(일) 돈의문박물관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비롯해 서울의 역사 

및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제히 열린다.

 이번 비엔날레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초대 총감독은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Alejandro Zaera-Polo)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맡는다.

 ‘도시’와 ‘건축’을 화두로 한 국내 최초의 글로벌 

학술·전시 축제이자 서울에서 열리는 첫 번째 비

엔날레다. 뉴욕, 런던, 상해 등 전 세계 50여 개 

도시, 美 MIT, 日 게이오 등 세계 40여 개 대학, 

영국 왕립예술학교 등 120여 개 기관을 비롯해 

직접 참여 인원만 총 16,200명에 달한다.

 제1회 서울비엔날레의 주제는 ‘공유도시(Imminent 

Commons)’다. 서울시는 총 300여 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도시가 직면한 도시환경적·

건축적·사회문화적 도시문제를 풀어갈 방법론으로 

공유도시를 제안, 도시가 무엇을, 어떻게 공유할

지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제 평양의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로 재현해 

평양 주민들의 일상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평양전’을 

비롯해 임대료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샌

프란시스코가 내놓은 ‘공동주거지도’, 탄소제로배출

도시를 목표로 한 스페인 마드리드의 ‘드림 마드리드 

프로젝트’ 등 세계 도시들의 이색전시도 개최된다.

 비엔날레 프로그램은 2대 메인전시인 ▴주제전 

▴도시전과 서울의 역사·산업 현장에서 열리는 ▴
현장 프로젝트, 세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 <주제전>은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무대로 도시

문제 해결방안을 ‘아홉가지 공유(Nine Commons)’ 

주제를 통해 제시한다. 기술, 정책, 생활양식, 디

자인 방향 등 총 39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서울의 대중교통에 센서를 부착해 

서울의 미기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서울 온 에어 : 도시활동을 위한 증강

환경>, 서울 곳곳에서 채집한 다양한 냄새를 구분

해 후각적인 관점에서 공간을 파악하는 <서울의 

냄새지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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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도시전>은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

하고자 시도한 세계 도시들의 공공프로젝트를 소

개하는 전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

린다. 뉴욕, 런던, 빈, 샌프란시스코, 상해, 평양 

등 50개 도시의 프로젝트가 전시되어 세계 도시

들의 다양한 공유가치를 비교분석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서울은 4개 프로젝트(▴서울잘라보기 ▴
성북예술동 ▴서울동네살리기 2건)를 소개한다. 

 셋째, <현장 프로젝트>는 공유도시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①생산도시

(도심제조업/세운상가, 창신동, 광장시장) ②식량

도시(물·식량/돈의문박물관마을) ③똑똑한 보행도시

(보행환경/DDP, 을지로~청계천) 세 가지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비엔날레’ 기간 동안 영화상영, 투어, 

포럼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열린다. 전

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별 신청방법과 신청일정 

등은 서울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http://www.seoul 

biennale.org/)를 통해 참고하거나, 서울비엔날레 

사무국(02-2096-0108)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 전시 프로그램 개요>

  〔도시공간개선단 (02)2133-7622〕

서울시, 월드컵대교 북단 2개 램프 개통

 서울시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월드컵대교의 북단 내부순환로→증산로(월드

컵경기장, 은평방향), 내부순환로→강변북로(일산

방향)를 연결하는 램프를 8월 15일(화) 0시에 우선 

개통하였다.

 이로써 건설 중인 월드컵대교 북단 램프 6개소 

중 월드컵대교와 내부순환로를 연결하는 2개소의 

램프를 제외하고 모두 개통된다.

 성산로/내부순환로→강변북로(일산방향) 진입 차

량과 강변북로(일산방향)→증산로(월드컵대교, 은

평방향) 진출 차량의 차로 변경에 따른 위빙현상

(Weaving, 다른 주행차량과 엇갈림 발생)으로 인한 

상습정체 현상이 해소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

안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로, 연장 1,980m의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를 

오는 2020년 8월 개통예정이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2017년 8월 42%의 공정

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15개소의 수상 교각 시공을 

완료하고 교량의 주탑과 교량 상판인 거더를 제작·

시공 중이다. 또, 주요도로와 연결을 위한 난지한강

공원 교각(7개소), 강변북로 상 교각(1개소) 등 8

개소의 교각을 설치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02)2133-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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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호 중랑물재생센터 ‘하수도과학관’ 탈바꿈

 40년 간 강북·노원 등 서울시 10개구의 생활하수 

정화·처리 등을 도맡아온 국내 1호 하수처리장인 

성동구 소재 중랑물재생센터(1976년 건설, 전 

청계천 하수처리장)가 체험과 전시, 공원녹지가 

결합된 국내 최초의 하수도과학관으로 재탄생한

되었다.

 기피시설이 생활 속 환경시설로 완전히 탈바꿈

되는 이번 사업은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사업

으로 추진되었으며 ’09년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 

9월 5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서울하수도과학관은 면적 2,365㎡ 규모로 ▴하수

처리 시설(지하) ▴하수도에 관한 전시장(지상 1층) 

▴체험·참여 시설(지상 2층) ▴물순환테마파크

(하수도과학관 주변)로 조성된다.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한 시설로, 하루 25만 톤 

하수를 종전과 같이 처리한다. 아울러 기존 정화된 

용수는 하천으로 방류됐다면 이제는 일부 용수를 

먹는 물 수준까지 정화(활성탄 정화 및 여과)시켜 

하수도과학관 주변 공원 연못 등에 재이용할 계획

이다.

 지상 1층에는 하수도의 역사, 기술, 미래 등 하

수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시장 및 영상 

관람시설이 들어선다. ‘100년의 역사를 품고 흐

르는 도시의 정맥, 아랫물 길’을 주제로 ①Zone 

1. 아랫물길, 역사를 흐르다 ②Zone 2. 아랫물

길, 기술을 말하다 ③Zone 3. 아랫물길, 미래를 

향하다 3개의 구간에서 상설 전시된다.

