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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저성장 시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기의 도래

 우리의 건설 문화는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여 왔으나, 과거 고성장과 이로 인한 부의 축적에 대한 

환상으로 철거 후 재건축을 전제로 하는 건설에 집착하여 왔으며,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부의 축적 아이콘

으로 지금도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20∼30년을 수명으로 하는 전기 설비는 건물과 

함께 수명을 기다리는 연명을 위한 유지관리로 급속히 발전하는 전기설비의 에너지 효율과 편리성이 배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변전설비의 형식과 변압기의 용량은 에너지절약과 편리성, 안전성 모두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정한 교체를 통한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 사회, 자연환경의 변화 및 베이비부머와 같은 인구문제 등이 복합된 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재건

축의 경제성이 없어져 유럽과 같이 신축을 하면 최소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주택(공동주택의 설계

수명은 50년에 안전율 200%로 100년이다)으로 최소 한 번 이상 리모델링이 검토되며, 1989년을 시점

으로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이후 20년 이상 도래된 APT가 해당될 것이다. 이미 일본의 공실률이 약 

14%로 빈집 증가는 우범화 등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서울의 도시재생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2011년 이후 서울의 신축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설계 조건은 주택성능등급의 EPI(energy 

performance index) 점수 86점 이상으로 가변성의 라멘(기둥식) 구조와 천정 높이를 기존 APT보다 

100mm 높여 천정 노출배관이 가능한 즉, 리모델링이 가능한 장수명 주택을 요구하고 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EPI 점수 기준은 65점 이상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경제성 때문에 공동

주택에서 벽식 구조에 천정 높이를 기존 APT보다 100mm 높여 천정 노출배관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 리모델

링에 대비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서울의 EPI 점수 21점의 상승은 건축공사비의 약 20% 상승을 가져오고 있

으며, 천정고를 100mm 높임에 따라 천정형 에어콘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여기서는 변전설비 리모델링의 필연성과 함께 변압기의 적정용량 산정으로 부하율을 높여 제5의 에너지인 

효율 향상에 의한 경제성을 도모하고 적정 변압기 용량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변압기의 수용률은 

전체 설비용량에 대하여 최대부하가 걸리는 비율이며, 이는 변압기 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적용한다. 즉, 

변압기 용량은 최대 부하설비가 걸리는 것을 용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변압기에 

50∼70%의 부하가 걸리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변압기 제작은 부하율이 약 50∼70%에서 부하손과 

무부하손이 같아지는 고효율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만든다. 거꾸로 보면 적정 부하율에서 고효율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변압기의 용량이 너무 크면 효율이 나빠지는 것이다. 

 에너지경제하의 공동주택 변전설비 리모델링 기법
   
   신 석 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한국폴리텍 1대학 성남캠퍼스 교수



- 3 -

2. 공동주택 공급전압 변경에 따른 단상3선식 변전설비의 리모델링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전제품의 110V용 기기제작을 중지시킨 1993년을 전후로 하여, 주택의 

전등, 전열설비는 220V/110V 단상3선식, 동력설비는 380V/220V 3상4선식으로 공급하던 것을 380V/ 

220V 3상4선식 단일체계로 바뀜에 따라 1993년 이전 착공분의 변전설비시스템의 구성을 달리한다. 세

대의 전등, 전열용 변압기는 단상변압기로 중간 탭을 내어 110V/220V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등용 전원

공급은 부하불평형을 고려하여 220V로 공급함에 따라 스위치를 개로하여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안전

상의 문제가 있어 3상4선식 220V/380V로 교체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변압기를 포함한 변전설비 전체를 380V/220V 3상4선식으로 교체한다. 

 3상 변압기의 용량 결정은 그 동안의 전기 사용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부하율 50∼70% 정도면 적정

한 용량이며, 3상 전원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변압기로 전등․전열용과 동력용 변압기를 구분 없이 사용

하여도 된다. 이는 계절부하와 시간대별 동력부하, 비상부하 등을 적절히 안배하여 계절별, 시간대별 부

하율 변동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간선의 시설

 일반간선은 단상3선식 3회로 9가닥을 3상4선식 4가닥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동력간선은 변경 

없이 사용한다. 간선 케이블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일반간선은 3상4선식으로 난연성 CV케이블, 비상간선은 

FR-8케이블(내화전선)을 적용하여야 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케이블 물량이 단상3선식 3회로 9가닥이 3상

4선식 1회로 4가닥으로 줄어 케이블 트레이는 여유롭게 재사용이 가능하다. 

(3) 세대 내 분전반과 콘센트 시설

 각 세대의 110V용 콘센트를 220V용으로 교체하여 220V용을 2배로 시설하여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고, 

세대분전반은 회로 수정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3. 무부하손실을 고려한 변압기 용량의 재산정 및 교체 

 준공 후 20여년이 경과된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전기설비의 리모델링 대상이 변압

기의 교체이다. 변압기의 수명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20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변압기 고장에 의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근 제작되는 고효율변압기에 의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변압기 용량의 적정 산정으로 고효율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하율에서의 고효율 운전은 필수적이다. 

변압기 용량이 크면 철심의 무부하손실에 의한 효율이 떨어지므로 변압기는 적정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부하용량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변압기 용량이 커지고, 용량을 키우는 것만이 잘 설계된 것으로 

인식되어 현재의 공동주택과 관공서의 부하율이 20∼30%인 것은 비효율적이다. 특히 기존 아파트를 리모

델링하는 경우 그 동안 전력 사용량 기록(근무일지 등)을 통하여 변압기의 부하율을 정확히 파악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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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효율운전이 가능한 변압기 선정을 할 수 있다. 

 변압기는 정지형 유도기기로서 용량에 민감하지 않으며, 건축물에 적용되는 몰드 변압기는 권선이 굵어 

과부하 내량이 크다. 즉, 몰드 변압기는 과부하 특성이 우수하여 짧은 시간 동안의 변압기 용량 부족에 

대한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최근에 제작되는 고효율 몰드변압기의 경우 150% 부하에서 10시간 

이상 사용 가능하고, 200% 부하에서 단시간 정격에 사용할 수 있다. 즉, 1,000kVA변압기에 1,500 

kVA의 부하가 10시간 이내로 걸리거나, 수 분 동안 2,000kVA가 걸린다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단지 변압기 2차측 주차단기인 ACB(기중차단기)의 계전기의 세팅을 적절히 하여야 할 것이다. 상시에 

1,000kVA 변압기의 경우 700∼800kVA가 사용되고 있어 심야시간을 고려하여 표준 소비효율 변압기 

적용 시 부하율이 50% 이상 된다면 최적의 안정적 효율 운전일 것이다. 

