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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울의 인구는 한국 전쟁 후인 1953년 인구 백만 명을 기점으로 1988년 천만 명을 돌파하기까지 30여년 

사이에 급속하게 증가되어 왔다.

 또한, 1960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30년 동안 평균 일년에 270,000명의 인구가 서울에 유입되어 다른 

해외의 도시들과 달리 급속하게 거대 메가시티로 성장하였으며, 인구밀도 및 자동차 등록대수 또한 증가

하였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 인구밀도 : 16,912명/km2(2016), 자동차등록대수 : 3,084,245대(2016.11)

 현재 서울시내의 많은 도로에서 교통량 증가 및 차로수 불균형 등으로 인해 교통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도로 및 도로교량의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량부의 확장은 일반 도로구간에 비하여 설계 시 확장방안 등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하며, 

시공 중 철저한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만 향후 발생 할 하자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계획, 시공된 도로교량의 확장사례와 관련 국내외 설계기준, 연구사례 및 현장 실측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도로교량 확장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2. 교량 상부구조 확장방안 검토

2.1 신설구조물의 분리여부 검토 

 교량 상부구조물을 확장하는 경우의 시공방법은 크게 분리시공 방법과 강결접합 시공의 두 가지로 분

류될 수 있으며, 강결접합 시공은 중간(팽창) 콘크리트 시공과 일체타설 시공으로 세분될 수 있다.

 분리시공의 경우, 두 교량사이에 종방향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확장교량이 기존교량과 구조적으로 완

전히 독립된 교량으로 작용하게 하는 시공방법이며, 확장교량이 별도로 시공되므로 공사 중 교통차단을 

최소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타설시 동바리의 처짐, 거더의 제작오차 및 장기처짐, 차량하중에 의한 기존 교량과의 

부등처짐 등에 의해 필연적으로 두 교량사이 단차가 발생하게 되며, 통행차량의 승차감 및 주행 안전

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신축이음의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  칼  럼

  교량 상부구조물 확장 시 주요 검토사항
   
    원 종 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한국종합기술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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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결접합 시공의 경우, 접합부의 시공과 품질관리가 주의 깊게 실시되지 않을 경우 크리프에 의한 장기

처짐, 건조수축에 의한 종방향 수축, 차량의 진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구조물에 과도한 하중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신·구 콘크리트 접합부를 따라서 결함이 발생될 수 있다.

구 분 확장부 분리 - 종방향 신축이음 설치 확장부 바닥판 강결

공 법

개 요

종방향 조인트

신설교량 기존교량

강결접합

신설교량 기존교량

⋅신·구 교량을 분리시키고 종방향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함

⋅신·구 교량의 바닥판을 철근의 연속화 및 팽창

콘크리트로 강결시킴

특 징

⋅시공 및 활하중에 의한 단차발생으로 차량주행성 

불량 및 교통사고 위험

⋅종방향 신축이음의 주기적인 유지보수 필요 (작

업시 사고위험 상존)

⋅기존교량과 분리 및 별도시공으로 공정이 단순

하고 콘크리트 품질 관리 용이

⋅승차감 및 주행차량의 안전성 우수

⋅유지관리 양호

⋅기존 교량의 바닥판 슬래브 깨기 및 철근이음

등 정밀시공 필요

⋅공사기간 장기 소요 (교통전환 및 연결부 중간

콘크리트 타설 등 순차시공 필요)

2.2 강결접속부 처리방안 검토 

 교량 확폭부 강결접속 처리방안은 중간(팽창) 콘크리트 시공과 일체타설 시공으로 세분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 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분 중간(팽창) 콘크리트 시공 일체타설 시공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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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결시공시 차량진동의 영향 검토 

 교량 확폭부를 강결접속 처리할 경우에는 기존 교량에 발생하는 차량진동 등의 불규칙 하중이 신설부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로 전달되며, 진동의 크기가 일정량 이상이면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부착강도가 감소

하여 향후 균열 및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내외 다수의 사례에서 검토되어 있으므로, 양생시 

진동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현장 시공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1 관련논문 및 기준

구분 중간(팽창) 콘크리트 시공 일체타설 시공

접합

방법

 ․ 신설부 교량을 일정거리 띄워 독립적으로 시공한 

후, 두 교량 사이를 콘크리트로 타설/접합

 ․ 기존 교량과 신설부 교량을 직접 맞대어 시공

장단점

 ․ 신설부의 건조수축 및 크리프 변형에 의해서 

기존 교량에 추가 처짐 및 응력이 발생할 우려 

적음

 ․ 기존교량의 차량진동에 직접적 영향 없음

 ․ 접합면이 2곳으로 유지관리 불리하며, 시공

기간이 길어짐

 ․ 신설부의 건조수축 및 크리프 변형에 의해서 

기존 교량에 추가 처짐 및 응력이 발생할 

우려 있음

 ․ 기존교량의 차량진동에 직접 영향을 받음

 ․ 접합면이 1곳으로 평탄성 및 유지관리에 유리

하며, 시공기간이 짧음

적용

대상

 ․ 활하중에 의한 진동이 큰 프리플렉스빔 및 

강교량

 ․ PSC빔 계열중 슬래브 강결 후 2차 긴장을 

실시(IPC 등)하여, 기존교량에 추가응력이 발생

하는 교량  

 ․ 활하중에 의한 진동이 작은 RC라멘, RC슬

래브 등

 ․ PSC빔 계열 중 1차 긴장만 실시하여, 기존

교량에 추가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교량  

구 분 내 용

 ․ 진동이 양생초기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콘크리트학회지 10권 5호, 

1998.10)

 ․ 진동속도가 0.25cm/sec인 경우, 진동이 압축강도와 부착강도를 증가시키며, 

응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

 ․ 진동속도가 0.25~0.5cm/sec인 경우, 양생초기 진동이 콘크리트 특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

 ․ 진동속도가 0.50cm/sec 이상인 경우, 압축강도와 부착강도가 다소 감소

 ․ 연구결과, 재령 12시간 이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진동 규정치를 약 

0.3cm/sec 정도로 하는것이 바람직

 ․ 수직진동이 초기양생중인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 초기 양생중인 콘크리트가 주변환경의 제약으로 인하여 진동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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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진동속도 허용치

타설 후

경과

진동속도 허용치(cm/sec)

국내 기준 해외 기준

도로공사
연구소

원자력
발전소

서울,부산
지하철

미국
토목학회

미국
교통국

VIBRATECH
(독일)

0~12hr
0.5

0.254 1~4 0.254 5.08 0.254

12~24hr 1.270 1~4 1.27 0.63 1.27

3.3 현장관리 기준의 결정

  진동이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정 및 적용사례가 기관별로 서로 상이하

므로, 설계 및 시공전 현장 관리기준치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시공되는 교량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최소 허용치 0.5cm/sec를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

4. 강결접합부 시공사례 

4.1 교량현황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안동JCT Ramp부 가감속차로 설치로 인하여, 기존 중앙고속도로 

교량인 평팔4교의 확장이 계획되어져 있다.

구 분 내 용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콘크리트학회지 16권 5호, 

2004)

 ․ 6시간 이내의 진동을 받는 경우에는 0.3cm/sec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12~24시간 대에는 부착강도가 증가되므로, 진동속도를 0.6cm/sec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ACI시방서

  (ACI345, 2R-98)

 ․ 확장연결부에 일정폭 18inch(≒46cm) 이상의 연결부 Con’c 타설폭 (Clo

sure Placement)을 두어 신설구조물 Con’c 타설 후 처짐이 수렴된 후 

기존 구조물에 연결함으로써 기존교량에 유해한 응력 발생이 없도록 조치

 ․ 구조형식을 기존 구조물 형식과 동일하게 하여 처짐 (Deflection) 특성이 

같도록 계획

 ․ 차도부에 접합부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기존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 활하중의 처짐차이가 6.0mm이하일 때 일체타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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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명 형식 연장 확장폭원

평팔4교 PSC빔 30m 대구방향 : 5.241~5.264m, 춘천방향 : 4.417~5.142m

평면도

횡단면도

4.2 확장방안 검토

 실시설계시, 교량 확폭부 강결접속 처리방안은 중간(팽창) 콘크리트 시공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시공시 교량형식 및 공기 등의 세부 기술검토를 통하여 일체타설 시공방안을 검토하였다.