 지상 2층에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도

하는 어린이 눈높이의 체험·참여시설, 복잡하고 

어려운 하수처리과정을 쉽게 볼 수 있는 견학 

공간을 마련했다. ①Zone 4. 아랫물길, 문화를 

품다 ②Zone 5. 아랫물길 지키기 ③Zone 6. 다시 

태어난 아랫물 ④정보 도서관, 교육실 등 기타 

공간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하수도과학관 주변에는 물순환테마파크 

4개존과 다목적놀이터 등 주민친화 시설이 조성

된다. 물순환테마파크는 다양한 시설을 통해 물의 

여행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이다. 개발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저영향 개발(LID) 시설을 

설치·홍보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형향 개발을 

유도하고 건강한 물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다.

 〔물재생시설과 (02)2133-3826〕

‘한강대교’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가 한강대교(舊 한강인도교)와 이를 지지

하던 노들섬(舊 중지도) 건립 100주년 및 노들섬 

특화공간 착공을 기념하여 한강대교 및 노들섬의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연결의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걸어서 한강을 건너는 최초의 다리인 한강인

도교 건립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건이었듯이, 

2018년 새롭게 탄생할 노들섬 특화공간과 더불어 

한강대교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연결방법을 찾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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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연결방법이란 교량, 시설 

등의 물리적인 연결방법 이외에, 도시, 건축, 교통, 

생태, 역사, 문화, 사회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가 가능하다.

 응모된 작품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18개 

작품, 온라인 인기투표를 통한 5개 작품 등 총 

상금 1,100만원에 23개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은 10월 중 개최 예정인 노들섬 축제에 맞춰 

시상식과 전시 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9월 22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nodeul.org)를 참고하면 된다.

 〔공공재생과 (02)2133-87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

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하고,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도시방재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를 규정하는 등 최근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 상 미비

점을 개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

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입안 등의 절차규정(안 제19조의2제4

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7항)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주민이 입안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동시에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용도지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기초조사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복

잡하거나 중첩된 용도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 

조정(안 제21조제2항제4호)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서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경우

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방재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을 거치도록 

개선함.

다. 용도지구 종류의 통․폐합 및 세분화(안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

 기존의 미관지구과 경관지구가 통합되어 신설된 

경관지구를 자연․시가지․특화 경관지구로 세분화

하고, 기존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가 통합되어 

신설된 보호지구를 역사․중요시설물․생태계 보호지

구로 세분화하는 등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된 

용도지구 체계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라.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가능 대상지역 및 기준 

규정(안 제31조제6항 및 제7항)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용도

지구는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

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필요한 곳에 지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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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복합용도지구 제도

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마.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

56조의2제1항 및 제56조의3제5항)

 보전용도의 지역에도 성장관리방안을 원칙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하여 수립․변경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

도록 하는 등 성장관리방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바. 경관지구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2조

제3항제2호)

 기존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면서 미관지구 

안에서 제한할 수 있었던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돌출하는 건축물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관지구를 통하여 

건축물의 미관에 관한 사항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 

사.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9조의2)

 복합용도지구가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도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여 

복합용도지구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 규정

(안 제85조제3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

지관,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

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

거를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역량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부실

심의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

방을 목적으로 시공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

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안 제9조제2

항, 안 제17조제5항, 안 제18조제5항)

1)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심의시 부실심의를 방지

하고 분야별 평가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할 필요

2)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설계

심의분과위원회,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조정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자격요건(안 별표2)

1)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자격요건이 공무원, 공기업

ㆍ준정부기관 직원, 연구원 및 교수에 한정되어 

있고 군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므로, 특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시 주로 포함되는 군

인에 대한 자격요건 마련 필요

2)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자격요건에 “건설기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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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중령 이상 군인” 조항 신설

다. 중앙설계심의분과 위원 활용 확대(안 제18조

제5항)

1) 필요한 경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도 지방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설계심의분과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라.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확대(안 제35조 제1항)

1)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최초 

보호기간을 당초 5년 범위내에서 8년 범위내로 

3년 확대 

마.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상 축소(안 제43조 

제1항)

1) 건설기술자 교육대상을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중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기

술자로 한정하여 교육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발

주 의무화(안 제55조제3항 개정) 

1)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통합발

주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발주토록 개선

사. 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 사업 확대 등(안 제

55조제1항, 안 제57조, 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1)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의 경우 기본설계 시

에도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전문가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중 중복되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리스크 관리 

등을 추가하는 등 체계화

3) 설계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대상을 일

원화하여, 발주청이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

까지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

도록 유도

아.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화(안 제98

조제2항 개정)

1)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계획 수립절차를 개선

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심사 결과 통보 기한 규정(안 제98조제3항 

개정)

1)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ㆍ허가기관)이 안전관리

계획의 승인을 위해 외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반드시 검토를 의뢰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심사 

결과 통보 기한을 20일로 일괄 규정

차. 안전관리계획 심사 時 외부전문기관 검토 

의뢰 의무화(안 제98조제4항 개정)

1)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ㆍ허가기관)이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사

할 때, 반드시 외부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하여 검토를 받도록 계획 수립절차를 개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정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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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하고 9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 설치 ․관리(안 

제15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은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주민 및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관리를 

검토하도록 하며,

 이와는 별개로 주민이 직접 설치․관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요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

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방법, 

검토 및 협의,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리 및 지하

안전점검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제5조부터 

제37조까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검토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제38조부터 제52조

까지)

 평가서의 검토사항, 검토의뢰 절차,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 검토절차와 협의내용의 결정, 협의

내용에 대한 사전의견청취, 협의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 등 협의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제53조부터 제69조

까지)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 협의내용이행 조사

대상사업의 결정, 조사결과의 관리, 사후지하안전

영향조사서의 검토 및 미실시 등에 관한 조치 등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절차를 정함

라. 지하안전영향 재평가(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재평가 대상사업의 결정과 실시요청, 재평가의 

실시, 재평가 결과의 제출 등 재평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  

마. 지하안전점검(제81조부터 제90조까지)

 지하안전점검 실시범위, 장비, 실시 방법 등 지하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기초자료조사, 

도로변형조사, 지표투과레이더탐사 결과 등 지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4〕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의 반대 등 거부 발

생과 이에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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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책 