4. 변압기 선정을 위한 효율과 부하율 관계

 건축물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몰드변압기(건식 변압기) 적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3상 에폭시 몰드변압기를 적용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변압기의 적정 용량을 산정하여 철손을 

줄임으로서 고효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변압기 손실은 부하전류의 대소에 관계없는 무부하손과 부

하전류에 관계하는 부하손이 있다. 무부하손은 철심 중의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으로 철손이 대부분이며, 

부하손은 부하전류에 의한 권선 중의 저항손으로 동손이 대부분이다. 임의의 출력에 있어 효율은 다음과 

같다.

입력
출력

출력  부하손 무부하손
출력

×

 변압기의 효율은 <그림1>과 같이 부하율에 의하여 변화한다. 부하율에 관계없이 일정한 무부하손과 부

하율의 제곱에 비례하는 부하손이 같을 때 최고 효율이 된다. 최고 효율이 되는 부하율은 고효율 몰드

변압기에서 약 50∼70%정도이며, 부하율 50% 미만의 고효율 몰드변압기는 비경제적이므로 거의 제작하지 

않는다. 다만 부하율 30%∼50% 미만에서 아몰퍼스코어 몰드변압기를 적용하면 고효율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 최근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적용하고 있다.

<그림1> 변압기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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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압기 과다용량 산정의 문제점 분석

 현재는 대부분 재건축 되었거나 재건축 대상인 1980년대 설계된 135㎡(약 50평) 이상의 중대형아파

트에 부하용량 산정을 세대 당 3000VA[현재의 60㎡(약 25평) 이하에 적용]에 수용률 40%를 적용하

였다. 1990년대 이후 생활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여름철 냉방부하에 의한 피크부하의 증가로 용량 부족에 

의한 사회문제가 되어 주택법을 개정하여 단순히 법적으로 부하용량만 키웠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법적부하인 주택법에 의한 부하용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수용률은 

내선규정의 표준부하 간선의 수용률을 설계에 적용하게 되었다.(현재도 이와 같이 설계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아파트의 부하율이 대부분 20% 이하로 변압기 용량이 과설계 되어 무부하손실이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변압기 무부하손실의 대부분은 철손으로 부하에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계속 

발생하므로 특정부하에 의한 부하 변동이 적은 공동주택의 변압기 용량은 여유분이 필요 없는 적정용량의 

선정이 중요하다. 또한 내선규정의 표준부하 수용률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간선의 수용률이므로 변압기에 

적용하는 수용률을 공동주택 규모에 적정하게 결정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실제로 서울시 주택도시(SH)

공사에서 2000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내선규정 간선의 수용율에 80% 수준의 자체 변압기 

수용률 기준을 만들어 설계에 적용한 결과 일반적으로 단지별 평균 부하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론적으로 20%의 수용률을 높이니까 실질적으로 부하율이 10% 이상 상회하여 이론과 실

제가 맞아 떨어짐을 실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APT)에서의 부하 추정 (법적부하 상정방법)

   ·P1 = 3,000W

   ·P2 = 3,000W + 60㎡를 넘는 10㎡ 마다 500W씩 가산 

         여기서, P1 : 단위세대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부하용량 W

                P2 : 단위세대 전용면적 60㎡초과의 경우 부하용량 W

(2) 내선규정 300-2 집합주택의 부하산정 (표준부하 상정 방법)

   부하용량(VA) = 표준부하 + 부분적인 표준부하

    · 표준부하= 건축면적(㎡) x 표준부하밀도(30VA/㎡)

    · 가산부하= 세대 당 1,000(VA)

(3) 수용률 적용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설계에는 법적부하인 주택법에 의한 부하용량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변압기 용량이 크게 상정

된다. 그런데 수용률은 내선규정의 표준부하 상정방법에 적용되는 간선의 수용률을 적용함으로써 과용량의 

설계가 되고 있다.

  예) 85㎡형(약 32평) 단위세대에서 용량비교

      · 법적부하: 3,000(VA) + 25/10 x 500(VA)= 4,250(VA)

      · 표준부하: 30(VA/㎡) x 85(㎡) + 1,000(VA)= 3,550(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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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주택 변압기의 효율운전 대책(결언)

(1) 표준소비효율 변압기 적용과 부하율 50% 이상으로 변압기 용량 조정

 주택법의 용량이 적용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변압기는 대부분 부하율 20%대의 과용량 

설계로 무부하손실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전력 사용량 기록을 통하여 변압기의 사용용량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변압기를 교체할 때 표준소비효율 변압기(부하율 50%에서 고효율 조건을 만족시

키는 변압기)가 효율 운전을 위하여 최소 50% 이상의 부하율이 되도록 변압기 용량을 줄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의 변압기 뱅크 구분

 전등․전열용과 동력용 구분 없이 동일용량의 복수(2대, 4대 등) 뱅크로 구성하여, 변압기 사고 시 예비

운전 및 계절부하에 의한 운전대수제어로 효율운전이 가능하게 한다. 다만, 단위 동력부하 용량이 변압기 

용량의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운전대수제어를 고려한 보호기기 정정을 하여야 한다. 과거 급수

펌프용 전동기의 용량이 상당히 컸으나 최근에는 고가수조 없이 층별 수압이 일정한 부스터 펌프(보통 

7.5kW)를 적용함으로 단위 동력부하에 대한 문제가 거의 없으며, 소방용 동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변압기의 효율운전은 <그림2>의 전환가능 단일모선방식으로 하여 계절 변화에 따른 변압기 대수

제어운전을 할 수 있다. 즉, 냉방부하로 인한 피크부하가 예측되는 여름철에만 전 부하 운전을 하고, 기타 

계절에는 1/2 부하 운전을 하여 부하율을 200%로 향상시킴으로써 효율 운전과 예비 변압기로서의 역

할을 할 것이다. 

 제5의 에너지는 에너지 효율, 즉 에너지절약이라고 한다. 변압기는 건축물에서 가장 용량이 큰 기기로서, 

변압기의 효율 향상이 최고의 에너지절약이 될 것이다. 

 

 주) 변압기 사고시 예비운전 및 계절부하에 의한 운전대수제어로 효율운전이 가능하게 구성

  <그림2> 전환가능 단일모선방식 예

<참고문헌>
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1)
2. 내선규정 (대한전기협회, 2015) 
3. 전기설비설계 (사이텍미디어, 2002)
4. 전기기술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015.03) 
5. 전기설비 (한국전기공사협회,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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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 시행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 국제 스포츠

경기는 물론 각종 문화행사와 올림픽전시관, 생

활체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도심형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로 새롭게 변신한다. 