 - 단경간 PSC빔교이며 교량연장이 30m로 짧아, 기존 중앙고속도로 통행차량에 의한 진동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PSC빔 공법으로 바닥판 타설 후 기존교량에 추가응력이 발생하지 않

으므로, 확장시공에 의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일체 타설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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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차량진동 측정

 가. 최대 교통량 발생시간 및 위치

   최대 교통량은 오전 10~11시 춘천방향에서 발생하고 있음

노선 지점번호 구간 이정(km) 방향 시간 합계

중앙선 05511
의성 ~

남안동

172 종점 09~10 1,015  

172 종점 10~11 1,177 

172 종점 11~12 1,150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9종 10종 11종 12종

628 61 175 75 22 26 10 5 0 9 0 4 

794 36 189 92 16 28 6 8 0 2 0 6 

809 18 166 80 22 24 12 7 0 7 0 5 

 나. 진동 측정 결과

 확폭부 강결접속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 차량진동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진동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상기 3.3항에서 정의한 관리기준치와 비교하였다.

 <측정위치 및 시간 : 2016년 4월 18일>

   - 교통량 측정결과를 참조, 오전 10~11시 사이의 춘천방향에서 측정 

   - 참고적으로 오후 12~13시 사이의 대구방향 측정

구분 측정시간 최대진동속도(mm/sec) 기준치(mm/sec) 판정

춘천방향 10:12~10:52 4.43 (10:18:01) 5.0 O.K

대구방향 12:38~12:56 3.46 (12:41:33) 5.0 O.K

춘천방향 대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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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공방안의 확정

 측정된 최대 진동속도가 4.43mm/sec로, 상기 관리 기준치인 5.0mm/sec 이내이며, 대부분의 측정치가 

콘크리트 양생시 품질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3mm/sec보다 작으므로, 일체타설에 의한 신설부의 강도저

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결접속 처리방안 중 일체타설 방안을 적용하여 시공을 완료

하였다.

5. 결론

 현 서울시내의 교통상황을 고려할시 기존 도로 및 도로교량의 확장이 필요한 현실이므로, 교량확장시의 

주요검토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례를 들어 소개하고자 하였다. 

 기존구조물과 분리하여 시공하는 방안은 유지관리 및 주행안전성을 고려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13년 시공 중 교량전도 사고가 발생한 방화대교 남단접

속도로의 경우는 확장부 계획시 강결접속방안을 적용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강결처리하는 방안을 적용할 시에는 교통차단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변 교통여

건과 시공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1. 서울시립대학교 (2016) : 메가시티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

2. 콘크리트학회지 (1998) : 진동이 양생초기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 콘크리트학회지 (2004) : 수직진동이 초기양생중인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4.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사업단 (2013) : 고속도로 확장교량 강결접합부 시공품질 확보방안

5.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기술자문단 (2010) : 확장교량 접속부 처리방안 검토보고서

6. 한국도로공사 상주안동사업단 (2016) : 평팔4교 확장부 시공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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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빛과 함께 걷다(LIGHTWALK)’

 국토부와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로 조성 예정인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의 국제현장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가 

참여한 「정림건축 설계 컨소시엄」의 <빛과 함께 

걷다(LIGHTWALK)>가 선정되었다.  

 설계안에 따르면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지하 4층 

깊이까지 전체 시설에 자연광이 스며드는 지하

공간으로 구현되며, 이를 위해 영동대로 상부에 

조성되는 대형 녹지광장을 중심으로 삼성역(2호선)

부터 봉은사역(9호선)까지 지면을 가로지르는 

560m 길이의 라이트빔(Light beam)이 설치된다.

 라이트빔은 태양광을 흡수·집적하고 반사시키는 

일종의 태양광 공급시설로, ‘영동대로 광역복합

환승센터’를 특징짓는 핵심시설이다. 라이트빔은 

태양광을 시설 전체로 확산시켜서 지하에서도 

마치 지상에 있는 것처럼 환한 자연광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영동대로 상부에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와 견줄만한 약 3만㎡ 규모의 대형 

공원이 들어선다. 녹지광장을 둘러싼 주변부에는 

상록수 위주의 키 높은 나무들을 심어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소음을 차단하고 광장중앙은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수 있도록 비워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지하에 조성되는 철도 통합역사와 버스환승정

류장은 교통시설 이용수요, 노선별 특성 등을 고

려해 배치, 평균 환승거리를 서울역(378m)의 

1/3수준(118m)으로 줄여 복합환승센터로서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사는 관련분야 저명한 전문가 중 국제공모의 

취지, 해외 전문가의 참여 유도 등을 고려해 구

성된 7인의 심사위원회가 맡았다. ▴계획개념 

및 공간계획 ▴교통계획 및 기술적 타당성 ▴환경 

및 지속가능성 ▴운영상 경제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으며, 사전 기술검토(10.16.~17.)와 

본 심사(10.18.~19.)를 통해 당선작을 비롯해 총 

3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2등작은 자하 하디드-삼우 건축 컨소시업의 ‘혁

신을 향한 파동의 진운(A Drop on the Grid)’, 

3등작은 KPF-혜원까치 건축 컨소시엄의 ‘새롭게 

깨어나는 도시광장(Urban Plaza Awakening)’이 

선정되었다.

 당선자에게는 기본설계권과 실시설계·시공 과정

에서의 사후설계관리권이 주어진다. 시는 설계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후 오는 12월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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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설계 계약을 체결, ’18년 1월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19년 1월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남권조성반 (02)2133-8267〕

서울시, 국내 최대 공공 어린이 발달

장애 치료센터 개원

 서울시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할 국내 유일의 통합모델형 발달장애

치료 공공의료기관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발달

장애 치료 허브기관 역할을 할 ‘서울시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이하 ‘발달센터’)를 10월 27일(금) 

정식 개원하였다.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와 이 

뜻에 동참한 삼성의 기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오랜 염원이 더해져 이룬 결실로, 4년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열게 됐다. 올해부터 '19년까지 총 

12,000여 명(연인원)의 발달장애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에 발달장애인 진료 기관과 제공서비

스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발달센터에선 의사와 

치료사가 협업해 진료부터 치료, 문제행동, 재활, 

가족지원까지 환자 중심의 통합 치료를 제공함

으로써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달장애인은 자폐증으로 대표되는 난치성 질

환의 하나로, 국내에만 20만 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비가 엄청나고 어린 

시절 발병해 평생을 지속하지만, 치료와 부양 의

무가 오로지 가족에게만 지워져 있어 가족공동체 

붕괴로 이어지기도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럼

에도, 고비용 저수익 질환이라는 이유로 민간의료

기관에서는 잘 취급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회적 

미충족 의료서비스 분야다.

 ‘발달센터’는 기존 서울시어린이병원 부지(서초구 

헌릉로 260) 내에 단독 건물로 신축됐다. 지하 

2층~지상 5층(연면적 11,950.88㎡) 규모로 진료실, 

재활치료실, 가족지원센터, 강당, 체육관,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발달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다양한 

치료진(행동‧인지학습‧언어 ‧작업 ‧음악‧미술‧놀이 ‧임
상심리사 등)의 협진과, 지역사회(특수학교 등)와의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 ‘환자 중심’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부모와 가족에 대한 교육과 심리치료도 

병행한다. 

 특히, 새롭게 운영에 들어가는 ‘협진클리닉’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료했던 3개 진료과(정신건강

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원스톱

‧통합적 진료를 제공한다. 또 ‘유전학클리닉’에서는 

유전질환이 의심되거나 유전질환 가족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희귀질환(유전질환)에 대한 전문 검사 

~진단‧치료~가족유전 상담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종합 지원한다. 

