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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천변습지 조감도

월간 서울기술이야기 통권 제269호(2018.1월호) │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기술심사담당관

◎ 제269호 [2018년 1월호］ 

서울기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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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칼 럼 

 ○ ’17년 12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근접병렬터널 설계 적용(관련 신기술과 유사공법 적용성 검토)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곽창진

 21 건설신기술 소개08 지식정보 
○ 탄성 저장관과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와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

(제822호)

○ 바닥판 일체형 광폭 PSC거더를 클립강결유니트로 일체화

하고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한 연속구조공법(제823호)

 ○ 건설 ․ 소식 

 -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준공

 - 종로 2.8km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 착공

 - 여의샛강 환경개선사업 착수

 - 서울시, 하수찌꺼기에서 ‘인(P)’ 회수 기술 개발

 - 서울시, 중국기업과 「먼지 먹는 숲」 조성

 - 서울시, 잠실 등 4개 나들목 접근 개선

 - 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부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

 - 「양재 R&CD 혁신지구」 첫 앵커시설 개관 

 -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법령 · 제도 정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축물 단열재 감찰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32 해외기술정보 

○ 무신호 횡단보도의 해외 운영 사례 및 시사점

35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38 푸른세상

○ 국가기술자격 정보

○ 시사상식용어 ‘워라밸(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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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터널은 종방향으로 연속된 선형구조물로 지중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공되는 구조물을 총칭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도로, 철도 및 도시철도터널, 수로터널 등으로 구분하고, 입지조건에 따라 산악터널과 도시

터널로 분류하기도 한다. 

 특히, 도시터널은 통상적인 산악지역 터널과 비교하여 암반 강도가 낮고, 저토피발생과 지하수처리문제, 

부지확보와 주변 환경의 제약으로 표준적인 설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기존도로나 

주변교차로와의 접속, 선형의 연속성 등의 기하학적인 문제 해소와 편입용지 보상비를 최소화하는 계획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제약조건에서의 병렬터널 계획시에는 이격거리를 최소화 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근접병렬터널은 일반적인 병렬터널보다 굴착에 따른 주변 지반의 응력상태가 크게 변화하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터널의 안정성에 불리한 하중재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설계시 상세한 검토가 요구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근접병렬터널을 적용한 설계사례를 통해 설계시의 주요 검토사항을 살펴보

고자 한다.

2. 병렬터널 이격거리 적용기준

 일반적으로 터널간의 이격거리 2.0D(D:터널폭)이상에서는 터널 상호간의 시공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설계기준과 시방서 등의 관련문헌에서는 근접시공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터널설계기준(2016,국토교통부)에서는 터널을 2개 이상 병렬 또는 인접하여 계획하는 경우에는 굴착

대상 지반의 공학적 특성, 발파진동영향, 터널 전ž후 구간의 용지보상 규모, 지장물 및 민원물건 등을 

감안하여 터널굴착공사로 인한 주변 지반거동 및 발파진동이 인접터널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호 충분히 이격시켜야 하고, 터널 간 이격거리를 줄여야 할 경우에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굴착방법, 굴착공법 및 보강공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도로설계편람(2010,국토해양부)에서는 암반지역의 경우 중심간격을 2D~3D를 기준하고, 병렬

터널에서는 갱문만 근접시키고 갱구부와 본선구간에서 차차 넓혀나가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기술하

였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대단면 및 2-Arch 터널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접병렬터널을 적극적

 근접병렬터널 설계 적용(관련 신기술과 유사공법 적용성 검

토)
   
   곽 창 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극동엔지니어링(주) 지반공학부 부사장

》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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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입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암반등급 평가에 따라 수치해석을 실시한 후 별도의 보강방안 및 발파

영향을 검토하여 최소 이격거리를 산정토록 자체기술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도로공사 병렬터널 이격거리 검토결과(병렬터널 적정이격거리 검토, 2016)]

암반등급 Ⅰ Ⅱ Ⅲ Ⅳ Ⅴ 비 고

최소이격거리 2m 3m 4m 1.0D 1.5D D:터널폭

3. 근접병렬터널 설계시 주요검토사항

 기존도로 접속, 교차로연결 등의 기하학적인 문제점과 민원 해소 및 보상비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격

거리 축소 및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근접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격거리 근접에 따른 선행 및 후행터널의 역학적 거동을 예측하여 굴진장 조정 및 효과

적인 지보공 계획, 필라부 암반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어발파 등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 필라부 : 병렬터널에서 터널과 터널 사이에 있는 암반

 근접병렬터널은 일반터널보다 정밀한 조사계획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시공기술의 반영이 

필요하며 설계흐름은 다음과 같다.

[근접병렬터널의 계획과 조사ž설계 관리의 흐름도]

Ÿ 평면선형, 종단선형, 내공단면 결정
Ÿ 지반조건(노선, 지형, 암반분류 등)
Ÿ 입지조건(환경, 법규, 보상 등)

설계조건의 
평가

Ÿ 지반특성(암반등급평가)
Ÿ 근접시공 영향(이격거리)
Ÿ 주변환경 영향(민원, 보상비 등)

근접병렬터널 설계의
적용타당성 검토

Ÿ 유사설계사례 검토 및 적용
Ÿ 굴착방법 및 공법검토

Ÿ 근접시공에 따른 영향 검토
Ÿ 근접병렬터널 모델링 및 수치해석 등

특정공법심의 시행 및 설계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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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접병렬터널 설계 적용사례(대신지구 터널)

가. 개 요

 대신지구 터널계획은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시청앞 삼거리에서 대광동 환경사업소 앞 삼거리를 연결

하는 도로계획이다. 운영 중인 국도 3호선(시청로, 왕복6차로)과 김천시청을 접속하는 교차로를 연결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는 교차로 근접의 입지조건과 지자체 및 주민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했다. 관련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양방향 2차로 근접병렬터널 계획이 요구되고, 계획노선 

시점부에 위치한 터널은 연장 482m로 교통량 검토결과 자연환기방식으로 결정하였고, 등급에 적합한 방재

시설이 반영되었다.

과업지역 평면 및 종단면도

 시청앞 교차로부터 터널진입시점까지의 거리는 120m로 짧아 원활한 교차로 접속을 위해서는 병렬터널 

시점부가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선형 계획이 요구되고, 터널 상부 공원 부지훼손 최소화 등의 주변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성과 안정성, 유지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근접병렬터널로 설계하였다.

터널시점 터널종점

∙ 갱구부 토피고 : 5.3m (토사2.7m, 리핑암2.1m, 발파암0.5m)

∙ 깎기높이 : 15.7m(영구비탈면)

∙ 터널이격거리 : 4.3m

∙ 갱구부 토피고 : 11.7m (토사5.9m, 리핑암4.9m, 발파암0.9m)

∙ 깎기높이 : 28.27m(영구비탈면)

∙ 터널이격거리 : 1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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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터널계획 검토

 교차로 근접에 따른 접속계획과 편입용지 최소화, 유지관리, 시공 중 안정성, 공사비 등의 여러 조건을 

아래와 같이 비교 검토하여 근접병렬터널로 계획하였다.

구  분 근접병렬터널 2-Arch 터널 대단면 터널

표준단면도

공사비 133억원 247억원 250억원

장 ․ 단 점
•터널보강연장 최소화로 시공성 양호
•시공경험 다수확보, 공기 단축 가능
•일방향 터널로 환기, 방재측면 유리

•중앙벽체 선시공 및 공정 복잡
•구조물 분할시공으로 품질저하 우려
•용지편입 감소에 따른 보상비 최소화

•대단면으로 시공성 및 안정성 불리
•용지편입 감소에 따른 보상비 최소화
•화재 등의 돌발상황에 취약

검토의견
•일반적인 병렬터널의 경우 경제성 및 시공성, 유지관리, 환기방재 측면에서 유리하나, 터널간 이격거리 

확보에 따른 편입용지 증가, 종교시설 저촉 등의 문제점으로, 시종점부 이격거리 최소화를 반영한 근접
병렬터널로 선정(2-Arch터널 및 대단면터널은 시공성과 유지관리, 경제성에서 불리).