등이 마련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주민의 공원이용 편리성 등 제고

① 인근 지역주민도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

을 입지하게 하고, 연결로 설치 등을 검토하

도록 하는 내용 신설

② 비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주변 경관과 조

화를 이루도록 내용 신설

나. 특례사업 추진절차 및 방법 등 일부 개선

① 특례사업은 대상지 공원을 우선 선정하여 다수 

제안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변경

 - 현행 제3자 제안공고 가능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조문 수정

② 다수제안 또는 공모 시 제안서 평가표 항목 

사전 공고

 - 사전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

③ 제안사업 수용 전 도시공원위원회 외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추가

 - 비공원시설의 적정성․주변경관 조화 등 도시계획 

측면의 사전검토 강화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자문

 - 공동자문 위원회의 중점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

다. 분할 시행시 일부 흠결사항 개선

 - 자투리 토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후 

잔여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민간공원 사업의 

추진을 불허하고 있으나, 

 - 잔여면적이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명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13.12월 개정 이후, 설계지침에 

대한 해석의뢰, 변경 제안 등 민원사항과 관련 

법령 및 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외국인의 도시철도 정거장 이용 시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결과를 설계지침에 반영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

시설 설계 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9월25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설계지침에 대한 민원사항과 관련 법령·기준

의 변경사항 반영

 - 환승구역 내 공용화장실을 설치(안 2.2.2.)

 - 공중전화 이용률 저하를 감안하여 통합(안 

3.2.5.)

 - PSD 출입문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집·개

표구 카드단말기를 양쪽에 설치(안 3.6.)

 - 장애인 탑승위치에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50㎜ 이상인 경우 경고설비 설치, PSD와 승

강장 연단 사이가 10㎝ 이상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안 3.2.1.)

ㅇ 제로에너지 건축 및 환기구 안전사항 반영

 - 정거장의 조명을 LED등 사용(안 2.1.3.)

 - 지상 노출 환기구의 보행자 접근 차단(안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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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 도시철도 정거장 이용 불편사항 개선

 - 환승통로 주요공간과 편의시설에 대한 다국어 

표기의 안내 표지판 설치(안 2.1.2. 안3.4.1.)

ㅇ 지침의 구성체계 변경 및 중복내용 정리 

 - 기존의 일반사항, 권고사항, 기준사항을 통합

하여 기준사항으로 통일하고 중복 내용을 조정

하여 지침을 간소화(총 5장, 번호체계 5단계)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59〕

‘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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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차 상계1수문 정밀안전진단용역 

○ 문비 도막두께 측정값(46~174㎛)이 기준두께

(180㎛)보다 현저히 작은 값으로 조사되었으

니 재도장 기준 및 수문 시설물에 적합한 보

수·보강 공법을 제시할 것

○ 외관조사망도에 기재되는 결함 물량표에는 

보수부에 대한 최종보수내역을 조사하여 손

상부에 대한 보수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전차 정밀점검(2014년) 용역과 비교시 배수

암거내 신규로 발생된 균열에 대한 원인(상부 

동부간선도로 영향 여부) 및 진행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서에 추가할 것

■ 제78차 2017년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 설계심의

○ 역사공원, 선사생활체험마당 등과 조화로운 

포장패턴으로 검토 필요

○ 도토리 숲 구역의 수종 구성은 선사시대의 

채집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상수리나무와 

더불어 식물사회학적 구성수종(갈참나무, 졸

참나무, 굴참나무 등)으로 규격을 다양하게 

배식하되 R6~8의 재배수목으로 배식하여 조

기에 활착되고 하자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 넓은 포장면으로 이루어진 진입광장의 일상적 

이용을 고려하여 도토리숲과의 경계부 인근에 

그늘식재를 도입할 것

○ 악천후 시 공사 중단 기준을 시방서에 명시

할 것(강우, 강설, 강풍에 대한 기준을 명시)

○ 막구조 파고라는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고, 설계 시 고려한 하중 명기 

및 안전성 검토, 철골부재의 접합상세 작성

하고 주각부는 경사면 고려하여 상세 작성할 것  

■ 제79차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변경설계심의

○ 추가 지반조사시(NBH-5,6) 수행된 실내 및 

현장시험 결과가 없으므로 지층확인 이외에 

층별 실질적인 지반공학적 정수에 대하여 재

검토할 것

○ 변경구간 중 토사구간(PD-2A)에 대하여서는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하반굴착 보다는 

CD(좌우)굴착방법의 적용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본선터널 굴착 및 보강순서도 PD-2A, PD-2B 

하부 반단면 시공순서에서 가인버트 제거가 

강지보공 설치후로 되어 있는데 시공순서상 

가인버트를 제거해야만 굴착이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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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버트제거→굴착의 순으로 시공순서를 수정

할 것

○ 일반적으로 개착에서 비개착으로 변경시 약 

5배의 공사비가 증가되므로 공사비 및 공기의 

증가를 감안할 만큼 중요한 변경사유에 해당

되는지 검토할 것

  - 변경 전후의 공사비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

록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공사비의 증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제80차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설치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배수시설 설계 시, 강우강도에 따른 배수시

설 용량에 대한 조사 및 침수에 대비한 설계

검토 필요함

○ 우리시 지하차도 U-Type 구간은 종단 경사 

급구배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포장파손이 

발생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국토교통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16.8. 개정) 내용 등을 참조하여 예방적 

유지보수 차원의 포장설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

○ 본 노선과 연계되는 기존도로를 통행하는 차

량에 대한 교통처리대책 검토 필요함

○ 지하차도 차량의 운행에 따른 주변주거지의 

소음 방지, 대기질 수준 확보를 위한 대책(모

니터링,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 필요함.