 〔서울시어린이병원 (02)570-8118〕

서울시 비밀 지하공간 3곳 시민개방

 서울시가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 경희궁 방공호, 

신설동 유령역 등 그동안 닫혀있던 비밀 지하공간 

3곳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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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는 1970년대 만들어져 

당시 대통령 경호용 비밀시설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으로, 냉전시대 산물이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연면적 871㎡ 규모의 공간을 최

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였으며 정밀점검, 안전

조치, ’15년 한시적 개방, 시민·전문가 의견 수

렴을 거쳐 40여 년만에 공간의 역사적 배경과 

동 시대적 맥락을 결합한 전시문화공간으로 10

월19일(목) 정식 개관하였다.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 역사갤러리 내 키박스 등> 

 '경희궁 방공호'는 일제 말기 비행기 공습에 대

비해 통신시설(경성중앙전신국 별관 지하전신국)을 

갖춰 만든 방공호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침략과 

아픈 과거의 역사, 암울했던 당시의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전체 면적 1,378㎡ 규모로 10

여개의 작은 방이 있고 폭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성토 높이는 8.5m, 외벽은 약 3.0m 두께이며 

지하 직선거리는 약 100m에 이른다.

<방공호 내부 전시 체험공간> 

 '신설동 유령역'은 1974년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 만들어진 역사지만 노선이 조정되면서 폐 

역사가 됐다. 43년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아 유령역으로 불렸지만 70

년대 역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엑소의 뮤직

비디오, 드라마 스파이, 영화 감시자들 같은 촬영 

장소로 일부 활용됐다. 

≪신설동 유령역 내부≫ 

 서울시는 과거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방치돼 있던 지하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와 

같이 3개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다만 경희궁 방공호와 신설동 유령역은 우선 

주말에 한시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10.21~ 

11.26) 시간대별로(매주 토‧일 1일 4회 12:00~ 

16:00) 회별 20명을 대상으로 체험을 실시하고 

내년 중장기 활용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안전총괄과 (02)2133-8034〕

성수동 레미콘 공장 ‘공원화’ 본격화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오는 2022년 6월까지 

이전·철거를 마무리한다. 서울시는 철거부지 2만 

7,828㎡를 포함한 서울숲 일대 개발구상을 내년 

2월까지 수립,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하는 공원화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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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0월 18일(수) 성동구,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 삼표레미콘 운영사인 ㈜삼표산업과 

공장 이전·철거를 확정하는 내용의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하

였다. 

 협약서에선 ㈜삼표산업과 ㈜현대제철이 2022년 

6월 30일까지 현재 레미콘 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고, 2018년 1월 31일까지 공장 이전·철거 

및 토지 감정평가, 이행담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공장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및 협조·지원한다. 

또한 시는 후속 협약 체결 시까지 공장부지에 

대한 매입 또는 토지교환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2022년 6월 공장 철거가 완료되면 2만 7,828

㎡ 부지는 도시재생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되어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하게 된다. 단순 공원 조성

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

간으로 만들기 위해 승마장, 유수지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주변시설 부지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공간계획을 내년 2월까지 세울 계획이

다. 

 〔공공개발센터 (02)2133-8354〕

마포구 용강동 신마포나들목 착공

 서울시가 강변북로로 인해 한강으로의 접근이 

단절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마포구 용강

동에 한강공원과 배후주거지를 이어주는 나들목 

신설을 추진하여 인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2019년 개통을 목표로 이번달 11월 착공하며, 

신설 나들목이 평소 차량통행량이 많은 강변북로 

지하를 관통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나들목이 신설되면 인근 마포음식문화거

리와 가깝게 연계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하고, 배후주거지 근린공원과 한강이 연결되어 

시민들의 공원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된다. 

 나들목 디자인은 목재마감과 노출콘크리트를 

적용하여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으로 설계되었고, 

나들목 출입부 통로폭을 확장하여 개방된 휴식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나들목 이용 시민과 인근 

자전거도로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또한 공원측에 이

중육갑문을 조성하여 여름철 홍수 방지에 대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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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02)3780-0674〕

서울 도심 ‘개방 전기차 집중 충전소’ 설치

 서울 도심에 5~10대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24시간 완전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일명 

‘전기차 집중 충전소’가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중구 광교사거리 인근 한외빌딩 옆 

노상주차장에 ‘전기차 집중 충전소’ 1호를 설치 

완료하고 10월 중 시험운영을 거쳐 이번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기차 집중 충전소’ 설치는 서울시를 비롯한 

6개 단체가 함께 발표한 ｢서울 전기차 시대 공동

선언｣(9.24.)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전력, 중구

청과의 협업으로 추진됐다. 한국전력 서울본부는 

서울 도심 특성을 고려해 도심 특화형 충전소를 

개발‧설치하고, 중구청은 구 소유 공영주차장 부

지를 제공했다. 시는 부지 물색을 비롯해 충전소 

설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했다.

 이번에 설치된 1호 충전소는 총 6대가 동시에 

충전 가능하다. 특히, 협소한 도심 공간 특성을 

반영, 충전기 설비를 모두 지하화하고 이동형 충

전케이블을 설치해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않더라도 케이블을 끌어서 충전할 수 있어 

기존 충전소에 비해 공간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시는 1호 충전소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개 

권역별로 2개소 이상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 불

안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후대기과 (02)2133-3644〕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단독‧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 노후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단지 수준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개방형 

저층마을(다세대주택 3~4개동)을 새롭게 조성하는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내년 11월 동

작구 상도동에 들어선다.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

지가 들어설 수 없는 소규모 주거지 10필지를 

하나로 묶어 재개발하고 작은도서관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을 걸어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10분 생활권'을 목표로 조성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사업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재개발‧재
건축 사업(평균 8년 6개월), 가로주택정비사업

(2~3년) 보다 짧다는 것이 장점이다.

 개발 후 주택 값 상승으로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건물, 방 크기 등을 주민

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현재 사업지 내에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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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총 11세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이후

로도 재입주하기로 한 상태다. 

 1호 사업지는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10

필지(1,351㎡)다. 5층 이하 저층주택 40세대가 

건설되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작은도서관과 

같은 공동 편의시설도 같이 들어선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SH공사가 PM(Project 

Management)을 맡아 설계‧시공‧분양 등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새로 지어지는 40세대 가

운데 11세대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가 재입주하고 

나머지 29세대는 SH공사가 선 매입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사업의 사업구조도>

 현재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가 11월 완공과 동시에 추가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1호사업지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마을 주

민들이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공유하는 '개방형 

마을'로 조성된다.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

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편의시설을 입주민들만 

이용했다면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편의시설을 

공유해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SH공사는 상도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인근 화성시와도 협력한다. 화성시가 상도동 사업

지와 인접한 화성시 장학관의 일부면적을 제공

해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협의를 완료했으며, 

시는 장학관 학생들의 사생활과 정서를 고려해 

설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할 자치구인 동작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이 과정을 뒷받침했다.  

<개방형 저층마을 조성후 조감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저층주거지원부 (02)3410-7333〕

제2회 서울시 건설상 「홍익산업개발(주)」

 서울시 기반시설 건설과 기술 발전에 기여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건설상’ 

대상에 「홍익산업개발 주식회사(대표 정연용)」가 

선정되었다.

 홍익산업개발 주식회사는 금년도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 7017프로젝트 건설공사』를 어려운 여건

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시설물 구축에 기여하였다. 

 건설상 수상자 심사는 수상 후보로 접수된 24

명(토목 15, 건축 6, 설비 3)을 대상으로 서울대

학교 장승필 명예교수(위원장), 시의원, 시민감사

옴부즈만, 언론계, 학회, 협회, 연구원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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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2017년 서울특별시 건설상 

공적심사위원회’가 맡아서 진행했다.