다. 근접병렬터널 시공법 비교검토

 근접병렬터널 계획에 따라 안정성과 시공성을 확보하는 굴착 및 보강공법을 결정함에 있어 신기술 1개와 관련 

특허 3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공법에 대하여 시공실적과 안정성, 경제성 등의 여러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특정공법심의를 실시하여 근접터널 시공법(신기술729호)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구  분
근접터널 시공법
(신기술 729호)

변단면 2아치
(특허 10-0121498)

필라부 보강법
(특허 10-1096664)
(특허 10-1402267)

표준단면도

공법개요
•필라부 이격거리별 발파방법 및 

필라부 보강법
•갱구부 근접구간만 2-아치 공법을 적용 •기존의 일반 타이볼트 기능을 

강화시킨 필라부 보강법

경제성
•일반병렬터널에 비해 보강 공사비 

증가(일부연장만 보강 반영)
•일반 병렬터널에 비해 고가 •기존 필라부 보강법인 타이볼트

(록볼트)에 비해 고가

안정성
•필라 이격거리 및 암질 상태별 보강 

및 발파굴착법이 정량화
•중앙 기둥은 이완하중을 지지토록 설계 •터널 근접시 필라부에 작용하는 

인장력 보강공법

현장
적용성

•진동제어발파 기술과 필라부 보강
기술 적용 시공성 확보

•공정복잡 및 누수 등 하자발생 우려 •필라부 프리텐션과 압력 그라우팅으로 
시공 복잡

검토내용
•근접터널 공법 설계는 현장의 암반상태와 지형적인 조건, 부지확보 여부, 시공성과 경제성, 시공실적 등의 

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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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용 근접터널 시공기술

 근접터널 시공시 선행터널과 후행터널의 사이에 존재하는 좁혀진 필라부에서는 응력집중이 발생하고, 발파로 

인한 필라의 주변 손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터널 굴착시 필라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발파기술과 안

정성을 확보하는 지보보강기술을 적용하여 근접터널 필라부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적용 발파 공법 개요 : 근접터널 필라부 손상을 방지하는 제어발파 수행

Ÿ 충격차단공(무장약공(Ø45mm), Line Drilling)을 이용

하여 필라부 손상 방지(진동제어발파)

Ÿ 필라 이격거리별 지발당 장약량 차등적용

Ÿ 이격거리 최소 9.0m까지 보강 계획 및 안정성 검토

   지보기술 개요 : 철근 및 고강도 숏크리트, 필라부 Rock Bolt 설치

Ÿ 필라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강지보재(H-Pile) 설치 및 

인장력 보강을 위해 지보재 사이에 철근(HD19) 배근 + 

고강도 숏크리트(fck=27Mpa) 타설

Ÿ 필라부 Rock Bolt(Ø25, SD400)설치로 보강체 형성

마. 근접터널 안정성 검토

 근접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된 암반등급에 따라 굴착 및 지보재 설치 등의 보강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터널굴착 등의 시공에 따른 예비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모델링 및 해석결과(변위도) 구 분
시청방향
(P-6-3)

혁신도시방향
(P-6-3)

암반등급 3등급 4등급

굴착방법 상ž하반 분할굴착

굴진장 0.8/0.8

숏크리트 200mm

필라부
RockBolt

횡간격 : 1.0 m(길이 5.0m내외)
종간격 : 0.8 m

(해석결과 : 허용기준값 이하) 적용보조공법 선진보강 강관 그라우팅(소구경)



- 7 -

5. 맺음말

 현재 대부분 도심지에서의 병렬터널 계획시 기존도로접속 또는 교차로연결, 평면선형의 연속성 등 기

하학적 요인을 우선 검토하고, 터널 공사비와 편입용지 보상비의 경제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병렬터널 계획시 적정이격거리 2.0D 유지가 불가할 경우 대단면 또는 2-Arch 터널 계획이 필요

하나, 유지관리와 시공안정성,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여 적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최근 터널발파

기술과 터널보강기술의 발전으로 근접병렬터널은 시공성과 경제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의 병렬터널보다 터널 입출구부에서의 이격거리를 좁게 하고 

터널 내에서는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형식을 적용할 경우, 터널 내에서의 시공 안정성뿐만 아니라 

용지편입 축소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 근접병렬터널은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터널설계기준(2016), 국토교통부

2. 도로설계편람 제6편(터널, 2010), 국토해양부

3. 병렬터널 적정 이격거리 검토(2016, 한국도로공사)

4. 산악터널 공법의 조사ž설계에서 시공까지, 사단법인 지반공학회

5. 충격차단공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 하이콘 엔지니어링

6. 터널 및 그 시공 방법, 박재현

7. 근접병설터널 시공방법 및 그 시공에 이용되는 필라부 압축구조물, 성우사면

8.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2017),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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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준공

 서울시가 이촌한강공원에 약 2년에 걸쳐 조성한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을 완료하고 12월 26일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전체 공사구간은 한강대교에서부터 원효대교 

북단까지 약 1.3km, 9만 7,100㎡ 규모의 면적

으로, 생태 복원을 위해서 자연형 호안, 천변습지, 

논습지, 관찰 및 수변데크 등을 조성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생태놀이터, 휴게쉼터, 다목적운동장 등 휴식 및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특히, 자연형 호안 복원을 위해 기존 약 1.3km 

콘크리트 블록을 걷어내고 돌과 흙을 쌓은 후 

그 위에 물억새, 사초 등과 같이 물과 친밀한 식

물로 만든 매트를 덮어 강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

하고 자연 그대로의 하천 식생을 복원하였다.

 

또한 강 가까이에 위치했던 자전거 도로를 둔치 

안쪽으로 변경하여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해 

생물서식처를 보전하도록 설계하는 등 하천생태

계의 전반적인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습지조성은 서울시-창녕군 우호교류 협약

(’16.7.)을 맺어 창녕군으로부터 우포늪의 습지

식물 6종 4,600본을 기증받아 789㎡ 규모의 

논습지에 식재하여 한강의 습지 보전 및 생물 

다양성 확보에도 이바지하였다.

<논습지 조감도>

 아울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성 회복사

업의 일환으로, 평소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뛰어놀 

공간이 없었던 도시의 아이들에게 가까운 한강

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친환경소재로 만든 도심 

속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동작대교 북단에서 한강대교 

북단 2.1km 구간에 대한 자연형 호안복원사업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내년

에는 동작대교 북단에서 원효대교 북단까지 

3.4km에 이르는 자연형 호안 복원이 완료될 예정

이다.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02)3780-0629〕

종로 2.8km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서울시가 지난 12월 31일(일) 첫차 운행부터 

종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구간 

2.8km)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하였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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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서울 도심의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대되는 동시에, 서울 도

심을 동-서(경인·마포로~망우·왕산로)로 관통하

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동서축이 완성되었다. 

 아울러 버스 속도가 13.5km/h에서 17.7km/h로 

약 31% 향상되고, 운행시간 편차도 ±1~2분 이

내로 안정화돼 버스 이용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는 버스이용 수요, 

지하철역과의 환승 편의성, 기존 버스정류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외곽방향 8개소, 도심방향 7개소로 

총 15개소의 정류소가 신설됐다.

 또한, 중앙버스정류소와 연결되는 횡단보도와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도록 기존 ‘ㄷ’자 횡단보도가 ‘ㅁ’자 형태로 

개선되어 보행 편의가 개선됐다.

 서울시는 종로2가 교차로 좌회전 신설 등 교통

체계 변경 및 버스열차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

선도와 정차운행등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www.topis.seoul.go.kr),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전광표지(VMS), 교통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통종로 중앙버스전

용차로 개통 후에도 교통여건, 노선별 이용객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노선

조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최

소화할 계획이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는 도심 교통체계

를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등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으로, 올해는 종로 도로공간재편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 남측에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운영과 (02)2133-2472〕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 착공

 서울시가 대방동 미군기지 ‘캠프 그레이’가 있던 

자리에 여성가족복합시설인 ‘스페이스 살림’을 

12월 21일 착공, 2020년 개관할 예정이다.

 스페이스 살림은 동작구 대방동 340-3 지역

(8,874.8㎡)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건립예정

이며, 서울여성플라자(22,519㎡) 바로 앞 부지에 

건립하여 여성·가족공간의 집적으로 근대사 여성·

가족의 어두운 역사가 있는 공간을 여성과 가족을 

살리는 「여성·가족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페이스 살림에 들어서게 될 주요시설은 가족

살림학교, 가족놀이터, 가족서재, 야외공연장, 다목

적홀 등 ‘가족·문화공간’, 작업실, 배움공간, 50

개소 가게가 위치한 ‘창조적 제작 및 창업공간’, 

공유부엌, 모임공간, 열린카페, 연수시설(46개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열린공유공간’이며, 17,621㎡ 

규모의 여성가족복합공간이다.