■ 제81차 허브천문공원 전망데크 조성사업 설계심의

○ 데크 하부 기존 사면의 표면배수 방향 검토를 

통하여 소단부 배수로 등 보완 검토

○ 데크 난갈살 간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에 의하면 

최소 100mm 이하로 규정하는 바, 현재 

123mm 간격 조정 검토

○ 목재파일 두부보호장치 등의 항타에 대한 주의

사항 또는 작업에너지 등의 시방기준 필요

○ 내용한도의 기준 등을 표시하고, 적용자재에 

대한 LCC 검토결과 내용 보완 필요

○ 법면부분에 대하여 건기, 우기, 지진시 및 전체 

Sliding에 대한 사면안정성 검토 필요

○ 무대데크의 안정성을 위해 가로방향으로도 

조이스트부재 추가하여 연결하는 방안으로 

검토요망(구조도 보완 필요)

○ 치안상 불리한 데크터널 측면의 개방성 개선 

방안(하부 일부 개방하는 등) 마련 요망

■ 제82차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공사중 환경영향 저감시설(세륜세차시설, 폐수

처리시설, 이동식 화장실, 가설방진망, 침사지, 

가설방음벽, 건설폐기물처리 등)을 상세히 검토

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가이드라인 준

수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반영여부를 확인

할 것

○ 교통량 조사 및 교통시설조사에 다음 조사내

용을 포함할 것

 - 교통량 조사는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고 오전·

오후 첨두시와 비첨두시로 나누어 조사할 것

 - 보행량 조사를 추가하되 평일과 주말로 구분

하여 조사할 것

 - 각 구간별로 교통시설 및 노상적치물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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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차로폭원 및 유효보도 폭원을 조사

할 것

 - 조사대상 지역을 블록별로 구분하여 주차 실

태를 조사할 것

○ 환경영향 검토에 “도심 역사고궁 방문객을 

위한 하절기 도시 열섬화 저감을 위한 포장

공법 제시 및 전·후 효과 예측 분석”을 추가

할 것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

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Design For 

Safety)” 내용을 추가할 것

■ 제84차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신축공사 설계심의

○ 지하 2층~지상 3층 평면 OPEN 구간이 많아 

에너지 낭비, 각층 빗물 처리문제, 겨울철 결

빙에 의한 보행자 안전사고, 상부 및 측면 

빗물침투에 의한 누수·벽체 오염 등 우려 있

으니 3층 옥상부분 빗물침투 방지를 위한 지붕

(캐노피) 설치 및  에너지 손실방지 등 유지

관리 대책을 검토할 것

○ 지상층 구조물의 MASS 거동이 독립적일 것

으로 판단됨. 따라서 MASS간 연결 브릿지에 

E.J설치를 검토할 것

○ 구조계획서에 증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증축 구간을 파악할  수 없음.  구조계산서와 

도면에 증축 구간과 면적, 증축되는 층수를 

명확하게 표현 바람

 ⇒ 증축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맞는 구조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EXP. JT, 연결 Bridge 등)

○ 각종 인증(녹색건축물 최우수등급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최우수등급 인증, 에

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 등)을 위한 예비인

증 계획 및 도면을 보완하여 설계단계 「예비

인증」을 득할 것

■ 제85차 온수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설계심의

○ 편백은 내한성이 약한 수목으로 마운딩 후 

식재하였지만 동해 우려가 되는 만큼 생육초

기에 차광막을 설치하여 환경에 적응 후 제거

하는 것을 검토

○ 공원등은 광원의 크기에 비해 등주(8m)가 필요

이상으로 높으므로 재검토할 것 

○ 부지정지계획도-2의 횡단 4, 5번에 나타난 

성토 계획선의 기울기가 산지법상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검토 할 것

○ 관리동 지붕마감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태양광 설치를 검토 할 것

○ 현장발생목의 놀이시설 사용 시 안전한 마감

처리에 대해 시방서나 특기사항에 기록할 것

○ 쇄석포장에 대한 시공순서(가장자리에서 중앙

으로, 낮은곳에서 높은곳으로 등)를 제시바람

○ 관리사무소 동선이 전체적으로 건축물 외부

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이용자 동선이 너무 

길어지고 관리가 어려우므로 평면 재계획을 

검토할 것

■ 제86차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주차출입구 위치 검토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 타공판넬과 외벽이 접하지 않고 공간이 있어 

프레임이 형성되는 부분에 대한 상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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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프레임과 만나는 부분도 있기에 정확하게 

표현된 디테일이 요구됨

○ 지하1층 수영장옆에 전기실이 위치해 있어 

전기실의 안전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 (벽면 온도차에 의한 결로, 습기발생, 

수영장바닥 물이 바닥높이가 낮은 전기실측

으로 스며들는 수 있는 가능성대비 방지대책 등) 

○ 서비스 하역주차장과 하역공간에서 서비스동

선이 다른동선과 가능한 분리되게 명확하게 

할 것

○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 동선(장애인주차 동선 

포함)과 보행자동선 혼재로 보행환경 악화로 

인한 노약자 등의 통행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으니 안전시설설치를 검토 보완할 것

○ 본 설계에 반영한 에너지효율계획(1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최우수(그린1등급)] 인증, 장

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가이드라인” 적용내용 및 

검토내용 등을 설계도서(보고서) 수록할 것

■ 제89차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고압모터를 제외한 저압설비에 대해서는 22.9kV 

/380-220V 일단 강압방식에 대해서도 경제성, 

유지관리 편리성, 손실전력 최소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전기 분야)

○ 기존 GIS 설비, 수전용 154kV선로(케이블) 

등 철거되는 내역 및 물량을 조사하고, 철거

품에 대한 재활용 여부 등 처리계획을 검토

할 것(전기 분야)

○ 수전전압 변경을 위한 발주기관과 한국전력

공사간의 MOU 등 체결 선행을 위한 업무중재 

등을 지원할 것(전기 분야)

○ 전기실 증축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이 구조적

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 계산서를 첨

부할 것(건축분야)

○ 변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비교 검토하여 설계

할 것(기계 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에 의하여 총공사비 100억 원 이

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VE를 시행하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시 제출할 것.(공통 분야)

■ 제90차 탄천보행교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대규모 행사와 경기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대규모 보행 교통량이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할 것

○ 수리·수문 검토항목을 추가하고 다음의 내용을 

반영할 것

 - 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 상승, 기존하천에 

미치는 영향(침식, 퇴적 등)을 검토할 것

 - 기 수립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할 것

○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을 제시하고, 

진동해석(20~30개의 고유진동모드, 고유진동수) 

및 내풍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

○ 공사로 인한 교통 통제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교량형식 등을 검토하여 구조적으로 안전성 

확보 가능한 구조물로 계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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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 유공관을 이용한 터널 콘크리트라이닝의 

천단부 배면 공극 채움장치와 시공방법(제814호)