 한편, 최우수상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다양한 자문활동을 통해 건설기술 발전에 기

여한 윤순종(63세) 홍익대 교수,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구조설계 분야 기술향상에 기여한 정광량

(59세) 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 ▴서울시 용마터널, 

지하철 9호선 918공구 공사에 참여하며 예산절감 

및 안전관리에 기여한 최정길(58세) SK건설 상무, 

▴서울기록원 및 서울역 민자역사 설계에 참여

하며 건축설비 분야 기술발전에 기여한 박광태

(57세) 씨엔아이엔지니어링 대표가 선정되었다. 

 우수상은 ▴서울시 북촌한옥 개보수, 옛시장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며 건설기술 발전에 기

여한 최태진(60세) 현도종합건설 회장, ▴서울시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건설

현장의 품질향상에 기여한 이영국(60세) 한국종합

기술 전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및 건축위원회 

자문활동을 통해 건축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김강수(58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울시의 

다양한 자문활동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

여한 안삼현(55세) 진우엔지니어링 부사장, ▴서

울시 지하철 9호선 922공구, 우이신설경전철 1

공구 건설공사에 참여하며 시민편익 및 안전관

리에 기여한 이성기(55세) 대우건설 상무, ▴서

울시 도로관리정책 및 기술개발에 앞장서며 도로

포장 기술발전에 기여한 이상염(45세) 인덕대학교 

교수가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등 설계에 참여하며 에너지절약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우원엠앤이(대표 변운섭, 

박봉태)가 선정됐다.

<제2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수상자 명단>

수상등급 성 명 소속 및 직위

대   상 홍익산업개발 주식회사(대표 정연용)

최우수상
(4명)  

윤 순 종 홍익대학교 교수

최 정 길 SK건설(주) 상무

정 광 량 ㈜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

박 광 태 ㈜씨엔아니엔지니어링 대표

우 수 상
(7명)  

안 삼 현  진우엔지니어링 부사장

이 영 국  ㈜한국종합기술 전무

이 성 기  ㈜대우건설 상무

이 상 염  인덕대학교 교수

김 강 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 태 진  현도종합건설(주) 회장

㈜우원엠앤이 (대표 변운섭, 박봉태)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 허가대상 

행위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의견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및 개선

(안 제26조 별표 2, 제27조, 제29조 및 제3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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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욕장 및 유아숲체험원, 방재시설‧기상시설 

등 공공용 시설, 실외체육시설 등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영농을 위한 절‧성토, 기존 

주택의 내부 수선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허용하여 주민불편 해소

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 

상향(안 제44조제5호 신설)

 ○ 녹지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4조제5호로 상향하여 신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459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환경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한 

근거가 되는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통합하는 등의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구체화

(안 제61조제2항)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

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

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나.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통합하여 고시(안 제

61조제3항)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55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엔지니

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는 

등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 완화

 1) 부적격사업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법령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으로 엔지니어링기

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

으나, 동 요건은 소상공인․청년 등의 창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

건을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

하여,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232〕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분리도급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

공사 등이 분리도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

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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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분리도급 대상공사 포함여부 검토 규정 신설

 ○ 발주청이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공

사업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분리도급 대상공

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입찰방법 심의시 발주청 검토의견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4호)

나. 집행기본계획서 및 심의의견서 서식 개정

 ○ 분리도급 대상 해당여부 등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과 이에 대한 위원회 검토의견을 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및 제3호 서식)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8〕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의 기술능력 평가와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내실화하여 건설기술용역업

자의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기술자 투

입이 적고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용역에 대해

서는 중복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선하고자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 통합 평가(별표1)

 ○ [별표1]의 “1. 분야별 평가기준”의 “가. 참여

기술자” 평가항목 중 “세부평가항목”과 “배점”

에서 “(1)책임기술자”의 “(라)기술능력 2점”과 

“(마)업무관리능력 1점”을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점”으로 함

나.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개정(별표1)

 ○ [별표1]의 “1. 분야별 평가기준”의 “마. 업무

중복도”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음”을 규정

다.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급별 배분 및 점수 

조정(부표1)

 ○ [부표1]의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

(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

(70%), 가(60%)로 배분한다.”를 “2. 상대평

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20%이내), 우(30%

이내), 미(50%이내), 양(20%이내), 가(10%

이내)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한다.”로 

한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개정(2016.2.3.) 

으로 주기적신고 제도(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

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건설업등록

사항 신고서를 제출)가 폐지되어, 이를 하위규정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반영하고, 진단보고서의 감

리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 및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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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의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고, 건설

업자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간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규정에서 정한 내용(자본금)을 자본금 기준에 

이기함(관리규정 안 제2장 3.나.(1)(가)③ 및 ④)

 ㅇ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산증빙서류로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신설법인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

므로 ‘손익계산서’ 삭제(관리규정 안 제2장 

3.나.(1)(나))

 ㅇ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중 ‘등록

말소처분’을 ‘해당 업종별로 등록말소처분’으로 

하여 업종별 처분을 명확히 하도록 함(관리

규정 안 제7장 2.나.)

 ㅇ 진단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

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로 하며,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진단기준일을 명확하게 함(진단지침 

안 제5조 제4항)

 ㅇ 진단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진단

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등록관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에 

감리를 요청하여야 했으나,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이외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감리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함(진단지침 안 제11조 제1항)

 ㅇ 진단대상 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질

권을 설정한 예금,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채권 및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실질자산으로 인정(진단지침 안 

제15조 제4항, 안 제17조 제4항 제3호 신설, 

안 제24조 제4호 신설)

 ㅇ 이연법인세부채는 겸업자본과 실질자본을 차감

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진단지침 

안 제25조 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10〕

‘17년 10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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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차 수색동 311번지 일대 하수관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내용서 전반에 걸쳐 수색동 308번지, 

311번지, 318번지 등 과업위치가 혼용 사용

되고 있어, 과업대상지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일치시킬 것

○ 하수관 노후도(열화 및 부식 등) 조사는 대형 

우수박스와 일반 원형관로(D1000mm 미만)로 

구분하여, 조사 항목과 구조 안전성 평가 결

과를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할 것

○ 배수설비 설치시 사유지 통과로 공기가 지연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면에는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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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도를 표시하여 사유지 구간 파악이 용이

하도록 할 것

■ 제109차  창신동83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편토압 발생 현장으로 기둥에 작용하는 휨모

멘트와 축하중 및 좌굴 안정성에 대하여 검

토하고 시스템 배수로 배수공법의 계획지하

수위, 집수정 규모 산정 및 부력 안정성 검

토내용을 제시할 것 

○ 지하수 차단이 불량할 경우 양압력의 영향이 

크게 되고 인근 건물지반 등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SGR 2열 시공 또는 기타 차수

공법 검토 등 확실한 차수방안을 강구할 것

○ 설계지반정수 산정 시 단위중량 이외에는 문헌

자료를 검토 적용한 바, 지반조사 시 수행한 

실내시험 및 경험식들에 대해서도 검토 반영

하고 현장여건과 부합하는 계측 관리기준과 

조치방안 등을 설계도서에 제시할 것

○ 주거 밀집, 부지 여유 공간 부족 및 진출입 

도로 협소 등 열악한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장비 운용,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복공설치 

및 적정 공사기간 등을 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제110차 길동배수지 정밀안전진단심의

○ 최초 정밀안전진단임을 감안하여 향후 점검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손상원

인과 진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

○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명확히 제시

하고, 중점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면화하여 보완할 것

○ 배수지 내부 방수·방식방안과 관련하여 용출

시험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현 

상태에서 보수·보강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것

○ 밸브실 유지관리를 위해 워크웨이 설치를 추

가로 반영 검토할 것 

○ 지상부 출입구의 우수유입을 원천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 제111차 2017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서울대입구역 

등 7개역)

■ 제112차 2017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청량리역 등 

5개역 1역1동선 확보)