 현재 탄천과 주경기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보조경기장은 주경기장 쪽으로 더 가까이 이전·

신축되고, 지하에는 주차장과 전문체육시설 등이 

조성된다. 또한, 주경기장 남측에는 135실(500인 

수용) 규모의 유스호스텔도 새로 들어서 원정팀은 

물론 청소년, 기업체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스포츠·문화 

중심 복합시설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외 건축가 8개 팀이 참가하는 ‘국제지명초청

공모’(1.26.~5.17.)를 통해 설계안을 마련한다. 

【지명초청 8개팀 대표자】

▴운생동건축사사무소㈜ (대한민국)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대한민국)

▴Kyu Sung Woo (Kyu Sung Woo Architects Inc, 미국) 

▴Richard Plunz (Columbia University, 미국) 

▴Junkyeu Song (POLYMASS, 미국)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대한민국)

▴Caramel architeckten zt-gesellschaft m.b.h (오스트리아)

▴플래닝코리아 (대한민국)

 공모 대상자는 주경기장 일대 14만 4,800㎡

(연면적 18만 9,216㎡)로, ▴주경기장(리모델링) 

▴보조경기장(이전 신축) ▴유스호스텔(신축)에 

대한 설계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모에 참가하는 8개 팀은 지난 ’15년 실시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도시재생 구상 국제공모’

에서 87: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최종 당선 

1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5월 17일 발표된다.

 시는 관련 분야 국내·외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기술위원회의 기술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범위 : 공간배치 조닝계획 ]

  〔동남권사업단 (02)2133-8236〕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국제

설계공모 시행
 시유지인 ‘창동환승주차장’(도봉구 마들로11길 

74) 부지 내(대지면적 10,746㎡)에 서울 동북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창업지원시설과 이 

일대에 부족했던 문화·여가시설이 결합한 ‘창동·

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가 ’23년 말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창동·상계 일대 98만㎡를 ‘도시재생활

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아레나(대중음악 전

문공연장), 동북권 창업센터 등 세대융합형 복합

시설, 복합환승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는 연면적 

15만7,1270㎡ 규모로, 인근에 건립 예정(’20.4

월)인 ‘동북권 창업센터’ 출신 성장기업과 스타트

업, 음악산업 관련기관 등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오피스’, 1인 기업, 예술인 등 청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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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이 거주하면서 창업·창작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창업창작레지던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대중음악 테마 대형서점’, 

도서관은 물론 공연·강연 등이 열리는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등이 대표적이다. 또, 지하철 환승 

승객을 위한 공용주차장(267면)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의 

기본구상 골격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기본설계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는 최적의 설계안 마련을 위해 총 2단계(1

단계 제안서 공모→2단계 설계안 공모)로 진행

된다. 특히 2단계 공모는 세계적인 건축가 4개 

팀을 초청해 지명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1월26일(금)~2월21일(수)까지 홈

페이지(http://project.seoul.go.kr)에서 참가등록 

후 작품접수는 2월23일(금) 10시~17시 방문(서

울시도시공간개선단) ‧온라인(http://project. 

seoul.go.kr)을 통해 진행된다.

 1단계에서 선정된 3개 팀(3.5. 발표)은 향후 

진행되는 ‘설계공모(2단계)’에서 4개 지명팀과 

경쟁하게 되며, 최종 당선작은 오는 5월경 선정

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를 거친 최종 당선팀에게는 기본설

계권과 사후설계관리권이 부여된다. 사후설계관

리권은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가가 건축과정에도 참여해 디자

인을 직접 감리하는 것이다.

 시는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를 운영하고 ▴주변 사업을 고려한 단계적 도시 

연계 ▴랜드마크적 전략 및 매스디자인 구현 ▴
평면 및 단면 개념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설계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개선반 (02)2133-7619〕

한강교량 강구조물 도장 유지관리 개선

방안 마련 

 서울시엔 강철로 만들어진 강교량이 총 95개로 

도로상 교량의 36%를 차지하며, 이중 한강교량은 

20개다. 강교는 재료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

설물 부식, 칠 벗겨짐 현상 등으로 특별관리가 필

요해 시에서도 집중 관리되고 있다. 

 시는 강교량 재도장 시기 등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제기됨에 따라 한강교량 강구조물 도장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①도장 수명 예측 모델 

개발(열화도 평가시스템) ②하자담보 책임기간 

연장 ③도장분야 전문교육과정 개설 ④도장공사 

발주방법 개선 등 단기‧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강교의 경우 재 도장 적정시기가 초과될 

경우 부식으로 인해 철판 두께가 줄어들어 힘이 

집중되면서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 도장 시기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시는 도장 

유지보수 예측시스템 마련 등 선제적 유지관리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강교 도장 유지

관리지침 수립 및 열화도 평가시스템 개발 용역)을 

올해 시행한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강교별 정확한 이력관리로 

도장 상태 평가와 재 도장 주기 등 종합관리가 

가능해져 도장의 수명예측 등 선제적이고 중장

기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시설물 장수명화

와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시공업체 경각심 고취 및 품질확보를 위해 

도장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7년으로 연장

하는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최대 3년으로 도급계약서에 명기해 서

울시 발주공사에 한해 자체 시행토록 한다. 

 셋째, 도장공사 품질 및 감독능력 향상을 위해 

발주청 공무원, 시공 참여자를 대상으로 도장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서울시에 개설하고, 공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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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교육이수로 초급‧고급 

도장 감리원 자격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도장공사 발주방법을 개선해 도장 전문

업체가 직접 시공토록 해 품질확보 및 저가시공 

문제를 해결한다. 올해부터는 도장공사 단일 공

사일 경우 도장공사업으로 발주하고, 도장과 포장 

등 토목공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엔 시설물 유지

관리업과 도장공사업을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 방식)으로 

발주토록 권고한다.  

 시는 이번 도장 유지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강구조물에 대한 도장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전문가

(학계, 업계, 연구원, 협회, 유관기관 등)들과 함께 

'한강교량 강구조물 도장 개선방안' 관련 자문회

의를 개최하고 직원교육도 실시하는 등 향후 강

교량의 도장기준을 일원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교량안전과 (02)2133-1961〕

잠실한강공원에 컨테이너형 청년 문화·

예술공간 조성

 서울시는 서울시-중앙정부(문체부)가 공동으로 추

진중인 ‘한강협력계획’의 일환으로 잠실 한강공원에 

2,000㎡ 규모의 청년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조성

하였다. 올 3월 시민개방을 앞둔 ‘청년 문화·예술 

활동공간’은 청년들이 예술·문화 활동을 매개로 소

규모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향후할 수 있도록 근거

지를 마련하고 이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한강의 새

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조성하였다. 