(보호기간 :  2017. 04. 28. ～ 2022. 04. 2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라이닝콘크리트 타설 전에 터널 천단부의 방수막에 주입용 S-PE 유공관과 배기용        

S-PE 무공관을 융착 설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계된 블록아웃용 박스에 블록아웃 시켜, 콘크

리트 라이닝 시공 후 배면 공극에 대해 주입용 볼밸브와 배기용 볼밸브를 활용하여 주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터널라이닝 천단부 배면의 공극을 밀실하게 채우는 시공장치와 시공방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터널 굴착 후 숏크리트면에 방수막 설치가 완료되면 터널 천단부의 정점       

부위를 따라 종방향으로 방수막에 주입용 S-PE 유공관과 배기용 S-PE 무공관을 융착        

설치하여 약 50m/span 단위로 블록아웃용 박스 내측으로 블록아웃시켜 놓았다가 라이닝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난 후 일정한 양생기간 경과 후에 주입관을 통해 그라우팅 주입재를      

적정압력으로 주입시킴으로 라이닝 천단부 배면공극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는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의 시공은 ①방수막 천단부에 S-PE 그라우팅 주입용(50A,유공관) 및 배기용      

(25A,무공관) 관을 라이닝 타설 이전에 융착 설치하여, ②약 50m 마다 설치된 블록아웃용 박스 위

치에 연결 블록아웃 시켜놓은 다음, ③주입은 라이닝 콘크리트의 양생기준 경과 후 지상에서 안

전하게 실시하므로 시공성과 작업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공법이다. 

     시공절차와 시공방법은 다음 도면 및 사진과 같다.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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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입장치 ‘설치’ 공정

①각종 적용자재 준비 ②주입,배기관 융착설치 ③주입,배기관 레듀사 연결

④굴착면에 밀착융착 시공 ⑤주입,배기관 설치 상태 ⑥블록아웃용 박스에 블록아웃 상태

    나)주입재 ‘주입’ 공정  

①배기 주입관에 볼밸브연결 ②충전재 믹싱 및 주입 ③주입압력 및 주입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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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비고

1
상주-안동간 고속도로
(8공구, 단촌4터널)

한국도로공사 태평양개발
2015.04∼
2016.01

3,555m 시공완료

2
상주-안동간 고속도로
(5공구, 안평1터널)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2015.08∼
2015.12

2.971m 시공완료

3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5공구, 양양1터널)
한국도로공사 삼환기업

2015.11∼
2016.04

942m 시공완료

4
상주-안동간 고속도로
(9공구, 길안1터널)

한국도로공사 한화건설
2015.12∼
2016.09

761m 시공완료

5
창원-김해간 고속도로 
(4공구, 한림4터널)

한국도로공사 (주)한양
2016.02∼
2016.11 

3,507m 시공완료

6
안동-영덕간 고속도로
(15공구, 지품4터널)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2016.04∼
2016.09

827m 시공완료

7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5공구, 군업1터널)
한국도로공사 삼부토건

2016.05∼
2016.10

902m 시공완료

8
김해-부산간 고속도로
(10공구, 철마1터널)

한국도로공사 KCC건설
2016.09∼
2017.02

1,338m 시공완료

 나. 향후 활용전망

    콘크리트라이닝의 배면 천단부에 공극이 발생될 경우에는 터널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시공방법 및 시공장치가 개선된 이 신기술을 적용하여 

콘크리트라이닝의 배면 공극을 밀실하게 채움을 한다면 라이닝 균열, 누수 등 하자 예방과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 및 내구성 향상으로 JET팬 등 시설물 설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 및 철도의 건설 및 개량시 주행의 고속화를 위해 터널연장 뿐만아니라 대단면터널,      

장대터널의 시공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국가 경제력의 급속한       

신장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따라 터널구조물의 건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기술에서는 2∼3개홀/span이 설치되므로 주입은 매 3m 마다 지상 6∼7m 고소작업을 하고 

있으며, 라이닝 타설시 주입 Pipe가 이탈하는 등 유지가 곤란하고, 주입후에도 공동이 발생되는 

등 시공성에 한계가 있다. 

    반면 이 신기술에서는 주입관과 배기관을 미리 터널 천단부 방수막에 융착 설치한 후 라이닝 콘크

리트를 타설하고 양생이 완료된 후에 매 50m 단위로 설치된 블록아웃용 박스 위치(지상)에서 안전

하게 일괄 주입하므로 주입시공성 및 작업안전성이 향상되어 천단부 배면공극을 보다 밀실하게 

채움할 수 있다.



- 25 -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현재까지 국내에서 적용되어 왔던 라이닝 천단부 배면공극 채움하는 기존의 공법으로  한계가 

있음을 터널 현장에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기술이 적용된 한국도로공사 8개 

터널 현장에서 주입재가 기존공법보다 5∼7배 더 충전되고, 설치 및 주입 공정이 진일보된 기술

임을 시공 관계자들이 직접 확인하였음으로 도로터널 뿐아니라 철도터널 등 기존 시장에서 이 신

기술이 보급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향후 수년간 동종 분야 기술수준을 선도함은 물론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하겠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국내외 터널 라이닝 천단부 배면공극 채움 공법 사례를 살펴보면, 라이닝 천단부에 2∼3개/span 

정도의 그라우팅 홀을 설치 하여 천단부 방향(아래→위)으로 주입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므로, 이 신

기술과 같이 진일보한 설치 및 시공법을 적용한다면 경쟁력이 우수할 것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시공비 등

    시공비 측면에서는 기존기술에 없는 주입장치 설치비가 추가되고 기존기술 보다 주입량이 약 7배 

이상 더 주입되고 있으므로 시멘트 사용량도 증가될 것이나, 진일보 개선된 이 신기술 적용으로 

배면공동을 보다 밀실하게 채움으로써 ① 라이닝의 구조적 안정성 증대(라이닝 균열저감 및 누수

방지 효과)로 JET팬 등 시설물 설치 용이는 물론 ②균열저감에 따른 미관 향상, ③터널 공용중 

보수보강 횟수를 감소 시키므로 인한 이용객의 편익증진, ④보수공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교통

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의 저감 ⑤ 생애주기비용(LCC) 감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이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2) 유지관리비 등