<스페이스 살림 투시도>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08〕

여의샛강 환경개선사업 착수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내 수질 등 하천 

환경을 개선 및 유지 유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2018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시작했다.

 2008년 조성된 여의샛강은 하천 흐름이 없는 

습지공원으로 우기 시 강으로 유입되는 빗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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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장 토출구 초기 오염수 및 토사 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와 악취 발생 민원 등으로 하천 환경

개선이 필요하였다.

 한강관광자원화 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여의

샛강 유지유량 확보는 ▴유입펌프장 증설 ▴퇴

적토 정비 ▴수질정화를 위한 산소공급시설 설치 

▴악취저감 및 생태공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평소 유량이 적어 유속이 느리고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샛강에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펌프를 통해 

한강의 물을 끌어와 샛강으로 보내는 시설이다. 

기존 2대(120마력/대)로 교대 사용하던 것을 3대

(175마력/대)로 증설하여 2대를 순차 사용하여 

1대는 비상시 예비용으로 확보해 상시가동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상 및 유입부의 퇴적토(25,183㎡) 제거는 악취

발생을 저감하고 수질개선 및 유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산소공급시설은 흐름이 정체된 여의샛강의 펌프장 

토출부 등 정체 구역의 하천 수질개선과 물 순환을 

위한 시설로 도입되었다. 신길펌프장 방류지점 

샛강에 2곳을 시범 설치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에 따라 16곳으로 확대 설치 할 예정이다.

 샛강 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하수

맨홀 상부에 악취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습지 

연결 지적 개선, 유지용수 토출부 시설 개선 등과 

함께 안내판도 개선 설치 될 예정이다.

 여의샛강 하상정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강 이용자가 적고 악취발생이 덜 한 동절기

(’17.12.~’18.3.)에 시행한다. 퇴적토 운반을 위해 

여의샛강 자전거길 사용을 통행 제한하니, 공사

기간 동안 자전거 이용자는 여의도 한강공원 쪽 

우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02)3780-0651〕

서울시, 하수찌꺼기에서 ‘인(P)’ 회수 기술 개발

 서울시가 버려지는 하수찌꺼기 소각재에서 비료나 

사료의 주원료가 되는 ‘인(P)’을 추출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하수찌꺼기를 태운 재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짧은 

시간에 고농도의 인(P)을 회수하는 신기술에 대한 

자체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와 관련해 작년 9월 28일 특허 등록(특허번호 

: 제10-1785242호)을 마쳤고, 현재는 이 기술이 

상용화 가능한지, 수입 대비 수익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남물재생센터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는 인(P)이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된 인(P)은 비료, 가축사료 

등의 주 원료로 사용된다. 세계적으로도 중국이나 

모로코 같은 한정된 국가에서만 생산되고 매장

량도 많지 않아 국가적 차원으로도 인(P)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희소자원인 인광석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하수찌꺼기 소각재에 산·

알칼리 성분을 넣어 침전물을 제외한 상등액(침

전물 상부에 존재하는 액체)을 분리하고 이 상

등액에 다시 침전제와 PH조정제를 넣어 인이 포

함된 침전물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인(P) 추출

시간을 단축하는 ‘초음파 용출조’라는 새로운 시

스템도 개발해냈다. 기존의 ‘초음파 세척기

(Ultrasonic Cleaner)’와 수질 분석에 활용되는 

‘자테스터(Jartester)’를 융합한 것으로, 초음파로 

인해 발생하는 열이 고온·고압 상태를 만들어 

소각재 표면에서 인(P)을 분리하는 속도를 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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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1/4로 

단축했다.

 시는 이 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하수찌꺼기 

소각재에 포함된 인(P)을 약 80% 이상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서남물재생

센터에서만 매일 약 10톤의 하수찌꺼기 소각재가 

배출되고, 소각재 중 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1톤) 가량 돼, 약 800kg 이상의 인(P) 추

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허받은 하수찌꺼기 소각재 인(P) 회수 시스템>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02)570-3335〕

서울시, 중국기업과 「먼지 먹는 숲」 조성

 서울시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국의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올 겨울부터 「먼지 

먹는 숲」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건설은행’과 「먼지 먹는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국건설은행은 2016년 세계 1000대 은행 중 2위에 

선정이 된 글로벌 은행으로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04년 개점 이래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적십자를 통한 기부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임

 ‘먼지 먹는 숲 조성’은 매년 봄철마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시작하였다.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보

탬이 되기 위해 숲을 조성하고 가꾸고 싶다는 

중국건설은행의 의견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중국건설은행 서울

지점과 함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개

소씩 먼지 먹는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숲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중국건설은행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서울시는 부지 확보 등 행정

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된다.

 첫 번째 ‘먼지 먹는 숲 조성’은 지난 12월 9일 

강동구 고덕동 동자근린공원 1,500㎡ 면적에 중국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 

 서울시와 중국건설은행은 2020년까지 먼지 먹는 

숲 조성을 통해 연간 약 700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12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경과 (02)2133-2111〕

서울시, 잠실 등 4개 나들목 접근 개선

 서울시가 그동안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이 어려웠던 

잠실한강공원의 잠실, 잠실나루 나들목 2개소와 

광나루 한강공원의 풍납토성, 나루터 길 나들목 

2개소 개선공사를 착공했다.

 이번 개선공사 대상인 나들목 4개소는 한강으로 

들어갈 때 차수벽이 설치되어있어 먼 거리로 돌

아가거나 어두워 보행에 불편함을 겪었던 나들목

으로, 차수벽의 경우 홍수 시 한강의 범람을 방

지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평소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긴 경사로(L≒90m)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었다.

 개선공사는 올해 12월 개통예정이며, 특히 차

수벽 철거로 기존의 어둡고 좁은 우회로를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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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CCTV 설치 등으로 밝고 안전하며 한강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개선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또한, 차수벽을 철거하는 대신 이중육갑문을 설치

하여 침수에도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육갑문은 원격제어를 통해 긴급 시에 신속하게 

홍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자동 개·폐기능이 

고장 날 경우에도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잠실나들목

 개선되는 나들목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며 

주변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나

들목 외부는 알류미늄시트, 게비온, 벽돌마감을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나들목 내부는 

발포알루미늄 및 매립조명등을 설치하여 보다 시민

들이 밝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나들목 인근에 위치한 주택 거주민들이 산

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나들목과 연계되는 녹지공간은 장소별 특징에 

맞춰 주변과 어우러지도록 꽃이 아름답거나 열매가 

있는 수종, 녹음이 풍부한 상록수, 활엽수의 조

화된 식재 등으로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02)2133-0696〕

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부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는 ’17.10.18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확정을 계기로 레미콘공장 부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

고자 「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부지 활용 시민 아이

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모기간은 ’17.12.18(월)부터 

’18.1.19(금)까지이다.

 응모자들은 성수동 레미콘공장을 이전한 이후, 

공장 이전부지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21개 작품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겐 총 1,000만원의 상금과 서울특별시장

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서울숲일대 문화명소 조성계획을 수립

하여 내년 상반기에 대외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개발센터 (02)2133-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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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R&CD 혁신지구」 첫 앵커시설 개관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의 대한민국 

대표 전진기지이자 세계적인 본산지로 육성하겠

다는 목표로 ｢양재 R&CD 혁신지구｣를 조성 중인 

가운데, 그 핵심거점 역할을 할 '양재 R&CD 혁신

허브'가 지난 12월 5일 문을 열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자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AI) 분야에 특화된 공간으로, ｢양재 R&CD 혁신

지구｣ 내에 개소하는 첫 번째 앵커시설이다. 한국

교원총연합회회관(서초구 태봉로 114) 4개 층(1

‧5‧6‧8층, 연면적 2,900㎡)에 조성되어, 의료, 교육,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12개 기업과 15명의 

개인이 평균 3:1의 경쟁률을 뚫고 입주를 완료

했다.  

 서울시는 '양재 R&CD 혁신허브'를 거점으로 

2020년까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문가 500명과 

특화기업 50개사를 발굴‧육성한다. 또, 연중 20

회의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해 총 8,000명의 인재 

간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된다.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 인공

지능 연구개발을 위해 GPU클러스터 서버를 무상

으로 제공하고, 고사양 데스크톱, 화상회의 시스템, 

보안 시스템 같은 시설도 갖추고 있다. 

 운영은 인공지능 분야의 교수진과 연구원을 보

유한 ‘카이스트(KAIST)’와 최근 인공지능 연구 

지원기관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두의 연

구소’가 공동으로 맡아서 다음과 같은 4가지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첫째,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카이스트의 교수진이 

참여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2020년까지 인공지능 연구개발(R&D) 분야 글

로벌 전문가 500명을 양성한다. 