○ 지반굴착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현

장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충분한 지반조

사를 통해 지반특성을 파악하고 사전 시뮬레

이션을 실시하여 주변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제시할 것

○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기술심사

담당관, ’13.5.23.)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적정

여부는 건설안전기술사나 구조기술사 등 전

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할 것

○ ‘2.10 교통소통대책 심의’, ‘2.11 교통안전시

설 심의(교통규제심의)’의 내용은 조사 및 계

획의 수행업무와 무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하고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추가할 것

○ 과업수행계획서 중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

운용계획 업무를 명확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목표예산을 정확히 표현하거나 예산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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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출을 제시할 것 

○ ‘3.7 기계설비분야 3.7.2 설계기준 제시’에 

승강설비 설치시 장애인을 위한 설비 및 안

내시스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

■ 제113차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공기정화시설 변경 설계심의

○ 공기정화시설이 유해가스제거설비 및 전기집

진기로 되어 있으나 오염물질의 성상, 기기의 

성능, 효율,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진필터 등과도 비교 검토하여 시스템을 선정

할 것

○ 또한, 해당 설비의 정화효율을 상시 계측할 

수 있는 계측시설과 운영방안, 일상점검 및 

긴급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보완할 것

○ 공기정화시설구간 풍도슬래브 설치 상세와 

연결부 장기내구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운영 

중 안전 확인을 위한 계측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 출구부 공기정화시설은 중간슬래브 개구부에 

따라 공기가 흡입되어 정화되는 구조로 흡입

효율에 대하여 차량주행에 따른 자연환기량과 

비교 설명할 것

○ 공기정화시설내 축류팬실, 유도갱 접속부, 확폭

구간 등 터널구조물 형식이 복잡하므로 굴착

방법 등 시공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 제114차 금천교 외 1개소(사당고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금천교는 프리플렉스빔 구조로 시공되어 20년 

이상 공용된 교량으로 준공도면 없이 안정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유사

교량에 대한 준공도면 및 기타 준공자료 등을 

확보하여 도면 등을 복원하여 수록할 것

○ 금천교, 사당고가교에 대한 재하시험에 따른 

변형률 측정에 있어 고정하중 및 활하중에 

대한 측정값 적용시에는 측정 전,후 값에 대한 

적정 데이터 반영여부 확인이 되어야 하나 

확인이 불가하니 재검토하여 보완할 것

■ 제115차 천마공원 치유숲 조성사업 설계심의

○ 데크 및 전망데트 설치를 위해 시공되는 아

연도 각관은 시각적 노출이 클 것으로 예상

되므로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 치유숲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체험 및 자연과의 

친화공간으로 조성되는 만큼 독성식물, 위해

식물 등 관리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 

○ 배수 관련 플륨관 역할이 미흡한 지역의 교체 

시공 필요

○ 보고서에 언급한 식물군집 구조를 참고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경관과 연계되도목 도입

수종을 보완할 것

○ 산책로 노면수 배출 검토 및 주변사면 토사

유실 방지 대책 철저히 할 것

○ 데크 기초규격이 동일한 바, 몇 군데 지지력 

테스트를 통해 기초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초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토사 뿐 아니라 

암에서의 기초설치 등 지반에 따른 표준도를 

제시할 것

■ 제116차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공사 설계 용역 

발주심의

○ 연면적 및 실별 면적의 지침면적 대비 면적 

증감 기준을 3%로 제시하였으나 문화 집회

시설의 경우 비정형 평면계획이 많은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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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5% 이상 허용함이 바람직함

○ 심야시간대까지 관광객의 방문이나 심야 상영 

후의 관람객을 위한 카페 이외의 판매기능으로 

장소를 활성화하는 방안 제시

○ 임대사업자의 영업으로 장소 활성화에 기여하고 

방범, 건물관리 통제 기능이 가능토록 검토

○ 「건설기술심의 도서작성 기준에 의한 공공건

축물 내전성능 강화 방안(기술심사담당관

-16466. ’17.9.21)」을 설계도서에 반영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 설계 중 예비

인증 등 각종 인증 분야와 인증 시기를 과업

내용서에 제시

■ 제117차 한남대교(하류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한남대교(하류교)에 대한 재하시험에 따른 변

형률 측정에 있어 고정하중 및 활하중에 대한 

측정값 적용시에는 측정 전,후 값에 대한 적정 

데이터 반영여부 확인이 되어야 하나 확인이 

불가하니 재검토하여 보완할 것 

○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종합적인 내

용이 수록되어야 하므로 수중구간(우물통) 조사

결과 및 카페조성공사, 보행환경 개선공사, 

내진설계검토 등 기 완료된 공사현황 등을 

보고서에 상세히 수록할 것

■ 제118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고액분리 

적재함 개발 연구 용역발주심의

○ 음폐수는 악취를 동반하고 있으므로 적재함

에서 분리된 음폐수를 밀폐된 상태로 외부 

저장탱크에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 

구축하여 설계할 것

○ 음폐수 배수용 배관 및 밸브는 배수가 용이

하도록 하며 음폐수 배수에 적절한 배관 및 

밸브 설치를 계획할 것

○ 압축 및 이송용 스크류 : D300 이상으로 음

식물쓰레기에 섞인 염분 및 산성 성분에 강한 

재질로 설계에 반영할 것

○ 11톤, 5톤 차량 적재함의 규격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또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한도로 제작되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 제119차 군자-2 소블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합류식지역에서는 초기우수 발생량의 관로내 

퇴적물에 대한 재부상 영향이 많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로 준설현황 등을 분석하여 초기우

수량 산정 시 참고토록 제시할 것 

○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시에는 서울시 하수처리

시설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성능 

개선사업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제시할 것

○ 지하매설물 현황에 따른 시설물 관리기관별 

중·장기 정비계획의 확인 및 병행시행 가능

여부 검토할 것

■ 제120차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기 추진한 “반포천 유역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통수능 부족 저지·고

지수로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으로서, 과업내용서의 ‘관련자료 및 제반사업

계획’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할 것

○ 과업대상지 지장물 및 교통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줄파기, 사전 교통처리 협의를 통한 

가시설계획, 굴착공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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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켓링과 앵커로드로 구성된 고전단 링 앵커를 이용한

콘크리트 증타보강공법(HRA 공법)(제818호)

(보호기간 :  2017. 06. 14. ～ 2022. 06. 1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소켓링과 앵커로드로 구성된 고전단 링 앵커를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와 신설 콘크

리트 구조체 사이에 설치하여 수평전단력에 대한 저항성능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증타보강공법이

다. 전단 저항 성능이 향상된 고전단 링 앵커를 이용하여 앵커 수량을 절감함으로써 기존 노후 

구조물 보강, 구조물의 내진 보강, 용도변경/증축에 따른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구조보강 시 공

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앵

커로드의 묻힘깊이 감소와 전용 홀 천공장비의 사용으로 시공 편의성과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며 

천공 시간이 단축된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구성 및 작용원리

    기존 콘크리트에 일측 단부가 삽입되어 지압면적을 증대시키는 소켓링과, 소켓링의 중심부를 관

통하여 기존 콘크리트에 일측 단부가 정착되는 앵커로드로 구성되며, 신구 콘크리트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수평전단력에 대한 저항성능 증대시키는 공법이다.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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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구콘크리트천공 2.접착제 주입 3.고전단 링 앵커 설치
4. 철근배근 및 

신콘크리트 타설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 사 명 발 주 자 시 공 자 공 사 기 간 공 사 규 모 비 고