 공간은 청년예술가들의 입주활동 공간으로 활용

하고자 컨테이너(2.4m×6.0m) 18개동을 사용하여 

조성하였고, 상시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와 캐노

피가 설치되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만들어 졌으며, 새롭게 조성된 공간에 어울리

는 명칭은 온라인 시민 공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02)3780-0734〕

서울시, ‘설계자 건축과정 참여 보장’ 제도 시행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하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자체 방침을 마련해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담보했다. 

 디자인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공사감리만으로 사

업의 목표나 방향, 디자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가 직접 건축과정에 

참여해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제

도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국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자가 설계 이후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리’ 개념보다는 소위 애프터서

비스(후속책임업무)로 여겨져 왔다. 또,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

우도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역일대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남산예장

자락 재생사업,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서

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1월부터 추진하는 모든 공공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사업 및 공간환경 사업(총 

약 25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설계자의 최초 설계‧디자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 디자인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민간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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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감리’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 ▴자재‧장비 선정 등 디자인 품질검토 

▴설계변경 시 자문·협의 ▴시공상세도의 디자인사항 

검토·확인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
시공 등 모니터링 ▴인테리어 등 별도발주 디자인

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등을 수행

하게 된다. 

   〔공공재생과 (02)2133-8644〕

서울시, ‘차세대 하수도 표준모델’ 마련

 서울시가 '70~'80년대 만들어져 노후화되고 기술 

수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도심악취를 발생시키는 

하수도를 시대 변화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하며 효율

적인 차세대 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표준모델 마련에 

나선다.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중간 과정을 없애 빗물, 

생활하수, 분뇨모두를 하나의 관으로 바로 모여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내

용이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는 총 10,615.7km 길이로 대

부분 빗물, 생활하수, 분뇨가 하나의 관에 모여 물

재생센터에서 처리되는 ‘합류식’이다. 그런데 분뇨의 

경우 개인 가정집에 설치된 약 60만 개의 정화조

에서 1차 처리 후 하수도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도심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생활하수는 음식물 

쓰레기 등 고체를 별도로 버리는 시스템이어서 번거

로움이 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하수관로는 약 

절반에 달해 침수, 통수불량, 하수유출, 도로함몰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제는 높아진 시민 생활수준에 걸맞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재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하수도정

비와 진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군자동‧능동, 성동구 송정동 일

대를 대상으로 ｢군자-2 소블럭 하수도정비 기본계

획｣을 '19년 6월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20년 6월

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정화조 폐쇄 ②

음식물 쓰레기 직투입 ③하수도와 IoT‧ICT 기술 

접목 ④하수도 품질향상이다.

 첫째, 도심악취의 근원인 정화조를 폐쇄해 분뇨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관을 통해 물재생

센터로 이동, 처리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도시 

환경이 쾌적해지고 정화조 관리비와 분뇨수거차량 

이용비 등도 절감된다.

 둘째, 설거지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개수대에 바로 

버려도 하수관을 통해 물재생센터로 이동하고 고도

화된 기술로 처리되도록 한다. 즉, 지금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아도 돼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쓰레기 봉투값, 처리 비용 

등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평상시보다 하수 처리

량이 많이 발생할 때 하수도 계획과 운영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하수도와 IoT‧ICT 기

술을 접목해 유량, 수질 계측기로 지역별 하수량, 

오염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정화가 시급한 

오수부터 처리하는 방식이다.

 넷째, 하수도 설계 및 시공기준을 재정립, 하수도 

품질을 향상해 튼튼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하수도를 

만든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서울시 지반조사 결과와 

하수도 주요 재료를 분석해 부식과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하수도설치‧관리 지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내용으로 대대적 정비가 이뤄지면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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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편리해짐과 동시에 도시기반 시설인 하수도의 

수명이 늘어나 도로함몰, 침수 등의 재해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3년부터는 

연간 3,000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 25개 전 자치

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물재생계획과 (02)2133-3857〕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추진

 서울시가 하수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한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도 하수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을 

서울에 있는 4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탄천, 서남) 

전체에 설치한다. 4개 센터의 1일 처리능력은 총 

204만톤 규모다. 총 2,346억 원(국비 836억 원)을 

투자해 '19년까지 완료한다.  

 ‘총인처리시설’은 하수 중에 포함된 총인을 응집

시켜 처리하는 시설로, 총인 농도를 낮추는게 목적

이다. 기존엔 물재생센터 내 하나의 시설에서 처리해 

총인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총인처리시설을 갖추면 하수처리 방류수의 총인 

농도가 0.3~1.2mg/L 수준에서 평균 0.2mg/L 이

하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강 

본류의 총인 농도도 0.15~0.35mg/L에서 0.1mg/L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처리시설을 갖추면 하수처리 방류수의 총인 

농도가 0.3~1.2mg/L 수준에서 평균 0.2mg/L이하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강 본

류의 총인 농도도 0.15~0.35mg/L에서 0.1mg/L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처리시설을 갖추면 하수처리 방류수의 총인 

농도가 0.3~1.2mg/L 수준에서 평균 0.2mg/L이하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강 본

류의 총인 농도도 0.15~0.35mg/L 에서 0.1mg/L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평상시는 물론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갈

수기나 겨울철에도 일부 잔존 유기물을 고도 처리

하게 돼 하수처리 및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서울시 하수처리 수준은 3단계에 걸쳐 발달

해왔다. 1차는 1976년 청계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당시 고형물 등 침전물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시작

했다. 이후 '80~90년대 하수처리장을 확대하면서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물을 제거하는 2차 시설을 

갖췄다. 3차는 이번에 설치를 추진하는 총인처리시설

이다.

 서울시는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설계 및 공법선정, 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해왔다. 

[총인처리시설 조감도 및 구조(중랑)]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총인처리시설 부재로 생물

반응조내 응집제투입을 통해 총인을 제거해왔다. 