 둘째, 관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저렴한 입주

공간(독립형‧개방형)을 제공하고 성장전략 컨설팅, 

투자금 연계, 벤처캐피탈 자문까지 종합 지원해 

2020년까지 혁신기업 50개사를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개방형 협업 연구’라는 이름으로 전문 연구

원은 물론 아이디어가 있는 일반인들도 참여해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개발하는 

협업 프로그램도 3년간 24회 운영한다.

 넷째, 스타트업과 구직 기술자를 연계해주는 인재

매칭 프로그램(AI JOB담), 인공지능과 경영‧사회‧
인문학과의 융합을 주제로 한 포럼(KAIST 

INNO 살롱) 같은 소통‧교류 프로그램도 연중 개

최해 3년 간 총 8,000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양재 R&CD 혁신허브' 공간은 ▴인공지능 특화

기업 입주공간(6‧8층) ▴개방형 협업공간과 공유형 

오피스, 회의실(5층) ▴개방형 네트워킹 라운지, 

전문 인재 양성 공간(1층)으로 구성된다. 입주공

간에는 기업(16개, 독립형 사무실)과 개인(30인, 

개방형 공간)이 입주할 수 있으며, 추가 입주 기업‧
개인은 수시모집할 계획이다. 

  〔경제정책과 (02)2133-5218〕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올해 1월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시

행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며, 지하안전

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

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우선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

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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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20m 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내년 1월 2일

부터 신청가능하며,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접수 

받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도로관리과 (02)2133-816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

14848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

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

하게 한 경우 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용역

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행정처분기분을 정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8년 1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정지 행정처분기준 추가(안 별표6)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부터 

바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추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5553〕

「건축물 단열재 감찰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12월 21일 발표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

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표본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하
도록 강화
(기존) 30층, 120m 이상 → 

  (개정) 6층, 22m, 건축물 2,000㎡이상(‘16.4.8 시행)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 (국내) ‘15.1.10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10층) 화재/ 

        사망 5, 부상 125명

* (해외) ‘17.6.14 런던 그렌펠 타워(24층) 화재/ 사망 80여명

 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갖는 단열재(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현장 38개소를 

적발하였다. 또한,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건축 인·허가상의 문제를 

463개소에서 확인하였다.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하고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

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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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실

시공 방지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열재 제조·유통 단계>

○ 외견상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

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

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 기재정보 : 제품명, 재질, 두께, 자재밀도, 난연성능 등급 등

  난연성능시험성적서 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감리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건축 인·허가 단계>

○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여

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

이다.

○ 지역건축안전센터*(’18.4월 설치 예정)에 건

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

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행안부-국토부 

협의 중

<단열재 시공 단계>

ㅇ 단기간(2~3주)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

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 

ㅇ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

하게 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

할 예정이다. 

    * 제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난연성능 단열재를 공급, 유통,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1장의 서류로 순차적으로 확인 및 검

토하는 품질관리서

<건축법 위반자 처벌>

ㅇ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

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

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ㅇ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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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2차 박미빗물펌프장 외 2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토출수로 벽체 및 슬래브 철근노출에 대한 

철근부식 상태를 검토 반영할 것

   - 철근부식도 시험결과는 상세히 제시하기 바람

○ 가산2빗물펌프장 구조물의 상시검토에서 나

타난 상부슬래크 부벽측 안전율(0.95)에 대한 

원인 및 중점점검 방안을 검토 제시할 것

○ 건축물에 대한 준공연도, 증설연도를 고려하여 

내진설계 적용여부에 대해 확인자료를 제시

할 것

○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 재료시험 항목인 염화물 

함유량 시험을 추가 실시하고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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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펌프 소음, 진동 측정이 정상적인 조건에서 

측정한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펌프 가

동시 상태(흡수정수위, 토출압력, 전류 등)를 

정리하여 명기할 것

■ 제153차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

○ 홍수시 안정적인 저류조 운영을 위하여 전기실 

위치를 도림천 계획홍수위와 비교 검토하여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하고 저류조의 빈도별 수위 제시와 최소여유고

(0.6m)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 도림천 홍수위 저감을 위한 저류조 유입수량

(㎥/s), 우수 계획배제 시간, 유출펌프규모, 

수위조건에 따른 운영계획 등을 제시하고, 신림

공영차고지 저류조와 관련된 상위계획 등에서 

검토된 관련 자료도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

할 것

○ 저류조 운영과 관련하여 유입수압을 고려한 

적정 수문형식 검토, 수문 작동지연 발생여부, 

도림천 수위 및 주변 서울대 저류조 운영 등과 

연계하여 유지관리방안을 수립 제시할 것

■ 제154차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조성 기본

설계심의

○ 한강합류부 지점의 하중도 및 생태수로 조성

계획은 유지관리계획의 제시 및 퇴적을 저감

하여 생태수로의 폐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

법을 검토 제시할 것

○ 깍기부에서 식생매트 하부에는 일정두께의 양질 

토가 필요하므로 대표적인 깍기부에 지층을 

확인할 수 있는 TEST PIT 시험을 실시할 것

○ 수변데크 설치시 기초지반 지지력을 검토하고 

기초 크기 적정성 등을 제시할 것

○ 하천점용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것  

■ 제155차 염창1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설계강도나 배근간격, 피복 등의 자료 출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 

   - 설계도 또는 표준도, 전회 안전점검 등 출처 근거를 

수록

○ 상시 안전성평가 및 유수지 최고수위에 대한 

지반고와 펌프실 설치표고 검토 등의 수문학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 종합평가에 반영할 것

○ 증설공사 이후 향후 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하여 반영

할 것(절단부 철근 피복두께, 간격 등)

■ 제156차 신이문2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

진단용역(재심의)

○ 신이문2빗물펌프장 PC암거 세그먼트 이음부에 

발생된 누수, 녹물발생, 단차발생, 토사유출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상부도로 보수

이력과 연계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적정한 

보수방안을 마련할 것

○ 연결암거 PC구간 및 RC구간의 세그별 연결부 

단차현황을 표기하여 향후 유지관리시 참고

토록 하고 보수방법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

시할 것

○ 일부 펌프, 플랜지, 밸브의 부식 발생부에 대한 

재도장 처리 등 부식방지 방안 제시할 것

○ 펌프장 건축물 및 제어실 내부 지진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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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의 위험이 있는 조적물, 부착물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할 것

■ 제157차 반포대교(잠수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한강 홍수시 잠수교 월류에 따른 시설물 손상

현황은 시설물 안전에 매우 중요한 관리항목

이므로 홍수위 및 월류시기, 시설물 파손현황 

등을 조사하고 우기시 중점유지 관리방안으로 

관리되도록 보고서에 기록할 것

○ 신축이음에 대한 여유량 측정은 최대 신장이 

이루어지는 혹서기(7월, 8월) 및 혹한기에 측정

되어야 하나, 6월(24.8℃)과 8월말(19.8℃)에 

측정하는 등 측정시기가 부적정하므로 2017년 

월평균기온 및 최고기온 값을 반영한 여유량을 

재분석할 것

   ※ 2017년 하절기 평균기온 : 6월 23.3℃, 7월 

26.9℃, 8월 25.9℃(최대 31.4℃), 9월 22.1℃

○ Splice부의 볼트 체결불량, 볼트길이 부족, 

볼트파단 및 누락 볼트홀 불량와샤 누락 등의 

손상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은 고장력 볼트의 

마찰 접합의 효과가 현전히 저하되어 전단접

합의 효과 외에는 발휘할 수 없으므로 신규 

볼트사용제시 요망

■ 제158차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 용역발주

심의

○ 야구장 주변 보행자가 공으로부터 안전이 확

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보

행동선 및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식재설계나 시설물의 디자인을 통한 CPTED 

설계 방안(범죄방지 식재, 가시권 확대, 활동성 

강화, 청결한 유지관리 등)을 강구할 것

○ 신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시스템에 대하여 검토하고,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우수한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할 것