    진일보된 신공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라이닝의 천단부 배면 공극을 보다 밀실하게 채움을 함으

로써 라이닝의 구조적 안정성 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또한 균열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기

술의 생애주기비용(LCC) 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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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 적용으로 라이닝 균열저감에 따른 미관 향상 및 공용중 보수 횟수를 감소시키므로 인한 

이용객의 편익증진, 보수공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의 저감 등은 물론 

초기 주입시 토출되는 주입재를 호퍼로 재유입시켜 사용함으로 시멘트폐기물 발생이 전혀 없어 

친환경적이며 기술혁신에 따른 시장확대 효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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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설계로 제작된 무확관 소켓강관을 이용한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 내 강관삽입공법(PIP-3D)(제815호)

(보호기간 :  2017. 05. 19. ～ 2022. 05. 1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관경 D800mm이상의 기존관(노후된 중·대구경 상수관로, 수로터널, 추진관)을 3차원 설계(3D측량

으로 기존관 내면 형상 및 3D좌표값을 취득하고, 그 형상대로 3D관분할도 작성)로 공장 제작된 

확관부 없는 소켓강관(PIP강관)을 운반바퀴를 양단부 측면으로 임시 설치하여 1본씩 부설위치까지 

이동한 후, 그 지점부터 소켓내면을 이용하여 맞대기 용접하고 기존관과 신설관 사이를 시멘트계 

그라우트로 충전하는 비개착 강관삽입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① 3D측량  ② PIP강관 공장제작  ③ 강관인입  ④ 1본씩 관내 운반  ⑤ 맞대기 용접 

   ⑥ 용접부 초음파탐상(UT) 검사  ⑦ 용접부 내부도장  ⑧ 그라우트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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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구분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신기술공사금

액(천원)
비고

1
율량배수지 신설 공사 

(배관공사)
청주시 리드종건(주)

12.04.23∼
14.12.15

D800mm
L=206m

157,000 준공

2
울산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선공사(2차)
K-water SK건설(주)

14.05.23∼
14.12.15

D1200mm
L=1,074m

1,736,900 준공

3
공업용수 정수장 폐쇄이전 

시설공사
부산시 새벽건설(주)

15.08.27∼
15.11.30

D2200mm
L=156m 

418,000 준공

4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K-water 삼부토건(주)

16.03.25∼
17.02.28

D1350mm
L=922m

1,306,803 준공

5
미포방어진(현대차)계통 누
수다발구간 안정화공사

K-water (주)한일
16.04.04∼
17.01.08

D1100mm
L=1,031m

988,327 준공

6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신뢰성제고사업 1공구

K-water 금호건설(주) 16.10.∼
D2400mm
L=571m

1,944,000 시공중

7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신뢰성제고사업 2공구

K-water 쌍용건설(주) 16.12∼
D1100mm
L=3,288m

3,357,000 시공중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의 경우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수도관 및 수로터널의 급증으로 K-water를 시작으로 서울시, 

부산시 등 특·광역시 및 지자체의 대구경 관갱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4조원 규모의 관개량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구조적 갱생공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 신기술은 무확관 소켓강관의 개발로 확관부를 배제하여 관로누수사고의 원인을 제거하였고, 

기존관의 관종에 상관없이 강관을 삽입하여 기존관보다 강한 내구성을 확보하며 국내 자재와 기

술을 적용하여 환경변화의 영향이 적고 관추진 등 기존공법보다 경제성이 우수하며 3D설계 등 

첨단 기술의 적용으로 선진국에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활용전망이 매우 높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외 비개착개량은 노후관 교체공사, 비구조적 관갱생, 관추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장물 

증가, 구조적 보강 불가, 곡률부 시공 곤란, 1회 시공연장 100～200m로 제한적, 신설관의 관축소 

300mm이상으로 과다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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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은 3차원설계로 기존관 내면의 형상에 따른 삽입강관을 공장제작 후 설치하므로 구조적 

갱생 및 곡률부 시공이 가능하고, 비개착으로 지장물의 영향이 적으며 1회 시공연장이 1,000m

이상 가능하고 관경 축소가 100mm이하로 관갱생, 관추진, 수로터널 공사 시 수량감소 없이 내

관의 관경 축소를 경감할 수 있으며 확관부 배제로 관누수사고의 원인을 제거 하였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신 기술은 특허 및 녹색기술인증으로 기술력을 확보한 3차원 설계 도입, 확관부없는 소켓강관 

개발, 관내부 1본씩 이동 및 소켓 맞대기 용접 도입 등 독창적인 기술개발로 기존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강관 및 충진제, 3D측량 및 관용접 등 전 공정에 국산자재와 

국내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성을 확대하므로써 국내 비개착 공법의 기술력을 향상시켰으며 

K-water 및 특·광역시 등에서 노후관 개량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3차원설계로 확관부 없는 소켓강관을 공장 제작하고, 기존관내로 1본씩 이동하여 소켓을 이용한 

맞대기 접합으로 용접부의 내구성 등 품질향상, 공기단축 및 공사비절감, 굴착공사 시 발생하는 

민원감소 등의 장점으로 수도관 개량사업에 경쟁력 및 보다 큰 시장을 확보하였다.

    세부적으로 노후관 개착공사 대비 가시설의 절감으로 공사비 50% 수준의 절감 및 민원문제 감소,  

곡률부 및 장거리 시공, 작업구 개착으로 인한 교통민원 등 위험이 감소하며, 관추진 등 비개착

공법 대비 반력벽 미설치 등으로 공사비 20% 수준을 절감하였다.

    또한 국내 유일의 강관삽입공법으로 특허 5개, 녹색인증 취득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유사기술 

출현의 가능성이 낮으며, Slip-lining공법에 3D측량, 3D관분할도 작성 등 3차원설계 기술을 최초로 

적용하여 관갱생 기술을 먼저 개발 및 적용하고 있는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노후관 개량 기술의 

역수출 타진 등 해외시장에 대한 기술수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원) 

   기존관 D2,100mm에 신설관 D2,00mm를 부설하는 경우 m당 단가는 다음과 같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총원가

2,317,084 1,186,682 530,642 4,0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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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신기술은 기존관 D2,100mm에 신설관 D2,000mm 삽입, 기존기술은 D2,000mm 강관을 부설하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 비교는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 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총원가

신 기 술 2,317,084 1,186,682 530,642 4,034,408

기존기술 3,274,822 1,627,374 1,009,613 5,911,809

대비(신기술/기존기술) 71% 73% 53% 68%

  (3) 공사기간

    D2,000mm를 기준으로 한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기간 비교는 다음과 같다.