- 12 -

그 결과, 한강 본류 총인 농도가 크게 감소하고 

한강 수계에 발령된 조류발생경보 횟수도 대폭 줄

었지만, 서울시는 더 나아가 총인을 효과적으로 제거

하고 수질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물재생시설과 (02)2133-382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신고,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변경

등록 및 휴업·폐업 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신고 시 신고기한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

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교체빈도 적용없이 계약 완료 통보 사

유로 인정함으로써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

하고, 건설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

정보체계에 입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848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품질검사 성적서 등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 방법 등을 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확대(안 제

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의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시 신고 기한 규정(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양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시 신고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규정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철수 통보 시 계약 완료 

사유 확대(안 제27조제2항)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철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도록 함

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서류 규정 및 

관련 서류 보관의무 예외 규정 삭제(안 제56

조제5항 및 제6항)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이 법률로서 의무화됨에 

따라 입력해야 할 서류를 규정

마. 기타(안 제56조2항 및 제7항)

 개정된 법률에 맞게 품질검사 의뢰 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인용 조문을 맞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5〕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

하고자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

계획이 상호 연계를 통하여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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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환경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원칙 제시

(안 제3조)

 ㅇ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추진전략, 목표를 공유 및 제시

 ㅇ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하고, 지속가

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

나. 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안 제6조)

 ㅇ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수정계획 포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국토종합계

획에 일치되도록 함

다.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정체계

(안 제7조)

 ㅇ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

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공동의장: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ㅇ 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해당 계획 담당 부서장(과장급)을 포함한 

실무협의체 구성

 ㅇ 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

라. 국가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ㅇ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ㅇ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ㅇ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

너지의 사용 확대

 ㅇ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ㅇ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ㅇ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등

마. 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안 제9조)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계획기

간이 일치되도록 함

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정체계

(안 제10조)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

체계획수립협의회(의장: 부단체장)를 구성하여 

운영

 ㅇ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

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

사. 계획간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공유(안 

제10조)

 ㅇ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국토공간

정보, 환경정보 등을 서로 공유 가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3653〕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로표지판의 보조표지에 표기할 

수 있는 안내지명의 선정대상을 추가하고 도로

노선의 신설․변경 등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안내지명을 추가·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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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표지판 보조표지의 안내범위 확대(안 제

2조, 제15조) 

나. 도로노선의 신설․변경 등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안내지명 추가·변경(안 [별표 5], 

[별표 6]) 

다. 도로표지 관련 제품규격 및 설치방법 등 세부

내용 보완

ㅇ 채널과 지주결합용 클립 관련 KS규격 변경사항 

반영 (안 제7조)

  - A6061FD-T6 → A6061P-T6  

ㅇ 차로지정표지 등에 표기할 수 있는 정보 확대 

(안 [별표 1])

  - 지하차도, 우회도로 등 추가

ㅇ 공공안내심볼 관련 KS규격 변경사항 반영 

(안 [별표 2])

  - KS A 9001→KS S ISO 700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8〕

「2018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

품셈 개정」 공고

 국토교통부는 ’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

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공고

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7, 12월)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

(’17.12.21.)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

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한 표준

시장단가는 ‘17년 하반기 대비 2.28%가 상승하

였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1,961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7%)을 고려하여 산출

ㅇ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

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18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

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

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현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결

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ㅇ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

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서는 비

계공에서 철골공 중심의 인력 구성 변화를 반영

하였다. 또한, 방수공사에서는 구조물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하여 바닥 및 수직으로 

구분하는 등 건설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

시장 가격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

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18.~’22.)’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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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

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

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

(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1월 18일부터 전면 시행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7.1.17. 개정)｣이 1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ㅇ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

(｢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안전관

리를 강화한다.

* 정부합동 안전혁신 종합계획 발표(’15. 3. 31,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하여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

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 1ㆍ2종 시설물(8만 개소) + 3종 시설물(17만 개소) ⇨ 

시특법 대상 시설(25만 개소)

 -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

하고,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

 ㅇ 또한, 1970～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

기반시설(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17년 6월 기준, ｢시특법｣상 시설물(83,960개, 1,2종 

기준)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3,791개소

(4.5%)이며, 10년 후에는 16,886개소로 20.1%로 예상

 -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하여,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

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등을 실시

하고, 3종 시설물 신설 및 새로이 도입하는 성능 

중심 유지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 상담실(055-771- 

1999)을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주체,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514억 원 투자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급증하는 

시설물 재난·재해·안전사고 등 최근 건설 분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지난해보다 3.1%가 증액된 514억 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건설기술 연구

개발 예산(건설기술연구사업)을 지난해 498억 

원보다 16억 원 늘려 ‘건설재료 개발 및 활용 

기술’ 분야(67.6% 증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건설안전 기술’ 분야(24.6% 증가) 등 총 22개

(신규 4개, 계속 13개, 종료 5개) 연구과제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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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연구실적

 ’17년에는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터널, 교량과 같은 메가 스트럭처 핵심 기술 

및 시설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기술 개

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ㅇ 그간 해외 기술에 의존해 오던 터널굴착장비

(TBM: Tunnel Boring Machine) 커터헤드* 

설계·제작 기술을 세계 7번째(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로 획득하였으며, 7m급 

중대 단면 터널굴착장비(TBM) 완성차 본체

부의 설계·제작 국산화 및 운전·제어기술 개발 

단계에 돌입하였다.

  * 커터헤드: 터널굴착장비 앞에 설치하여 암반을 깎는 장비

ㅇ 저비용·고성능의 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개발

하여, 강원 레고랜드 도로 사장교(’17. 10.)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자체 무게가 30% 가볍고 

건설 비용 또한 최대 20%까지 저렴하여 경제

적으로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초장대교량 건설시 고난이도 기술인 현수교 

케이블 가설공법·장비를 국산화하여 울산대교, 

제2남해대교 등 다수의 국내 교량 현장에 적

용하였으며, 터키 보스포러스 3교 및 차나칼레 

대교, 칠레 차카오교 등에 적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하였다.

 -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강도 강연선 기술을 

개발하여 광양 태인2교 등에 적용하였으며, 

‘고덕대교(서울-세종고속도로)’, ‘함양-울산’, 

‘당진-천안’ 등 7개 교량 설계에 반영했다.

ㅇ 또한, 해저터널 차수·보강용 그라우팅 시공기

술을 개발하여, 보령해저터널 현장에 적용하였

으며 개발된 통합형 그라우팅 장비 적용으로 

인해 지하수 차단 효과가 약 23배 이상 기대

된다.

ㅇ ‘방호·방폭용 고성능 섬유보강 복합재료’를 

개발하여 군 시설 방폭 구조물에 적용하였으며, 

기존 기술 대비 방폭 성능 2.5배, 구조물 두께 

50% 저감이 가능해졌다.

’18년 연구계획

 국토교통부는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과 같은 재난·재해, 실내외 공기 질 개선, 미세

먼지 해결 등 사회 이슈 문제 대응 기술을 지원

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ㅇ 지진과 같은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화된 도로시설물(교량, 

터널)의 지진 취약도 분석과 내진 보수·보강 

공법을 위한 의사 지원 기술 개발이 새롭게 

착수된다.