○ 과업개요에 부대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

목표 및 방향, 설계범위 및 대상 등 기본적인 

사양을 포함할 것

■ 제159차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기본

설계심의

○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과 관련하여 상부도로 

운영계획 및 세부 교통처리계획 도면을 제시

하고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알 수 있도록 단

계별 교통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것

○ 신내1교 확장과 관련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

보를 위해 신·구 교량을 강결하는 방안에 대

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 

○ 교량확장에 따른 기초 계획 시 지반조사 결

과에 의거 기초(관경, 깊이, 시공방법, 인접 

시설물과의 간섭 여부 등)를 결정할 것

○ 상수도관 이설관련 가시설 흙막이 안전성 검

토는 근입장 검토 외에 굴착저면 안전성 검

토를 추가 시행하고 강관주변 다짐불량으로 

인한 관로변형이 없도록 할 것

○ 송수관로 이설관련 부단수 공법 검토시 동일

계통의 이설사례를 검토하여 최적의 안전한 

공법으로 설계할 것

■ 제160차 난지빗물펌프장 외 2개소 정밀안전

진단용역

○ 난지빗물펌프장(2동) 수지파형강관 변형 구간은 

원인 분석시 시공중 굴착 사진 또는 시추 자

료를 검토하여 보고서에 제시 및 평가에 반영

하고, 관로 상부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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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 안전성평가시 구조물별 기둥부재의 검토

결과를 추가하고 준공도면의 띠철근 상세가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할 것

○ 봉원빗물펌프장 펌프실내 철근노출 등 손상부를 

재조사하여 누락된 손상부가 없도록 조치하고, 

거더 등 동일부위에 발생한 균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관리방안 등 대책을 제시할 것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점검통로 및 점검

시설(사다리)의 상태,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불편 및 위험요소 

개선방안, 소요비용 등) 제시할 것

■ 제161차 노량진빗물펌프장 외 2개소 및 수문 

정밀안전진단용역

○ 본동1호수문 배수 흄관 2구간은 부분적 파손 

및 천단부 종방향 균열이 발생되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신설 흄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노량진빗물펌프장 지하펌프실 거더에 발생한 

균열은 거더하면에서 복부, 슬래브까지 연속

되어 있으므로, 구조적 균열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 보수·보강 방안 검토시 건축구조물의 균열을 

구조체, 비구조체로 구분하고, 균열의 폭에 

따라 우선순위와 적절한 보수·보강방안을 제시

할 것 

○ 대방빗물펌프장 유입수문의 렉바브라켓 및 

볼트 이음부, 본동빗물펌프장의 수문 가이드

프레임 등 심각한 부식에 대해서는 재도장

보다는 내식성이 강한 STS재료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제162차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삼풍상가~ 남산 

순환로) 공공공간 기본설계심의

○ 세운상가 및 삼풍상가 지하차도 벽체 및 슬라

브가 가설구조물과의 이격거리가 협소하므로 

이에 대한 방수 계획을 보완할 것

○ 지하연결통로의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보도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큐브에 대해 환기시

설을 검토할 것

○ 대형 상수관 하부를 통과하는 수평강관과 상

수관 상·하 이격거리가 협소하므로 시공오차를 

고려한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유해위험방지계획/안전관리계획 재검토 할 것

○ 지하연결통로 1단계(대림상가), 2단계(삼풍상가)

의 비개착공법 적용 이유와 1단계(강관압입), 

2단계(강관다단그라우팅)가 다르게 적용된 

내용을 상세히 비교 검토하고 보고서를 보완

할 것

○ 경사로, 데크 등 겨울철 동결에 대비한 미끄럼 

방지방안 수립할 것

■ 제163차 강남자원회수시설 가연성폐기물 선별

시설 설치사업 설계심의

○ Stack 배출구에서 토출 유속 기준 적정여부를 

재검토하여 반영할 것

○ 악취 농도 기준이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 농도로 

변경하여 반영할 것

○ 건물 내부기둥이 SC1 하나의 단면으로 통일된 

바 좌굴 길이나 응력을 확인하여 재검토하여 

반영할 것

○ 세차동 PIT 상세도에서 터파기 길이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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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에서 2.19m로 낮아지는 바 비탈면 안

정성을 검토하여 수정할 것

○ Duty Cycle Time 검토결과 기존 폐기물 크

레인만으로 시설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

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

○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운영실에서 선별시설(기

계실)을 볼 수 있도록 운영실 재배치를 검토

할 것

■ 제164차 한강나들목(강남) 정밀안전진단심의

○ 수문이 위치한 하천제방 상·하 20m 구간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종단 및 횡단면

도를 작성하여 준공도면, 전차진단과 비교결

과를 검토·반영할 것

○ 노들길 나들목(1980년 준공) 날개벽이 특별한 

보수·보강 이력없이 상태평가 결과 A등급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문비 Skin Plate에 대한 두께 측정 결과, 설계

기준보다 부족한 문비의 경우 최소 실측 두께를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Wire Type 

문비에 대한 개폐능력 검토를 추가할 것

○ 개화나들목 포장부 손상에 보수방안은 대형

차량 통행이 빈번한 현장여건을 감안 콘크리트 

강성포장 등 적정한 보수방안을 검토·반영할 것

■ 제165차 한강나들목(강북) 정밀안전진단심의

○ 벽천나들목의 통행암거 누수(joint) 부위가 

증가된 사항에 대해 원인 파악 및 구조물 영향

관련 사항을 검토·반영할 것

○ 통행암거 마감재(화강석) 습윤이 크게 증가한 

원인과 대책을 검토·반영할 것

○ 청구아파트나들목 및 성덕정나들목 수문의 조류

배설물은 시설물주변의 조류번식을 고려하여 

방지막 설치 등 적정한 보수방안을 검토·반영

할 것

○ 청구아파트나들목 제외지 문틀부식과 분비분

식은 각 재질과 부식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보수방안을 검토·반영할 것

■ 제166차 양화대교(상류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교량 하부구조의 강도부족 구간은 동결융해 및 

외부요인에 따른 내구성 저하의 문제가 더 

크므로 점검에 따른 들뜸 및 박리 등에 대한 

점검방법을 보고서 중점유지관리 항목에 상세히 

수록하여 내구성 확보가 되도록 조치바람 

○ 보도확장 구간(S31)의 버스 정류장 교면포장 

밀림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부분적인 강성포장을 

제안하였으나, 아스콘과 콘크리트의 혼용포장은 

고민이 필요하므로 유지관리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아스콘 포장이후 전체 보수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167차 가회배수지 등 1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철근배근조사에서 피복의 적정성 평가는 중심

피복이 아닌 순피복으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반영할 것

○ 보수보강 이력 조사시 FMS(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에 등록된 보수보강자료 이외에도 관리주체

에서 보수보강한 이력도 포함하여 반영할 것

○ 배수지 및 가압장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   

배수지 운영에 관한 유지관리방안을 검토·반영

할 것

○ 밸브 연결부의 고무패킹에 대한 점검결과 및 

습윤환경에 따른 부식이 진행되는 곳은 습도 

제거방법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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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차 잠원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배수암거 2구간 관경변형 구간은 지속적인 

변위 관측이 필요하므로 계측이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여 계측기를 부착하고 향후 정밀점검

이나 진단시 동일 위치에서 진행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펌프실내 배관부 도장상태 불량 구간은 보고

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손상의 발생 원인, 보수·

보강 방안을 상세히 검토하여 제시할 것

○ 엔진펌프의 유지관리방안 작성시에는 우기 이후 

가동 마무리 시기 및 우기 시작 전 가동 준

비단계에서 점검 및 조치할 사항 등 상세한 

관리요령을 제시할 것

○ 안전성평가시 반영한 철근강도는 토목분야와 

건축분야가 서로 상이하므로, 관련 도면 제시 

또는 추정 여부 등 근거를 제시할 것

■ 제169차 청천가압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흡수정의 철근노출 손상에 대해서는 철근의 

부식정도를 감안하여 부식도조사 등을 통한 

철근 보강배근의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

○ 펌프모터 등 진동기계 받침부 주변에 대한 

균열, 진동상태 등 구조물 전반적인 조사 사

항에 대해서는 별도 정리할 것

○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업대상에 대한 간략한 

구조도를 작성하여 향후 점검 및 진단시 확인

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시설물 현황에는 가압장의 준공년도만 제시

되어 있으므로, 모터펌프 제작년도, 교체여부 

등 상세현황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 제170차 노량진배수지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봉현배수지는 STS박판 재질을 사용한 시설이

므로,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상태의 녹발생 

보수와 운영 및 향후 유지관리시 유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것

○ 본 과업대상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물 현황

표에 급수현황, 배수지 시설현황 등을 명확

하게 기술할 것

○ 가압장 벽체 방음판넬 시공부는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1종 시설물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고려, 향후 

점검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 제171차 금천배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기 점검시 조사된 손상내용과 금회 진단시 

발견된 내용을 병행 기재하여 향후 점검시 

손상의 변화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

할 것

○ 봉천11(대)배수지 가압장 상부거더에서 발생

한 균열은 발생 원인에 대해 구조적인 요인

(균열깊이 측정이나 철근탐사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 가압펌프장내 가압펌프에 의해 발생 가능한 

구조물 균열여부에 대해 검토결과를 제시할 

것

○ 배수지 손상조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부 녹물 발생에 대해 현 상태에서 보수·보강 

가능한 방안을 검토·반영할 것(녹물 발생원

인 제거 등 근본적인 보수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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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저장관과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와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제822호)

(보호기간 :  2017. 07. 14. ～ 2022. 07. 1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라텍스의 탄성에 의해 주입 압력이 조절되는 라텍스 재질의 탄성 저장관과 균열 내부의 

공기는 배출시키지만 주입보수액의 역류를 차단하는, 일방향 판 형태의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

포트 및 배터리 방식의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순번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1 ① 표면처리 ① 표면처리

2 ② 균열부 실링 ② 균열부 실링

3 ③ 좌대와 주입기구 체결
 좌대와 주입기구가 일체화 되어 있어
 별도로 체결할 필요가 없다.