1
CJ 푸드빌 음성 로스팅플랜트 

공사 중 구조보강공사

성우

건설(주)
서울폴리머건설(주) 2015.06.16~06.30

옹벽증타부위 

시공

2
열린교회 리노베이션공사 중 

구조보강공사
(주)이공 서울폴리머건설(주) 2015.08.16~10.08

기둥증타

부위 시공

3 원곡동 상가 구조보강공사 개인 서울폴리머건설(주) 2015.08.20~08.31
기둥증타

부위 시공

4
양평의료시설 기초 및 

구조보강공사
(주)디웍스A&I 청원화학(주) 2016.07.08~08.30

기둥 및 옹벽 

부위 시공

 나. 향후 활용전망

    기존 앵커에 비해 전단 저항 성능이 크게 향상된 고전단 링 앵커를 이용하여 앵커 수량을 절감

함으로써 기존 노후 구조물 보강, 구조물의 내진 보강, 용도변경/증축에 따른 구조 보강 및 리모

델링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콘크리트 증타보강공법이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골조 내부 또는 외부에 신설 콘크리트로 강재프레임을 설치하는 보강시스템 

및 제진장치를 기존 구조물에 설치하는 보강시스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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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하는 방법은 주로 후설치 앵커를 이용하여 새로운 보강부재를 연결

하는 것이다. 기존 후설치 앵커의 앵커볼트는 시공은 단순하나 앵커의 전단강도가 낮아 다수의 

앵커가 필요하며, 다수의 앵커 시공으로 인해 기존 구조물의 손상 가속화 및 신설된 보강 구조물

의 성능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이 신기술은 앵커로드와 고강도 소켓링이 일체화된 구성으로 전단내력과 강성이 증가되어 앵커 

설치 개수 감소, 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앵커로드의 매입 깊이를 감소시켜 기존 구

조체의 내부 철근과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노후화된 콘크리트의 보수보강, 기존 구조물의 용도변경이나 수직증축에 따른 하중경로 증설, 내

진보강을 위한 구조부재 증설보강 등의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 및 구조보강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신기술은 기존공법 대비 앵커 설치 수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중요 구조물에 적용되는 고가의 유럽산 앵커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매

우 중요도가 높은 공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보수보강 공법 시장에서 기존의 앵커볼트의 한계로 개발이 어려웠던 다양한 보강재료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향후 리모델링과 구조보강 활성화를 대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

고 보강 공사 비용절감을 통해 건설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여 건설 기술의 고도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구 분 주요 특징

기술의 독창성

•앵커로드와 앵커로드의 직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앵커로드를 감싸도록 고안되어 지압면적을 

확대하는 소켓링으로 구성

•자체 개량한 전용 코어드릴 장비 → 시공편의, 정밀도 향상, 천공시간 단축

•설계법 정립             

기술의 우수성

•기존앵커로드에 비해 평균 3.3배, 최대 4.37 높은 강도 발현

  (단일앵커에 비해 필요설치수량 1/3로 감소)

•높은 강성으로 2mm변위 이내 최대강도 발현

  (고전단 링 앵커 99% 발현 VS 단일 앵커로드 58% 발현)

기술의 시공성
•설치수량 감소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천공깊이 감소에 따른 간섭최소화 및 작업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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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원)

신기술 (HRA공법) Φ88+M16 공 1　 35,983

비교기술 (단일앵커로드) RE500+M16 공 3 46,458

※ 신기술인 HRA공법의 앵커 1개소는 기존 앵커로드 3개소와 동일 성능효과 발휘함.

   (기존 대비 설치수량 약 1/3감소)

     

  (2) 공사비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비  고

재료비

68,554,800 원 41,052,960 원

신기술은 

기존 비교기술 대비하여 

약 30.5%의 

공사비 절감의 효과 있음

167.0%(▲67.0%) 100%

노무비

32,221,449 원 93,758,767 원

34.4%(▼65.6%) 100%

경비

10,886,613 원 18,755,028 원

58.0%(▼42.0%) 100%

순공사원가

111,662,942 원 153,566,755 원

72.7%(▼27.3%) 100%

총 공사비용

138,417,282 원 199,143,923 원

69.5%(▼30.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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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4) 유지관리비

     신기술의 고전단 링 앵커는 일부가 보강을 필요로 하는 기존 건축물에 매립되고 나머지 부분은 

증설되는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신,구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립되는 부재로서 강재가 외부로 노출

되어 부식되거나 내구성이 저하되지 않으며,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서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 등

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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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노후된 기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폐기하지 않고 고전단 링 앵커를 사용해 콘

크리트를 증타하여 보강하는 공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구조물의 장수명을 이

끌어 낼 수 있어 CO2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환경부하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신규건설에 비해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보

강에 투자하는 비율이 약 8% 수준으로 40∼50% 수준의 일본 및 유럽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

다. 시설물 유지관리 보강기술을 하이테크산업으로 간주하는 선진국의 경향을 참고할 때 국내에

서도 이 신기술과 같은 구조물 보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적용 필요성 증가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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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 H형강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거더와 

하부벽체를 강결하는 합성형 라멘공법(제819호)
(보호기간 :  2017. 06. 19. ～ 2022. 06. 1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타공 H형강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 거더를 교대 또는 

교각 상부에 단순거치하고, 바닥판과 우각부 및 SFC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거더와 교대 벽체 

또는 교각 상부를 강결하는 박스형 PSC 거더 합성형 라멘공법(Prestressed Concrete Girder 

Composite Rahmen)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거더 합성형 라멘교량 공법

    

PSC거더제작(강결강재 매립)  
 

⇨
PCR거더 가설  

⇨

우각부 일체화 상세

가로보 & 바닥판 타설로 일체화  

⇦
강결강재와 매입철근 설치 

⇦

  (2) 시공 절차

1. 하부구조 시공

【벽체 콘크리트 타설완료】

2. PSC 거더 제작 바닥거푸집 설치 및 
강결장치(SFC) 설치

【강결강재의 설치】
 

3.PSC 거더 철근 조립 및 쉬스관 배치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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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4.PSC 거더 콘크리트 타설 및 증기양생

【거더 콘크리트 타설】

5.PSC 거더 가설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설】

6.PSC 거더와 벽체 연결

【벽체에 가설된 PSC 거더】

7.바닥판 철근 조립

【상부바닥판 철근 설치】

8.상부바닥판 시공

【상부바닥판 타설】 

 

9.교량 완성 (차량운행)

【신구교(L=34.0m) 완공(김포)】

연번 공 사 명 발 주 자 시 공 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비고

1 금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전라남도청 대경건설(주)
13.11.01

∼15.04.26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전남

곡성군

2 서녁교 PCR거더 제작 및 가설 경상북도 칠곡군 하나종합건설(주)
14.04.25

∼14.09.10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경북

상주시

3 춘산교 개체공사 1차
대구지방
조달청

㈜홍지 E&C
13.11.01

∼15.04.26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경북

군위군

4 담암 재해위험 지구정비공사 (1차공사)
대구지방
조달청

㈜홍지 E&C
15.03.02

∼15.11.06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경북

예천군

5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대산업개발 

(주)
㈜홍지 E&C

15.02.27
∼18.03.01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경기도
김포시

6 은평 3지구 기반시설 보완공사 SH공사 금호산업(주)
15.03.27

∼15.05.29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서울시

7 월현2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경상남도
의령군

㈜금강종합 
건설

14.04.06
∼15.12.31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경남
의령군

8
담암 재해위험 지구정비공사

(2차공사)
대구지방
조달청

㈜홍지 E&C
15.04.07

∼16.07.05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경북

예천군

9 일광천 재해복구 사업
부산지방
조달청

㈜홍지 E&C
15.05.28

∼15.10.31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부산시
기장군

10 철마천 재해복구 사업
부산지방
조달청

㈜홍지 E&C
15.06.04

∼15.09.02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부산시
기장군

11 효암천 재해복구사업 (3공구)
부산지압
조달청

㈜홍지 E&C
15.06.19

∼15.10.20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부산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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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활용전망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라 중차량 및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량의 유

지관리 및 보수․보강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교량점검 및 보수

에 드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공여건도 각종 민원들로 인해 어려워졌다. 교량 유지관리 

측면에서 신축이음장치 및 교량받침의 보수 또는 보강은 교통통제가 동반되는 상황으로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기술일수록 발주처나 시공사의 선호도는 증가하게 될 것