 - 또한,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수변지역 시설

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안전도, 

피해 현황, 피해 복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통합 안전 관리 기술 개발이 본

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실내·외 공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는 저비용 광촉매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도로시설물,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물에 

적용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노동·자본 집약적인 시공 위주의 건설 산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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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설계 엔지니어링 산업

으로 육성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

하기 방안도 추진된다.

ㅇ 기획, 금융, 사업 관리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 진출

을 지원하는 9개 해외 거점국가*별 정보시스

템을 구축하여, 해외 발주 동향, 현지 기준·

법령 및 위험 요인 정보 등을 순차적으로 제

공할 계획이다.

  *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페루, 베트남, 인도네시아, 

케냐, 터키, 미국

 친환경 재료 분야 원천기술(자기 치유형 콘크리트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시공 자동화 기술,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특수구조물 구축(해저터널, 네트

워크형 복층 터널 등) 기술 연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7〕

’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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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2차 서울메트로 4호선 이촌~동작 등 5개 

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이촌~동작 BOX구간 등 금회 과업구간에 설

치된 매입유도관 손상현황에서 누수‧백태 등 

손상에 관계없이 모든 유도관이 b등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판정사유 및 근거를 제시할 것

○ 균열의 진행성 여부 판단시 일부 균열의 경우 

전차 진단에 비해 증가폭이 상당함에도 차후 

진단에서 진행성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있으나 

금회 진단시 전차에 비해 크게 증가된 균열에 

대해서는 진행성 여부를 검증할 것

○ 총신대입구역~사당역 구간의 기둥부의 철근

노출은 대부분이 시공당시 스페이스 부적정 

및 콘크리트 타설압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시공 

당시부터 장기간 노출된 상태이므로 우선순

위를 올려 부식방지를 위한 피복두께를 확보

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

 

■ 제173차 증산2교 외 8개소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교량받침 교체 검토 시 

필요한 교좌면 경사, 상부 구조 높이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면밀히 할 것

○ 교각의 휨연성도는 지진시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내진보강 전·후 연성도 

향상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것

○ 유지관리 및 성능 담보가 어려운 감쇠기의 경우 

여타의 방법에 의한 내진성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적용토록 하고, 적용시 감쇠성능 확보 

검증방안을 명기할 것 

○ 아래 내용 포함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DFS)” 내용을 보완할 것

 -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할 것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

하는 위험요소 회피, 제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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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4차 교량시설물 도면정비 및 전산화 용역

   발주심의

○ 포장하중은 고정하중으로 구조안전성 검토시 

필요하므로 현장조사 항목에 추가할 것

○ 도면 정비를 위한 비파괴 검사로 콘크리트 

강도조사, 철근 배근상태 및 철근 피복두께 

측정은 필요하나 그 외 철근부식도 시험, 탄

산화 깊이 측정, 균열깊이 조사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내구성 평가를 위해 실시

하는 것으로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하여 조정할 것

○ 받침부 형식, 설치방법(설치방향의 정확도), 

용량, 수량 등을 조사하도록 할 것

○ 보수보강된 상태를 그 시기와 방법, 규모 등에 

대하여 추적하고 조사하여 현재의 구조물 상

태를 정확하게 도면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175차 상도4동 주민편의 복합청사 신축 설계 

용역발주심의

○ 착수 후 경관심의, VE, 설계자문위원회, 기술

심의, 3회의 보고회 등의 절차 및 기간을 고려

하면 150일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

정과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과업기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설규모는 설계시 참고하기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 

표기된 실의 개수와 사용인원, 방음이나 음향

시설 등 필요한 설비기준, 사용시간 등 세부

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명기하기 바람

○ 주민편의(체력단련), 자치회관의 복합화 대안

제시 및 주변환경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할 것 

○ 요일 및  근무시간외 청사 개방 확대를 고려한 

구체적인 보안 및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 『상도4동 주민편의 복합청사 자문단』회의결과를 

반영할 것

○ 유지관리 부서와 발주부서, 설계자는 설계단계

부터 준공시까지 T/F팀을 구성 ‧ 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

■ 제176차 도심 연결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내용의 조사 및 분석에 과년도에 시행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시설개선 등 용역과 따

릉이 이용실태 등을 포함할 것

○ 보행 및 자전거도로 환경조사에 자전거 무인

대여소 위치, 자전거대여 이용특성조사, 안전

시설, 편의시설(화장실, 식수대 등) 등을 포함

할 것

○ 보행환경 및 자전거도로 개선안에 자전거 이용 

수요발생시설 및 대중교통 연계 방안, 장애·

위해시설물 개선 및 사고방지 개선방안을 포함

할 것

○ 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설계 시 우천 또는 

야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선유도봉 

및 공법을 검토 반영하도록 할 것

■ 제177차 ’18년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조사 및 자료수집 내용에 과년도에 시행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시설개선 등 용역과 따

릉이 이용실태를 추가할 것 

○ 자전거전용도로의 안전시설 뿐 아니라 편의시설

(화장실, 식수대 등) 이용방안도 기본 설계 

과업에 포함할 것

○ 포장재와 노면표시 등은 야간 및 강우 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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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이 우수한 재질 검토하고 방호울타리 및 

시인성 증진시설은 2차 교통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2018년도 제1차 중곡빗물펌프장 성능개선 기본

설계심의

○ 펌프장 운영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배수분구별 

유입량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계기 설치방

안을 제시할 것

○ 펌프장 유역내 가장 취약한 지역인 군자역 

주변 침수 피해에 대한 분석·검토자료를 수록

할 것

○ 성능개선방안으로 유역분리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실시설계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

○ 공압식 가동보에 대해 안전성, 유지관리, 경

제성 등을 고려한 형식 검토결과를 제시할 것

○ 동일로 하부에 매설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간섭 및 

도로하부 구조물 토피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할 것

■ 제2차 양재대로(개포근린공원~대모산) 녹지연

결로 조성 기본설계심의

○ 1등급 교량이므로 시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특허 공법에 대해 시방서대로 시공

토록 철저히 지침을 줄 것

○ 토사부분에 대한 하중이 구조검토에 적정하게 

포함되었는지 검토하고 중앙부분의 토심을 

낮줘 하중경감 및 슬림한 구조로 미관 제고 

도모할 것

○ 공사중 작업하중에 대해 검토하여 안전한 시

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교대부와 빔 접속부분에서 균열 등 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앵커주변 철근 배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

○ 강관거더 거치를 위한 크레인 작업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2대로 가설하도록 

계획수립 검토할 것

○ 합성형 라멘교 유사사례조사 및 우각부 보강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대안 제시할 것

○ 강관거더 설치관련 제작공장의 위치와 지조립장, 

본현장까지의 운반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할 것

■ 제4차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의 범위 중 시설규모 기준(층수, 연면적 등)을 