4 ④ 보수제 주입 ③ 보수제 주입

5

⑤ 에어배출 후 역류 차단
  내부 에어를 배출하기 위해 보수액이 주입구로
  나오기를 기다려 에어가 빠져나오는 걸 확인 후
  역류 방지장치를 조작하여 보수액 차단

 스마트 밸브 스스로 에어를 배출하므로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다.

6 ⑥ 마감 작업 ④ 마감 작업

 

[신기술 시공절차]

   

 ⓛ 균열부 조사  ② 실링  ③ T-Port 및 PIN-Port 설치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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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확인창 설치  ⑤ 보수액 주입  ⑥ 확인창 확인

       

 ⑦ 표면처리  ⑧ 마감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순번 공사명 확인주체 기관명  담당부서

  1 종묘주차장 균열보수공사 발주처 삼성물산(주) CS팀

  2 현내수문 외 27개소 보수.보강공사 발주처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방재과

  3 
서울메트로 2호선 대림~신도림역간

지하구조물 유지보수공사
발주처 서울메트로 토목사업소

  4 폐수비상집수조 구조물 크렉보수공사 발주처 삼성물산(주) CS팀

  5 
서울메트로 1,2호선 지하구조물

보수공사
발주처 서울메트로 토목사업소

 ··· 외 18개 현장 적용완료

  

 나. 향후 활용전망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중장기적으론 국내외 건설수요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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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로 인해 공공 토목 및 건축 투자가 줄고 SOC 민자 유치나 BTL 등 민자사업은 증가, 인구 

증가 둔화로 신규 건설수요보다는 기능보강과 수명 연장을 위한 유지관리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유지관리투자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신기술이 국내 및 국외에서 활용실적이 

확대되면 기술적, 경제적인 우위를 갖는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규모 및 업체수]

      

연도
유지ㆍ보수공사

(건수)
유지ㆍ보수 공사금액

(백만)
업체수
(개)

2010년 59,163 2,837,205 4,056

2011년 60,828 2,918,884 4,324

2012년 61,244 3,015,927 4,488

2013년 62,750 3,114,603 4,675

2014년 62,632 2,919,085 4,874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기술 신기술

고무줄 주사기
공법

- 
주사기 내부의 보수액을 고무줄 

압력으로 주입

  ▶ 독창성

    - 라텍스 재질의 탄성 저장관

    - 균열내부 에어만 배출되는 스마트 밸브

    - 주입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확인창

    - 시공이 편리한 무선 주입장치

 
  ▶ 성능 차이

    - 간편한 시공에 의한 공기단축

    - 주입성능 향상에 의한 신뢰성

    - 주입확인 가능에 의한 품질향상

    - 주입 압력 향상에 의한 완전접합

스프링 주사기
공법

신기술
694호

주사기 내부의 보수액을 
스프링 압력으로 주입

SKI 보수공법
신기술
419호

마이크로 패커 설치 후 
전용 주입기로 주입

SPI 보수공법
특허 

0767736 
좌대 부착, nipple 설치 후 

전용 주입기로 주입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기술은 콘크리트의 균열보수가 요구되는 건축물 이외에 장대터널, 장대교량 등 건설분야 모든 

부분에 보급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고층화되는 건축물의 경우 층마다 생기는 균열에 대한 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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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 되고 있으나, 기존 공법들은 수작업 및 재료의 한계에 부딪침에 따라 공사기간 증가 및 

비경제적성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빠른 시공성 및 자동 주입성능 등 첨단적인 방법의 신

기술 공법은 새로운 균열보수 시장에 중요한 기술로 널리 파급하게 될 것이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구분 기존기술 기술내용 기존기술 도면 신기술과의 차별성

북미 

유럽 

PORT 

공법 

보수액을 주입 할 균열 위치에 

SURFACE PORT를 부착하고 균열 

전체를 실링하여 양생시킨 후 주입

기를 사용하여 보수액을 주입한다.

주입완료 후에는 뚜껑을 사용하여 

보수액의 유출을 막아준다.

- 주입압력이 높아지면 좌대가 압력을 견디

지 못하고 떨어지므로 압력에 주의해야 

하지만 적정압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 보수액을 저장시킬 수 없어 자동주입이 

불가능하고 주입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본 BICS공법

받침파이프 접속파이프 고무튜브, 

주입파이프 주입량 제한지로 구성

되어 받침파이프를 설치하고, 인젝

터를 부착한 후 주입펌프를 사용

하여 BL인젝터 주입구로 압입하거나 

DD인젝터의 고무튜브에 에폭시 

수지를 저장하여 내부압력으로 주입

하는 공법

- 균열내부 에어를 배출시키기 어렵다.

- 임의로 보수액을 주입파이프에 저장하여 

균열에 주입하므로 균열에 맞는 적정량을 

주입하기 어렵다.

- 받침 파이프 설치 후 주입파이프를 설치

하므로 번거롭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품명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신기술　 m       　       　       　        　

표면처리 및 정리 m2 0.100      　 784 23 807

균열부 실링처리 m2 0.100 1,560 1,661 33 3,254

균열보수제 주입 m 1.000 43,400 17,065 679 61,144

마감작업 m 2 0.100 13 579 4 596

계 44,973 20,089 739 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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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및 공사기간

      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서울 메트로 현장 균열 보수에 적용한 840m 구간에서 총 소요 공기는 

16일로서 m당 0.263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법(일반 기계 주입 공법)에서

1,264.5m 시공하는데 총 41일을 시공하여 m당 0.35명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공기단축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잔여 공사 구간인 10,805m 시공 시에 기존 공법 350일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여 263일로서 87일의 공기단축 효과가 있고, 작업자의 평균 노무비를 

130,000원/일로 책정하였을 때 인건비 126,360,000원의 절감이 가능하여 공기기간 및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된다.

   

구 분 당초(일반기계주입) 신기술

적용구간
ⓐ

1,264.5m
4호선 성선여대~한성대

840m
수서기지 입고선

작업일수
ⓑ

41일
(2016.02.17.~2016.04.10.)

16일
(2016.05.08.~2016.05.26.)

투입인원
ⓒ

447명
(일평균:10.9명)

223명
(일평균:13.93명)

시공속도 ⓓ=ⓐ÷ⓑ
(10.9명 투입기준) (m/일)

30.8m/일
41.0m/일

(10.9명 환산기준)
52.5m/일(13.93명기준)

시공효율 ⓔ=ⓒ÷ⓐ
(작업 투입인원/m)

0.35명/m 0.26명/m

시공품질
(코어상태,주입량)

코어상태:양호
실 주입량:0.098kg/m(설계량:0.07kg/m)

코어상태:양호
실 주입량:0.23kg/m(설계량:0.07kg/m)

10,805m x (0.23kg-0.098kg) × 8,000원 = 11,410,080원
추가비용(당초 계약단가 시행으로 시공사 부담)

코어상태는 두 공법 모두 양호하나 실 주입량은 약 2.4배가량 차이로
T-PORT공법이 더 내실있는 공법으로 판단 됨.