이다. 이 신기술은 상부구조의 형고가 낮아 형하공간의 활용이 우수하고, 프리캐스트 PSC 구조로 

장경간의 시공이 가능하여 하천의 유수를 방해하는 교각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신축이음장

치와 교량받침 등이 불필요한 일체형 교량으로 유지관리에 유리하다. 또한 프리캐스트 거더를 적

용함으로써 공기단축을 통한 급속시공이 가능하므로 국내 중․소하천 횡단교량 및 도심지 횡단 지

하차도 등의 교량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그림 3.1(a),(b)와 같이 강합성형 라멘교 또는 프리캐스트 거더를 활용한 라멘교 공

법에서 벽체와 거더를 일체화하는 기존의 복잡하고 공사비가 고가인 강재기둥-보의 연결방식이나 

벽체매립 강봉을 활용한 긴장방식에서 벗어나, 그림 3.1(c)와 같은 상부고정하중을 상쇄시켜 우각

부에 부재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PSC 거더 활용을 통해 벽체와 거더를 우각부에서 간편하게 일

체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고 다수의 시공사례를 확보함으로서 기술적 독창성과 자립성을 

확보한 기술이다.

12 오룡터널~국도44호선 도로개설사업
강원도
홍천군

신진종합건설(주)
15.06.25

∼15.09.15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강원도
홍천군

13 기린면 진동리 212번지 소교량 가설공사
강원도
인제군

㈜홍지 E&C
15.08.19

∼16.01.11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강원도
인제군

14 일광천 1공구 재해 복구사업
부산지방
조달청

㈜홍지 E&C
15.11.06

∼16.03.05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부산시
기장군

15 선장-염치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충남종합

건설사업소
현대건설(주)

15.06.25
∼16.04.05

PCR 거더 
제작 및 가설 

충남
아산시

2013년 이후 토목 현장에 적용되어 많은 시공 실적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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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기둥 철골연결 방식 (b)보-기둥 강봉연결 방식 (c)강결강재로 연결방식 

【그림 3.1】기존 보-벽체 일체화 연결기술과 신기술의 비교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현재 국내에서는 현장 시공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생략이 가능한 합성공법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신기술은 이러한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경제성, 시공

성에 대해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내의 중소교량에 대한 강점을 다수 보유하여 라멘교

량 건설시장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현재 국내에서는 현장 시공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생략이 가능한 합성공법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신기술은 이러한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시장확보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미 국내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다

양한 합성보 공법을 일부 대체할 수 있어 아직 진입하지 못한 적용분야를 개척하여 PSC 공법 시

장을 확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체 건설예산 중 구조물의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이나 유지관리 

및 균열방지에 효과적이므로 라멘교 구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 신기술의 적극적인 채택이 예상

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원, 세부산출내용은 원가계산서의 내역서를 참조) 

구분 단위 상부거더 공사비(VAT 포함) 비 고

합성형 라멘교(PCR공법) 식 29,062,000원/본×26본 = 755,612,000원 신기술

강합성형 라멘교 식 54,428,200원/본×23본 = 1,251,848,600원 비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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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신기술은 비교기술에서 적용한 프리플렉스 거더를 박스단면 PSC 거더로 변경하여 적용하게 되

므로 고가의 강재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재료인 콘크리트로 바꿔 신기술의 거더 제작비용은 

비교 기술에 비해 최대 약 35% 까지 감소되어 전체 상부 총공사비(슬래브 시공비 제외)는 약 

40%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벽체와 거더를 일체화하는 기술에서 기존기술은 

벽체에 철골기둥을 정착시켜 거더와 연결 시공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은 데 반해, 신기술은 PSC 

거더의 가설단계에서 하부벽체 위에 거치 후 간단히 매입철근을 강결강재(SFC)에 관통시키는 것만

으로 가능하므로 시공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3) 공사기간

    프리플렉스 거더를 활용한 강합성형 라멘교는 총공사기간이 120일이었으며, 이중 주요공정인 거

더의 제작 및 가설공사 소요일수가 47일이었다. 반면 신 기술은 상하부 공사기간을 모두 더하여 

총 110일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거더의 제작 및 거더와 벽체의 강결시공 등에 37일이 소요되어 

비교공법에 비하여 10일 정도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중 특히 벽체와 거더를 

강결연결하는 공정에서 이 신기술이 단 2일 소요되는 데 반하여, 비교대상 공법은 9일 이상이 소

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유지관리비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결과, 신기술인 합성형 라멘교 공법이 비교대상 공법에 비해 

초기투자비에서는 각각 33%, 41% 작게 소요되며,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는 PF거더교 공법에 비해

서는 22% 정도 적고, 강합성 라멘교 공법과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50년

간의 모든 교량투입비용을 비교해 본 결과, 다른 비교공법에 비해 생애주기비용(LCC)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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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PSC 거더를 활용함으로써 거더 단부의 헌치를 거더의 

높이 내에서 처리함으로써 기존기술에 비해 형고를 저감시킬 수 있고 하천 홍수위에 따른 교량계

획고 최소조정효과 및 최고의 형하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도심지나 하천유역에서 공용 중

인 제방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공익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 

또한 기존의 강합성 라멘교와 달리 강재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주요 공정에서 탄소배출량을 50%

이상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교량건설공법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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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톨링을 대비한 AET 해외사례 및 

시사점

개요

 스마트톨링이란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수납을 

위한 정차없이 주행 중에 자동으로 요금이 처리

되는 다차로기반 요금수납시스템으로 ‘무선통신

(하이패스) + 영상인식(번호판 촬영)’ 기술을 활용

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가도로

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면도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스

마트톨링 도입을 위하여 R&D 등 관련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재정-민자 연계구간 

등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에 도입하고자 준비 

중이다.

 현행 영업시스템에서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톨링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의 전차로요금

자동징수(All Electronic Tolling, 이하 AET) 사

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노르웨이

 프로젝트 단위로 요금을 수납하며 통행요금은 

교량, 터널 등 교통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건설 이후 15년간 유료로 운영되며, 

별도의 운영회사(Tolling Company)가 운영을 하고 

있다. 대부분 차종을 2종분류 체계로 구분하여 

개방식 요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AET는 2007년 

도입하였으며, 2015년 기준 단말기(OBU) 이용

률은 90%에 이르고 있다. 단말기 장착여부에 

따라 AutoPass와 영상인식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말기 장착차량의 경우 RF수동 방식으로 선불 

또는 후불납부를 할 수 있으며, 미장착차량의 경우 

후불고지가 이루어진다. 단말기 보급확대 및 미납

최소화를 위해 운영회사별로 10~20%의 기본할

인을 적용하고, 선불충전금액에 따라 최대 50%

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치정보를 72시간 경과시 개인정보의 선택삭제가 

가능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AET 도입시 기존 요금제는 유지하면서 단말기 

장착차량을 대상으로 할인혜택 확대 등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대만

 고속도로 노선 중 일부 노선만 유료도로로 운영

하고 있으며, 차종을 3종분류 체계로 구분하여 

거리비례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1일 20km까지는 

무료로 하여 단거리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으며, 

요금수준을 AET 도입 전 수입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AET를 

도입하였으며, 이용률은 94%였다. 2012년 도입

하려 하였으나 단말기 이용률 저조로 eTag를 무

료로 배포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이용률을 94%

까지 끌어올렸다. 

 요금은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말기 장착

차량은 사전 등록계좌에 잔액이 존재할 시 10% 

할인이 적용되며, 부족시 1개월 이내는 정상요금이, 

1개월 경과 후에는 미장착차량과 동일한 과금형

태를 취한다. 미장착차량은 통행 후 5일 이내에 

납부하면 10% 할인이 적용되며, 5일~1개월 이

내에 납부시 정상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1개월이 

경과하면 청구서가 발송되고 2개월부터 50TWD의 

행정비용이 추가된다. 최종미납시 통행요금과 함께 

법률에 의한 벌금도 부과된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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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정치와 경제의 중

심이 되는 주로서 토론토, 오타와 등의 도시가 

있으며, 대부분 고속도로는 무료로 운영되나 일부 

도로 및 교량이 유료로 운영된다. 