명확히 보완할 것

○ 각층 확보해야 할 소요기능 실별 사용 예정

인원과 단위면적, 공용면적, 부대설비시설 등의 

space program 작성표를 보완할 것

○ 과업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 공사발주예정일 

및 공사예정기간 등의 착수(착공) 및 입주(준공)

예정일을 부기하여 용역업무 추진에 반영하게 

할 것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등급수준 등 요구사항을 명확히 보완 

제시 할 것

 (예시) : 친환경건축물 인증(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1등급~5등급)

○ 유지관리 부서와 발주부서, 설계자는 설계단

계부터 준공시까지 T/F팀을 구성 ‧ 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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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세종문화회관 정밀안전진단심의(재심의)

○ 대극장 천장의 달대 등 용접 상태와 공조용 

덕트 달대 보완공사의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

할 것

○ 대극장의 실내 환경 보전에 유해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외부 마감재 보수 시 외부골조가 가진 결함을 

검토하여 보수 계획 시 반영할 것

○ 외관조사망도에 이력관리 및 보수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적출년도, 최종보수내역 등을 

추가하고 결함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반드시 결함 깊이를 기재할 것

○ 유지관리 동선도에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고 부재별로 손상현황에 대한 관찰주기 및 

횟수 등 구체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제시할 것

■ 제6차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심의

○ 공동구 내 배관접합부 이탈, 파손 등으로 누

수가 발생할 경우 침수로 인한 문제(정전, 설비

시설 작동불량 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동구 

침수안전성 검토’ 사항을 과업내용에 추가할 것

○ 공동구 관통구간(필요시 연결 기계실 지하 매

립배관)을 포함한 배관의 규격, 용도, 유체별 

처리계통 조사내용을 추가할 것

○ 타당성조사 내용에 공사 진행시 수질기준 준수 

유예 등을 위한 한강환경유역청 등과 협의 

필요여부 내지 협의필요 시 행정절차 내용 

추가 반영 할 것

○ 공동구 현장조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여 보완할 것 

■ 제7차 금천구 어울림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범죄예방이 고려된 계획이므로 도면목록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설물 설치 계획도면 첨부

하는 방안 검토요망

○ 설계공모 추진일정에 “현장설명”을 추가할 것 

○ 우리시 「건설기술심의  “공동주택 등 하자발생 

최소화 및 기술심의 내실화 방안 통보(기술심

사담당관-9731,‘15.6.1)에 의한 중점관리 체

크리스트에 의하여 자체 확인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것 (확인결과 제출)도서작성 기준에 

의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기술심

사담당관-16466, `17.9.21)」에 따른 도서 작성 

및 내진성능을 강화방안을 마련 할 것

■ 제10차 지하철 1~2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 실시설계(3차) 용역발주심의 

■ 제11차 지하철 3~4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 실시설계(3차) 용역발주심의

○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제출

서류에 공동수급시 공동수급인 상호간 과업

분할협의서를 포함하도록 과업내용서를 수정

할 것

○ 건설기준통합코드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16.7.6)에 따라 ‘18.2월중 서울

특별시 전문시방서가 개정 예정에 있으므로 

금회 과업 수행시 개정된 전문시방서를 적용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

(국토교통부)”에 따라 내진성능보강 후 붕괴

방지수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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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정착시스템과 PC강봉을 이용한 듀얼-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듀얼-PSC 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제824호)

(보호기간 :  2017. 07. 18. ～ 2025. 07. 1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정착판과 지지판이 환봉으로 연결된 가압정착장치를 콘크리트 거더 상연에 매입한 후 유압잭을 이용

하여 PC강봉을 압축·정착시켜 인장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거더 하연에는 PS강선의 긴장에 의해 

압축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게 하는 듀얼-프리스트레싱 방식에 의해 콘크리트 거더를 제작하는 

PSC 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거더 상연에 인장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거더 하연에 압축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게 

하는 듀얼-프리스트레싱공법을 통해 인장 및 압축 프리스트레스의 조절이 가능함과 동시에 저형고·

장경간에 따른 거더 상연의 과도한 압축응력을 상쇄시킬 수 있으며 하부 플랜지 폭이 넓은 단면으

로써 전도 위험이 적은 PSC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이다.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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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다. 신기술의 특성

  (1) 구조 안전성

    · PS효율 극대화  

    · 압축응력 상쇄효과

    · 구조계 단순, 명확

  (2) 경제성

    · 동일단면 장경간 거더 

    · 1회 긴장으로 제작

    · Block Out 최소화

  (3) 시공성

    · 제작장 일괄 가설          

    · 고소작업 불필요

    · 가설시 안정적 단면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 듀얼-PSC거더 공법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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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사명 발주처 시공규모 기간 위치 특징

1
국도29호선 화순 
매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익산청 
광주국토관리

사무소

B=6.4m,
L=2@27.9 =55.8m 

2017.09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2
군 청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고흥군

B=11.48m,
L=35.0m

2017.12 전남 고흥군

 나. 향후 활용전망

  듀얼-PSC거더는 과도한 압축응력을 받게되는 거더 상연에 인장 프리스트레스를 도입 하는 새로운 

교량 구조시스템으로써 향후 다른 형식의 교량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선진국

보다 앞선 PSC거더 제작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PS강연선에 의한 압축프리스트레스 도입에 의해 거더 하연의 인장응력을 제어하고 

PC강봉을 압축·정착시키는 가압정착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더 상연에 인장프리스트레스 도입에 

의해 압축응력을 제어하는 방식으로써 단면의 증가 없이도 거더 상연의 과도한 압축응력을 상쇄

시킬 뿐만 아니라 인장과 압축프리스트레스를 조절함으로써 형고저감효과 및 경간장의 확대 적

용이 가능하며 또한 하부플랜지가 크고 중립축이 낮은 안정적인 거더 단면을 구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춰 기존 PSC거더 제작 기술과 비교하여 진일보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현재 개발 및 상용화되고 있는 거더제작 공법은 경간정의 확대 및 형고감소에 따른 거더 상연의 

압축응력을 저항하는데 콘크리트 강도증가나 단면의 확대 등의 단면 저항성능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그 적용범위의 확대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듀얼-프리스트레스 즉, 인장부에는 압축프리스트레스를 압축부에는 인장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방식으로서 형고저감 및 적용경간장의 확대에 따른 거더 상연의 과도한 압축응력을 상쇄하는데 

효과적인 기술로서 향후 다른 형식의 거더교에도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최근의 기술동향과 같이 PSC거더 분야에서 경간장의 확대와 이에 따른 저형고 교량의 기술개