시공
효과

잔여수량
(10,805m)
적용 시

공사일수ⓕ=
10,805m÷ⓓ

350일(10.9명 투입기준)
(누수 등 기타공사:60일제외)

263일(10.9명 투입기준)
(누수 등 기타공사:60일제외)

공기단축 : 90일

작업 투입인원

3,781명 2,809명

작업인원 972명 감소
노무비 평균단가 : 130,000원

130,000원 x 972명 = 126,360,000원 인건비 절감

  (3) 유지관리비

      본 기술의 공인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투입비용 및 시공시간에 따른 유지관리 및 생

애주기 측면에서 기술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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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내용

적용기준

 ▶ 취득원가 기준 시공단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신기술 : 65,801원/M (비교기술 대비 : -20.27% 비용절감 가능)

   - 비교기술 : 82.528원/M 

 ▶ 시공시간 

   - 신기술 : 2분 /M (비교기술 대비 : 1분20초 시공시간 단축)

   - 비교기술 : 3분20초 /M

 ▶ 주입재 저장량 

   - 신기술 : 40cc (비교기술 대비 : 주입재 저장량이 165% 증가함으로 번거로운 재주입 공정없이 보수액을 

균열에 충분히 주입 가능하여 주입 보수 품질은 향상되고 하자 발생률은 감소된다.)

   - 비교기술 : 25cc

  ▶ 투입인력

   - 신기술 : 0.501인/M (비교기술 대비 : 0.039인 시공 인원 단축)

   - 비교기술 : 0.540인/M

 ▶ 기존 기술대비 효율성 비교

   - 균열 내부 에어배출 기능 ; 신기술 : 자동 / 비교기술 : 수동

   - 주입기계의 편리성 ; 신기술 : 무선 충전주입기 / 비교기술 : 유선전기사용 주입기

유지관리 및

생애주기

 ▶ 이 신기술은 비교기술 대비 비용절감 및 높은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하자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시공 불량으로 인한 재 보수 공사 시 유지관리의 불편함 및 비용, 시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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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스마트 밸브와 탄성 저장관을 사용함에 따라 콘크리트 균열 보수시 기존 공법대비 

보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재하자 발생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법이다.

     이는 보수액 저장을 위하여 고탄성 저장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주사기를 사용한 저압주입 

공법과 비교하여 보수액 저장량이 높고, 주입 장치가 작아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이 50%로 

저감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운송, 재활용 등의 탄소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우수하고, 장치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또한, 보수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

물의 LCC(Life Cycle Cost)가 개선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녹색 첨단기술에 부분적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재하자 발생율을 저감하기 때문에 주입용 

보수액의 사용을 줄여 환경에 친화적인 공법으로 판단된다. [폐자재 발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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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판 일체형 광폭 PSC거더를 클립강결유니트로 일체화하고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한 연속구조공법(제823호)

(보호기간 :  2017. 07. 14. ～ 2022. 07. 1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광광폭 상부플랜지ž광폭 하부플랜지ž복부를 일체 제작한 바닥판 일체형 광폭 프리캐스트 

PSC거더를 루프ž트러스철근ž캡빔트러스 등 클립강결유니트로 횡ž종방향으로 강결일체화하고 지점부에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하고 1점받침으로 지지하는 교량 연속구조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개념도 및 상세도면

   - 횡단면도

     

12.150

LC  OF ROAD

2
4
0지 점 부 중 앙 부

1
.6

5
0

바닥판클립강결유니트

PSC슬래브거더
2 43 1

2 43 1
2 4

   - 종단면도

     

1.0 L 1.0 L1.0L~1.3 L

바닥판용클립강결유니트

1점받침지지

지점부연속 PS긴장재

1차PS강선

필요시연속PS강선

거더용클립강결유니트

슬래브거더(SI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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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절차 및 방법

     

 슬래브거더 제작 1차PS강선 긴장정착  가받침·영구받침 설치, SII거더 거치  

바닥판연결 클립강결유니트 거더연결부 클립강결유니트 가받침 제거, 1점 영구받침 셋팅

지점부연속 PS강선 긴장정착 교면포장 등 부대공 준공전경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위 치 비고

1 명호교 재가설공사 하동군 2011/01∼
2011.12

교량1개소
L=2@35=70m

B=8m
경남 하동군 명호리 2경간

연속교

2
화성동탄(2)지구
도시시설물1공구

건설공사
LH공사 2013/7∼

2015.09

교량1개소
L=33m

B=17.5m
경기 화성시 영천동 단경간

3 학운3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공사

경기도 
김포시

2015.09∼
2016.11

교량1개소
L=5@45=225m,B

=25.9m
경기 김포시 학운리 5경간

연속교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국내의 인구와 취업구조는 고령화 사회이고, 건설업은 3D업종 취급을 받고 있어 숙련된 기술

자와 작업자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에 의한 시공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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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이 요구되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듈러 시공으로 경제성, 공기단축과 시공성 향상 등의 탁월한 적용 효과에 의해 경제성 

및 시공안전성, 긴급공사가 요구되는 공공기관 및 민간현장에서 수급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단위 모듈러 슬래브거더 단면과 클립강결유니트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신기술은 최근 건축

공사가 모듈러화하는 추세와 일치하게 됨에 따라, 건축의 장경간 거더에도 활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단일 모듈러 단면에 의한 공기단축 및 시공안정성 향상, 클립력 도입 연결시스템에 의한 일체성 

강화와 연속구조에 의한 모멘트 재분배 향상 등에 의해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 시공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기술수준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신기술 성능 및 기능 기존기술 성능 및 기능

 - 단일 슬래브거더 단면

 - 종·횡 클립강결유니트 연결장치

 - 다단 PS강성 긴장정착으로 전단면 탄성상태 유지

 - 1점지지 연속구조

 - RC합성거더 또는 BOX형 단면

 - 철근중첩, 용접방식, 부분 개량 연결장치 철근연결

 - 부분 PS강성 긴장정착 시스템, 지점부 단면 별도 보강

 - 2점지지 연속화구조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동바리 및 거푸집이 없는 단일 모듈러 단면과 일체성이 높은 클립강결유니트 연속구조의 힘전달 

능력에 의한 공기단축,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으로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활용한 기술개발환경의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단일 모듈러 단면을 연속구조로 하는 기술은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자립성이 우수한 기술로 

판단되며, 트러스 철근 및 캡빔 트러스 등에 의한 클립력 도입과 받침겸용 연결장치의 독창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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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인하여 이 신기술과 같은 단일 모듈러 거더 시장에서 경쟁력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경간장 35.0m에 대한 바닥판 및 받침, 교면포장 등을 포함한 상부 총공사비(간접비용 포함)는 

약 80,000,000원/본이다.(현장 여건과 경간 구성에 따라 절감)

 (2) 공사비     

    교량연장 L=3@35.0m=90.0m, 교폭 B=12.4m에 대한 상부 총공사비 (10∼11% 절감)

    

구 분 상부 공사비 (받침, 부대공 포함) 비고

신기술 슬래브거더교 12.10 억원 1.00

기존 표준형 PSC 합성거더교 13.36 억원 1.10

기존 개량형 PSC 합성거더교 13.44 억원 1.11

 (3) 공사기간

    RC 바닥판 및 관련 공종 생략으로 종래기술 대비 약 30% 공기단축

    

차별화 시공절차
공사일수 (일수)

증감일
기존기술 신기술

① 거더제작 및 1차 PS강선 긴장정착 
(15本) 45일 52일 +7일

② 바닥판, 가로보, 격벽 및 연결부 시공, 
가시설 설치·해체 45일 5일 -40일

③ 지점부 연속 PS강선 긴장정착 0∼2일
(연속화교)

4일
(연속화) +2∼4일

계 90∼92일 61일 -29∼30일

주) 교량연장 L=3@35.0=105.0m, 교폭 12.4m 기준

 (4) 유지관리비     

     순수 받침에 대해 평가 결과, 기존기술 대비 15% 절감, 연속구조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및 전

단면 탄성상태 유지에 의한 지점부 바닥판 보수 축소 등을 감안하면 추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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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받침
규격

수량 단가
초기

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수·보강 교 체 계

종래
기술

175ton 30EA 2,400 72,000
2,400×6×30×0.3

=129,600
2,400×2×30×1.5

=216,000
345,600

신기술

175ton 10EA 2,400 24,000
2,400×6×10×0.3

=43,200
2,400×2×10×1.5

=72,000
115,200

300ton 10EA 3,700 37,000
3,700×6×10×0.3

=66,600
3,700×2×10×1.5

=111,000
177,600

소계 61,000 109,800 183,000 2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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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은 강재 및 콘크리트 재료 절약과 공사기간 단축에 의한 CO2 배출량이 종래기술 대비 

12%이상 감축되었으며, 유지관리의 주요 공종인 부대장치의 축소에 의한 보수·보강 기간 단축효과 

등을 감안하면 추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대부분 주요 공정이 제작장에서 이루어지면서 현장시공을 최소화하는 선진국형 기술에 의해 

시장 확대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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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의 해외 운영 사례 및 시사점

서론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40.1%로 OECD 평균인 19.5%의 2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자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현재 국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매년 보행자 

횡단 중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무신호 횡단보도의 비중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비중 보다 크다. 횡단 중 보행자 사

고가 차대차 사고 등의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국내 환경에서 

무신호 횡단보도가 보행자에게 얼마나 많은 위

험을 노출시키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무신호 횡단보도는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지양

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교통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

으로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해외의 무신호 

횡단보도의 운영 사례 검토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

적인 무신호 횡단보도 운영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무신호 횡단보도

 미국에는 무신호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연방도로청에서 만든 MUTCD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를 통해 설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

지만 설치기준은 각 주의 교통법에 적용받고 있다.