 대표적 유료도로인 407ETR은 토론토 북부지역

의 동서 연결도로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유료

화되었다. 혼잡통행료 개념을 도입하여 통행료를 

차등하고 있으며, 계획시부터 AET 방식을 채택

하여 가장 먼저 AET를 도입한 사례이다. 단말기를 

장착하거나 영상촬영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단말기 이용률은 84%에 이른다. 단말기는 

한달 또는 연간 단위로 리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미장착 차량의 경우 단말기 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의 계정비용과 통행마다 영상판독비를 부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익명계좌가 존재하며, 

1년 단위 차량이용허가증 발부 시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이용허가증을 발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수납률이 높은 편이다.

 

미국

 일부 터널 및 교량과 턴파이크(turnpike)가 유

료로 운영된다. 통행료 수납을 위해 EzPass, 

SunPass, Fastrak, I-Pass 등 주별로 다양한 시

스템이 있으며 최근 시스템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이 진행 중이다. AET 도입은 확대 추

세로 2010년 6곳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22곳

으로 증가하였다. 플로리다주 턴파이크는 2011

년부터 AET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단말기 장착차량은 신용카드와 연계된 계좌를 

생성하여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되며 최소금액미만 

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영상촬영방식은 

영상판독비용을 부과하며 고지서 발송시 $2.5의 

행정비용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미납시 부가

통행료가 추가로 부과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2014년 AET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논의를 시작, Tobin Bridge에 도입

한 후 2016년 전체로 확대하였다. 매사추세츠는 

AET를 도입하면서 대만처럼 요율 설정시 통행료 

수입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납부기간에 따라 30일 단위로 부가통행료를 부

과하며, 90일 이상 미납시 RMV fee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호주

 초기 유료도로는 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운영까지 

담당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투자가 

증가하였다. 현재 16개 유료도로가 운영 중이며, 

요금은 승용차와 화물차의 2종분류 체계를 적용

하여 고정식과 시간요금제, 거리비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

즈주는 2013년부터 AET를 도입하였으며, E-tag와 

NSW Pass(통행권)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E-tag는 차량에 부착하며, 통행권은 유료도로 

이용 후 3일 이내 통행료 수납을 위한 지불수단

으로 사전에 여행정보를 등록시켜 놓거나 지난 

이용에 대해 3일 이내에 통행권 구매 후 납부를 

해야 추가과금을 면할 수 있다. 또한 통행권의 

경우 영상판독비가 부과되며, 3일이 지나면 약 

$10의 행정비용이 가산된 통행료 고지서가 발송

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추가 행정비용을 부

과하여 최종고지서를 발송하고, 최종고지 후에도 

미납시 별도의 벌금통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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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해외사례 검토 결과, AET 도입은 편의성, 정체 

및 온실가스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와 개인정보

보호, 통행료 미납, 일자리 감소 등 이슈가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슈는 이용자와 관리자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자는 AET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미납문제와 단말기 이용률 제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률은 영상분석 및 행

정처리 등 추가비용과 미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하며, 해외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요금정책과 법·제도적 정책이 결합되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이슈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차등이 이

뤄질 경우 수혜계층과 비수혜계층간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스마트톨링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대국민 홍보 전략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AET 해외사례 종합

 

<참고문헌>

1. 한국도로공사, 2015.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연구

  (정책·운영부문)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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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7년 10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08
수색동 3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하수관로 설치 L=2,355m
· 정화조폐쇄 및 개인배수설비 설치

1,500
(357)

조건부
채택

토목

111

2017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서울대입구역 

등 7개역)

․ 서울대입구역 등 7개역 E/S 12대, 

E/V 1대 설치 등
8,851
(510)

조건부
채택

토목

112

2017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청량리역 등 

5개역 1역1동선 확보)

․ 청량리역 등 5개역 E/V 6개소 설

치 등
5,090
(234)

조건부
채택

토목

116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설계

용역
․ 지하3층/지상10층
․ 연면적 4,800㎡

16,068
(864)

조건부
채택

건축

118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고액

분리 적재함 개발 연구용역

․ 음식물쓰레기 수거 적재함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고액분리 기술 

연구 및 고액분리시스템 장착 개발
(150)

조건부
채택

기계

119
군자-2 소블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 군자-2 소블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429)

조건부
채택

토목

120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서울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2.23km (870)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09
창신길83 공영주차장 및 복

합시설 실시설계
․ 연면적 7,822㎡
․ 지하4층 / 지상3층

22,396
(570)

조건부
채택

건축

113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

사업 공기정화시설 변경설계

․ 공기정화시설이 변경되는 터널 
지하환기소구간, 추가되는 

시종점부 개착구조물 변경설계 등
504,200

조건부
채택

토목

115
천마공원 치유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 유아치유숲, 건강치유숲, 실버치유

숲, 산림치유숲, 참여치유숲 조성 
2,381
(63)

조건부
채택

조경

정 밀

안 전

진 단

심 의

110 길동배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 길동배수지(Q=60,000톤) (52) 재심사 토목

114
금천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

단용역
․ 금천교 외 1개소 (272)

조건부
채택

토목

126
5호선 강서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5호선 방화기지~까치산역간 1종 

시설물 L=10.356km
(852)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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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7년 10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7.10.

건     축 
독산동 금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2건

6,584 6,043

교 통
차세대 서울시 교통신호체계 시범운영 등 
7건

674 642

기 계 설 비
제3처리장 송풍기 교체 및 추가설치 
설계용역

15 15

도 로
예장동 유스호스텔 앞 긴급지반보강 및 
하수관개량 실시설계용역 등 6건

1,233 1,045

도 시 계 획
서울형 단독주택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11건

3,429 3,344

상 하 수 도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실태평가 용역 등 
14건

5,747 5,630

소 방 이대역 변전소 소방설비 개량공사 등 2건 10 10

전 기 통 신
당인빗물펌프장 증설 공사 전기·소방·통신 
분야 감리용역 등 7건

316 307

정 밀 진 단
구의배수문 외 7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등 3건

401 347

조 경
우장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4건

249 247

지 하 철
신림역(1단계)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계측관리용역 등 5건

1,629 1,510

기 타
2018년 긴골지구 예방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0건

716 676

 계 122건 21,003 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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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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8.07 8.26 9.07 9.11~9.14 10.14~10.25
11.03
11.24

8.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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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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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바이럴 마케팅(viralmarketing)은 누리꾼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바이럴 마케팅은 2000년 말부터 확산되면서 새로운 

인터넷 광고 기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기업이 

직접 홍보를 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메일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광고라는 점에서 기존 광고와 다르다. 

입소문 마케팅과 일맥상통하지만 전파하는 방식이 다

르다. 입소문 마케팅은 정보 제공자를 중심으로 메시

지가 퍼져 나가지만 바이럴 마케팅은 정보 수용자를 

중심으로 퍼져 나간다. 

 기업은 유행이나 풍조 등 현실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누리꾼 입맛에 맞는 엽기적인 내용이나 재미있고 신선한 

내용의 웹 애니메이션을 제작,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로 

게재하면서 그 사이에 기업의 이름이나 제품을 슬쩍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간접광고를 하게 된다. 누리꾼은 

애니메이션 내용이 재미있으면, 이메일을 통해 다른 

누리꾼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됨으로써 자연스레 마케

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부 바이럴 마케팅 광고는 제품 정보를 알려 준 사람

에게 보상을 주는 조성책(인센티브) 접근법을 쓰기도 

한다. 바이럴 마케팅은 웹 애니메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파일 크기가 작아 거의 실시간으로 재생이 

가능함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고, 기존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 필름을 

이용한 광고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