노후관교체공사 신기술 계 기준

583일 443일 140일 단축(24%) L=1,000m

비개착 관로공사 신기술 계 기준

132일 124일 8일 단축(6%) L=100m

              

 (4) 유지관리비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노후관 교체공사 및 추진공 시공에 따른 일반배관과의 유지관리비 비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노후관 교체공사 신기술 비 고

LCC분석 결과

(수명주기: 50년)

D800mm
5,222,573 2,029,401

61.1% 절감
161.1% 100%

D1,500mm
79,262,191 3,828,133

58.7% 절감
158.7% 100%

D2,000mm
13,137,122 5,853,234

55.4% 절감
155.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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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공+일반배관 추진공+신기술 비 고

LCC분석 결과

(수명주기: 50년)

D800mm
5,899,018 4,656,751

21.1% 절감
121.1% 100%

D1,500mm
10,514,615 8,729,815

17.0% 절감
117.0% 100%

D2,000mm
15,277,704 12,823,280

16.1% 절감
116.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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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은 관로누수의 주요인인 확관부를 사전에 제거하는 설계와 시공으로 내용연수가 증대되었고, 

벨엔드겹치기 용접을 사용하는 기존기술 대비 소켓 맞대기 용접을 실시하여 인장강도의 향상으로 

관로사고 방지 등 사회적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기존기술 대비 유류사용료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49% 절감됨으로 환경부하 저감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신기술은 내구성이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여 원관의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콘크리트 

흄관 등 내구성이 낮은 과거의 노후관을 개량하는 경우 기존기술은 적용이 곤란하고 적용시에도 

내구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신기술은 신규 강관의 삽입으로 내구성이 대폭적으로 상승하여 

관로의 수명을 2∼5배까지 증가시킴으로서 기존기술 대비 신기술의 선호도는 단기간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기술은 내관 대비 외관이 300mm 이상 크게 시공되어 불필요한 공사비 상승이 발생하

였으나 신기술은 외관을 40～100mm 정도만 크게 시공하여도 수량감소 없이 적용되므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노후관 갱생보다 관추진 및 수로터널 공사시 더욱 크게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단계인 국내 관갱생 시장뿐만 아니라 관추진 및 수로터널 시장도 아울러 크게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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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SCAP의 도로부문 동향과 주요 현안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 간 

기구인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는 유엔의 경

제사회이사회(ECOSOC) 직속 5개 지역기구 중 

하나로서, 62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역내 경제, 

사회 협력과 개발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47년 중국 상해에서 아시아극동경제위

원회(ECAFE)로 창립하였고, 1949년 태국 방콕으로 

본부를 이전, 1974년 현재 명칭인 ESCAP으로 

변경하면서 사회 분야를 포함하고, 관할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세계인구의 절반이 넘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 유엔 산하 

지역기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ESCAP의 활동 범위는 지속가능한 개발, 거시

경제정책·빈곤감소·재정개발, 무역과 투자, 교통, 

사회발전, 환경, 정보통신기술, 방재, 통계, 에너지, 

지역개발 등에 걸쳐 있으며, 조직은 교통국

(Transport Division) 등 8개 사업부서를 포함한 

10개국, 동북아사무소 등 4개 지역사무소, 정보

통신기술교육원(APCICT) 등 5개 전문센터로 구

성되어 있다. 현재 약 600명의 직원을 파키스탄 

중앙은행장 출신인 Shamshad Akhtar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ESCAP의 사무총장은 유엔의 사무

차장(Under Secretary General of UN) 직위를 

겸하며, 국가의 장관급 각료에 준한다. 2010년 

5월 인천 송도에 개소한 동북아지역사무소는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한 한국 내 최초의 유엔 사무

국 기구로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을 관할한다.

▶ UN ESCAP 조직 구성도 

▶ESCAP 로고, 본부

 1987년부터 ‘한-ESCAP 협력기금(Korea-ESCAP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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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Fund, KECF)’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ESCAP의 최대 기여국으로서, 연간 기탁 

규모는 5백만 달러에 이른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이 기금은 무역, 교통, 환경, 양성평등, ICT 등에 

주로 사용하는데, 교통 부문은 교통장관회의, 아

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 AH)와 아시아횡단

철도망(Trans-Asian Railway, TAR) 관련 사업 

및 범정부 회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한다. 외교부 

외에도 교육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KOICA, 해양수산개발원, 한국

도로공사 등 13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ESCAP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ESCAP과 연례협의회를 통해 KECF와 기타기금

으로 시행하는 각종 협력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까지 아시안하이웨이 노선 

예비타당성검토와 투자포럼 개최를 지원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기준 제정과 ITS 서비스 모색 등을 위한 3개년 

협력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UN ESCAP 교통국

 ESCAP 교통국은 교통정책개발과, 교통기반시

설과, 교통물류과 등 3개 단위 부서로 구성되며, 

아시안하이웨이, 아시아횡단철도, 내륙항과 통합

연계수송, 교통시설과 역내연결교통망, 교통물류, 

재원조달 및 민간투자,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교통, 도서 간 해상운송 등을 다룬다. 1950년대

말부터 제기된 역내 교통망의 필요성은 1992년 

제48회 ESCAP 총회에서 ‘아시아육상교통기반시

설개발계획(ALTID)’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아시안하이웨이와 TAR의 개념을 확립하는 기틀이 

되었다. 이들 인프라는 개별국의 수송망을 연결

하고, 정부간협정 체결로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ECE)와 공동으로 38개국이 참여하여 도로, 철도, 

내륙수로를 다루는 ‘유럽-아시아 수송링크

(Euro-Asia Transport Links, EATL)’를 2002년

부터 3단계로 추진하였는데, 북한 변수가 있는 

한반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 역내 복합수송의 세 유형 (ESCAP, 2007)