 미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주

에서 운전자의 교통 법규를 강화하였다. ‘일시정지’

와 ‘양보’ 규정을 무신호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으며,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또는 양보하도록 하고 있다. 

9개 주에서 일시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9개 주에서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UTCD에서는 무신호 횡단보도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안전표지판을 제시하고 있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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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신호 횡단보도

 일본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법으로 횡단

보도의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면 횡단보도의 정지선 이

전에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

으며,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30m 이전에서는 추

월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령

자나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

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무신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대기

하는 경우 센서로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도로표

지병과 같은 도로안전시설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시설을 개발하여 시험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해당 

시설의 도입을 통해 횡단보도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무신호 횡단보도

 영국은 횡단 중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

양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

신호 횡단보도인 지브라 횡단보도가 있다. 지브라 

횡단보도는 현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횡단보도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

태이나, 영국에서의 지브라 횡단보도는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 적용하는 형태이다. 

지브라 횡단보도는 지브라 노면표시와 황색 점멸 

비이컨(Beacon)이 부착된 기둥, 횡단보도 양측

면의 백색 지그재그선(주·정차금지, 추월금지)으로 

구성 되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도록 차량이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에게 통행권을 

우선 부여하는 규정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횡단보도가 있으며,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있다. 도로상의 횡단보도에 적용

하는 가장 일반적인 시설인 보행자 안전지대이다. 

보행자 안전지대는 최소 폭 1.2m 이상으로 보

행자의 대기 장소를 제공한다. 보행자 안전지대를 

설치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지대 옆으로 횡단

하지 않도록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

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드레일을 추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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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국내의 무신호 횡단보도를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건너편으로 횡단하기 위해서 높은 속도로 통과

하는 차량에 의해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차량이 모두 통과할 때까지 

대기한 후 더 이상 접근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편으로 횡단할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는 보행자 중심의 시설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운전

자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일시정지와 서행에 대한 규정을 이

행할 수 있게 하는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빠른 시일내에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법규 개정과 더불어 운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보행자라는 생각을 가

지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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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집합건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다.

 매뉴얼의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집합건물의 이해」는 ▴집합건물의 뜻 

▴집합건물법의 연혁 ▴집합건물 적용 타 법률 

비교 등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2장 「집합건물법 해설」는 ▴집합건물법의 각 

조문 해설과 판례를 달았으며, 이는 집합건물법

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할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에 주안을 두었다.

 제3장 「집합건물 관리실무」는 ▴용역계약 체

결·회계관리, 시설관리 등 집합건물의 실무적인 

지식들을 종합하였으며, 제4장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질문과 답변의 방식으로 집합건물 관리

에 도움이 될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opengov. 

seoul.go.kr/pap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정책과 (02)2133-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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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7년 12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58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부지면적 : 94,720㎡

․ 규모 : 야구장 4면 및 부대시설

10,131

(447)

조건부

채택
조경

설 계

심 의

153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주차장 : 버스101대, 관리동 및 

부속시설

․ 저류조 : 빗물저류조 1개소     

33,400

(906)

조건부

채택
토목

154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 기본설계

․ 범위 : 한강합류부~군자교 L=4.9km

․ 내용 : 축제공, 호안공, 하도정비공, 

구조물공, 포장공, 식재공 등

26,951

(952)

조건부

채택
토목

159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 북부간선도로 : 묵동IC~구리IC

․ 서울시구간 : 신내IC, 교량4개소

136,800

(1,949)

조건부

채택
조경

162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삼풍상가~남산순환로)

공공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중보행교 신설, 광폭횡단보도 등 

조성, 거점공간 마련 등

33,603

(1,147)

조건부

채택
토목

163
가연성 선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가연성폐기물선별시설 : 반입 600

톤/일, 반출 350톤/일

24,389

(940)

조건부

채택
기계

정 밀

안 전

진 단

심 의

152
박미빗물펌프장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 박미, 가산1, 가산2 빗물펌프장 (105)

조건부

심사
토목

155 염창1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등 (43)
조건부

채택
토목

156
신이문2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

성평가, 보수보강공법 제시
(169)

조건부

채택
토목

157
반포대교(잠수교)

정밀안전진단

․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

성평가, 보수보강공법 제시
(391)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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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정 밀

안 전

진 단

심 의

160
난지빗물펌프장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

성평가, 보수보강공법 제시
(202)

조건부

채택
토목

161
노량진빗물펌프장 외 2개소  

수문 정밀안전진단

․ 노량진, 대방, 본동 빗물펌프장 및 

수문
(191)

조건부

채택
토목

164
한강나들목(강남) 정밀안전

진단 및 정밀점검
․ 개화나들목 등 7개소 (232)

조건부

채택
토목

165
한강나들목(강북) 정밀안전

진단 및 정밀점검
․ 벽천나들목 등 5개소 (243)

조건부

채택
토목

166
양화대교 외 1개소 정밀안

전진단 및 정밀점검

․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제시 등
(360)

조건부

채택
토목

167
가회배수지 등 11개소 정밀

안전진단
․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등 (256)

조건부

채택
토목

168 잠원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 잠원빗물펌프장, 잠원제2배수문,

 잠원비상수문
(117)

조건부

채택
토목

169 창천가압장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1개소

․ 정밀점검 24개소
(124)

조건부

채택
토목

170
2017년 노량진배수지 외 7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5개소

․ 정밀점검 : 3개소
(145)

조건부

채택
토목

171
2017년 금천배수지 외 7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4개소

․ 정밀점검 : 4개소
(87)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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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7년 12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7.12.

건     축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등 
16건

2,422 2,317

교 통 서울 C-ITS실증사업 기본설계용역 등 3건 558 543

기 계 설 비
도림고가 엘리베이터 설치 실시설계용역 등 
2건

324 311

도 로
지하 유휴공간 재생 프로젝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9건

3,041 2,983

도 시 계 획
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등 6건

133 128

상 하 수 도
노후기반시설(하수관로) 실태평가용역 등 
2건

529 529

소 방 
망원 외 29역 승강장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감리용역 등 2건

467 58

전 기 통 신
5호선 마곡변전소 노후 전력설비 개량공사 
감리용역 등 5건

660 600

정 밀 진 단
방화기지 등 43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 등 2건

455 425

조 경
천왕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6건

320 313

지 하 철
7호선 가산디지털역 4번 출입구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9 67

하 천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5건

3,051 2,898

기 타
서울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방안 및 
관리기술 개발 연구 등 4건

292 265

 계 63건 12,321 11,437



- 38 -

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8년 제114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1.05~1.11 2.04 3.16 3.19~3.28 4.14~4.21 5.18

< 2018년 제1회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2.02~2.08 3.04 3.16 3.19~3.22 4.14~4.27
5.04
5.25

< 2018년 제1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1.05~1.11 1.20~1.28 2.02 2.05~2.08
3.10
~3.23

3.30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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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

는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딴 ‘워라밸’이 주로 사용된

다.

 워라밸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

거나, 퇴근 후 SNS로 하는 업무 지시, 잦은 야근 등

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

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7월 워라밸의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

대 제안‘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

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

천 등 10가지 개선 방침이 수록됐으며 잡플래닛과 공

동으로 워라밸 점수가 놓은 중소기업을 평가해 ‘2017 

워라밸 실천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2017 워라밸 실

천기업’으로는 「디엔에프(주)」 등 11개 기업이 선정되

었다.

 더불어,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이끄는 소

비트렌드분석센터가 꼽은 2018년 가장 주목할 트렌

드 키워드도 ‘워라밸’ 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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