▶ 주요 수송체계의 구성과 UN협정 연혁

▶ 아시안하이웨이의 목적과 비전, 발전 단계(조성민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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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를 종단하는 아시안하이웨이 AH1, AH6 노선도 

(조성민 외, 2017)

아시안하이웨이

 아시아 32개국을 지나 유럽과 연결되는 국제도

로망으로서, 8개 간선(AH1∼AH8)과 58개 지선 등 

총 66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긴 

AH1(20,557km)과 가장 북단에 위치한 AH6 

(10,533km)는 경부고속도로, 개성평양 고속도로, 

국도7호선, 동해고속도로, 평양원산고속도로 등을 

통해 한반도를 종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모

스크바에서 열린 교통장관회의 기간 중 중국, 몽골,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AH3 등을 이용한 국제

도로운송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 

ESCAP의 기술지원과, 지난해 8월 텐진항-베이징

-울란바토르-울란우드 간 2,150km의 트럭카라반 

시범운행의 산물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

셔티브를 추진 중인 중국은 이를 토대로 AH망을 

이용하여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로 연결되는 실크

로드 경제회랑을 구상하고 있다. 그간 유럽, 러

시아, 중앙아시아에서는 국가간 도로운송시 1959

년 체결된 ‘국제도로운송수장 담보 국제운송협정

(TIR Convention)’의 관세보증제도(경유지의 세관

검사와 수출입세 면제)를 많이 활용해왔는데, 이

제는 도로를 포함한 복합수송으로 적용을 확대

하고 있으며, 중국도 지난해에 협정에 가입(우리

나라도 당사국)하였다.

 한편, 전세계 교통사고사망자의 62%가 아시아 

지역민인 현실에서, ESCAP은 사고 저감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력연구를 통해, AH협정을 개

정하여 도로안전시설기준을 추가 제정하는 절차를 

전문가들 및 협정당사국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와 UN ESCAP 협력프로그램 활동

 최근에는 국가 간 도로 수송 증가, 자율협력주행 

등 도로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따라 통행방법과 

제반 질서, 도로구조, 통관절차, 안전 등과 관련한 

당사국, 다자간 규칙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유엔 

산하 국제도로기구(IRO, 가칭)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해 ESCAP 교통장관회의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해사기구를 모델로 한 

IRO 설립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채택한 

바 있다(UNESCAP,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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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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동부간선도로(창동교~상계교) 

지하차도 설치 기본설계

․ 지하차도 B=13.75m~19.25m, L=587m

․ U옹벽 B=13.75m, L=293m 등

5,109

(741)

조건부

채택
토목

82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

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 돈화문로 궁궐가는 길 조성 : 도로

개선 및 가로환경개선(약20~22m × 

800m) 등

11,520

(502)

조건부

채택
토목

89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 정수장 및 취수장 수전전압 변경

․ 정수장 및 취수장 별도 수전설비 

구축

25,000

(317)

조건부

채택
전기

90
탄천보행교 설치 기본계획 

수립

․ 탄천보행교 설치 : 폭 30m이하,

 연장 300m

36,750

(250)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78 암사역사공원 조성공사 
․ 면적 : 22,930㎡

․ 내용 : 암사역사공원 일부 조성

4,280

(87)

조건부

채택
조경

79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변경

․ 교통우회에 따른 통행차량 안전성 

확보, 작업효율 향상을 위한 개착 

3구간 개착공법을 터널공법으로 

변경 등

71,409

(50)

조건부

채택
토목

81
허브천문공원 전망데크 조성

사업

․ 전망데크, 티하우스 등 설치

․ 수목 식재 

1,166

(48)

조건부

채택
조경

84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 연면적 17,525.99㎡

․ 주차장 135대, 어린이집 등

40,500

(1,910)

조건부

채택
건축

85
온수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

장 조성사업
․ 캠핑장 조성, 힐링숲 조성

1,600

(43)

조건부

채택
조경

86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공사

․ 연면적 9,497.79㎡

․ 도서관, 운동시설, 공연장, 방송국 등

22,127

(996)

조건부

채택
건축

정 밀

안 전

진 단

심 의

77 상계1수문 정밀안전진단용역 ․ 상계1수문 정밀안전진단 (23)
조건부

채택
토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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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     축 
목재문화체험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계용역 등 20건

2,197 2,140

교 통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관련 
교통영향평가 등 6건

626 604

기 계 설 비
풍납취수장 도수관로 수충격완화설비 
실시설계용역 등 2건

59 53

도 로
탄천보행교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9건

3,558 3,215

도 시 계 획 공공청사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 등 5건 773 746

디 자 인
범죄예방디자인(CPTED) 가이드라인 개발 
등 2건

154 150

상 하 수 도
이태원동 229-5번지 하수관로 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7건

1,177 1,152

소 방 
시청(1)역 등 15개역 역무관리실 시설개량 
소방공사 실시설계용역

11 11

전 기 통 신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실시설계용역 
등 5건

474 379

정 밀 진 단
7호선 강북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3차) 등 11건

6,482 5,946

조 경
관악산공원 긴급보수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0건

517 515

지 하 철
서울교통공사 5호선 거여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3건

3,622 3,441

하 천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4건

3,563 3,279

기 타 개화산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7건 466 444

 계 102건 23,679 22,075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7년 8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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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7년 제113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7.07~7.13 8.12 9.14 9.18～9.21 10.28~11.4 11.17

< 2017년 제3,4회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8.01~8.0
7

8.26 9.07 9.11~9.14 10.14~10.25
11.03
11.24

8.25~8.3
1

9.23 10.12 10.16~10.19 11.11~11.22
12.01
12.22

< 2017년 제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8.10~8.1
6

8.26~9.3
시행
당일

10.23~10.
26

11.25
~12.08

12.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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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한다.

2016년 1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을 강행

함에 따라 미국 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있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

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앞서 미국은 

2010년 6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

시켰고, 그 결과 2015년 13년 만에 이란과 핵협

상을 타결한 바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쟁의의 대상이 된 회사의 제

품의 불매를 주장하는 것을 지칭하며, 2차 보이콧

(secondary boycott)은 1차 보이콧의 대상이 된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다른 회사에게 요구

하는 운동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