발에 있어서 인장과 압축프리스트레스 도입으로 구조성능을 개선시킨 기술이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단면의 강성보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술향상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이러한 인장프리스트레스 도입 방식을 통해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신기술은 선진 외국기술과 비교하여 구조성능 및 시공성 측면에서 충분한 기술경쟁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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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듀얼-PSC거더 (L=45m, B=12.6m) : 69,779,529원/본

  (2) 공사비 

     

구분 단위 총원가 부가세포함금액 비고

듀얼-PSC거더 공법 본 63,435,935 69,779,529

  (3) 공사기간

     이 기술은 PSC거더의 공정에 PC강봉의 압축·정착시키는 공정이 추가되기는 하나 일반 PS강연

선의 긴장의 공정과 순차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계별 긴장공법이나 강재보강 공법 대비 

공기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유지관리비

     이 기술인 듀얼-PC거더는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다른 교량형식에 

비해 최소화된 교량형식이며 설계단계에서 인장응력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균열에 대한 안전

율링이 매우 높아 유지관리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거더 상연에 인장 프리스트레스 도

입을 위한 PC강봉과 가압정착장치가 설치되지만 거더 제작시 콘크리트 내부에 설치되고 PC강

봉의 경우 그라우팅, 정착장치의 경우 무수축 모르타르에 의해 보호되어 있어 가설 후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신기술은 가설 후 추가의 공정이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기존의 

PSC 교량의 유지관리 비용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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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인 듀얼-PSC거더는 시공이 간편하고 사용중 안전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초기 공사비와 

생애주기 공사비 등의 경제성에도 우수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있어 낙후될 수 있는 중소경간의 

교량 건설시장에 진보적인 교량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내 건설현장에서 활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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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자 형태의 관통관이 설치된 항만용 무들고리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공법(제825호)

(보호기간 :  2017. 08. 02. ～ 2025.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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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이 요구되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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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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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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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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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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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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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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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체별 자율주행 기술개발 현황 Ⅰ

배경

 센서, 영상인식, 전자지도 등 자율 주행을 위해 필

요한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플랫폼(카쉐어링, ride-hailing 등) 역시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율주행자동차 시

장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 뿐 아니라 IT, ride- 

hailing 서비스(Uber, Lyft 등)에 종사하는 회사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비제조

업체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현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의 자율주행 레벨은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AElevel(Level 0 to 5)를 기준으

로 작성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현황

 2017년 Navigant Research는 자율주행자동차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18개 회사를 평가하고 이를 

3개 그룹(Leaders, Contenders, Challengers)으로 

구분하였다.

 Navigant Research에서 검토한 18개 회사 중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는 Ford, GM 등 12개 

이며 비제조업체는 Waymo, Delphi, ZF, Uber, 

nuTonomy, Baidu 6개 업체이다. 다음 표는 

Navigant Research의 평가기준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의 평가결과이다. 이번 호에서는 

Leader와 Contender 그룹 중 일부 회사를 살펴

보고 다음호에서는 Contender 그룹의 나머지 회

사와 Challenger 그룹에 속한 회사의 자율주행자

동차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eaders(선도 회사)

 Navigant Research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Ford는 2012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obile World Congress에서 2020년대 후반까지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 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2013년부터 자사의 Fusion Hybrid 차량을 이용해 

자율주행 시험운전을 시작했다. 현재 Ford는 

Civil Maps(3D Mapping), Saips(영상처리), 

Velodyne(Lidar), Chariot(통근셔틀 서비스) 등 

여러 비제조업체와 함께 수직적 통합을 하고 있다. 

또한 Ford는 2021년에 SAE level 4 자율주행자동

차를 도입, ride-hailing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Ford 2016).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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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은 ride-hailing 업체인 Lyft, 영상처리 업체인

Cruise Automation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

하고 있다. GM은 자사의 Bolt EV 차량에 자율주행 

모듈을 부착, Lyft와 함께 ride-hailing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6년 후반, GM은 

자사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제작 차량을 생산한

다고 밝혔으며 Michigan의 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GM은 자사의 자율주행

택시를 2019년부터 대도시에서 시험운행 한다고 

밝혔다(Sage and Lienert 2017).

 Nissan은 이미 SAE Level 2 기술을 자사의 

Serena Van에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Leaf 차량에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Renault-Nissan 

Alliance는 자사의 Leaf EV 모델을 통해 일본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하고 있

으며 202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확보를 목

표로 하고 있다. Nissan은 자사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4단계(1차로 고속도로 주행, 다차로 고속도로 

주행, 도심 주행, 모든 기능 자동화 주행)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8년 Leaf EV 모델을 통해 1차로 고속

도로 주행기술(속도유지, 차선유지, 비상정지)을 선

보일 예정이다(Nissan 2017).

 Daimler는 자율주행 기술을 일반 승용차뿐만 아

니라 상업용 차량으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Daimler의 브랜드 중 하나인 Mercedes는 2015년

부터 네바다에서 대형 트럭의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

하고 있고, 2016년부터 자사의 S-class와 E-class 

차량에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는 자사의 자율주행자동차를 Uber의 

ride-hailing 서비스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

사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사의 카쉐어링 서비스인 

Car2Go에 활용하기로 발표했다.

■Contenders(경쟁회사들)

 VW Group은 자사의 Audi 브랜드를 통해 자율

주행자동차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2017년 A6, 

A7, A8 차량에 SAE Level 2 자율주행 기술을 도

입하였다. 또한 VW Group은 자사의 프리미엄 브

랜드인 Audi, Porsche, Bentley를 통해 2021년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VW Group 역시 

ride-hailing 회사인 Gett와 손잡고 2020년경 자율

주행셔틀 서비스 도입을 계획 중이다.

 BMW는 2016년 Intel과 Intel의 자회사인 

Mobileye와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다.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BMW도 자사의 고급모델인 

7series와 5series에 주차보조, 차선유지 등의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BMW는 2021년

까지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SAE Level 2에서 

SAE level 3~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ReachNow라는 카쉐어링 서비스에 자

사의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Waymo는 구글과 같은 Alphabet Inc.의 자회사

이며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9년 

이후 Waymo의 자율주행자동차는 400만 마일을 

시험주행했으며 이때 운전자가 개입하는 비율인 

‘disengagement’ 비율도 천 마일당 0.2건으로 여러 

회사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Waymo 2017). 특히, 

Waymo는 아리조나의 Phoenix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ride-hailing 서비스를 시범운행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세계 최초로 운

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였다(Hawkins 

2017).

 Volvo/Autoliv/Zenuity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은 

사각지대 감시, 보행자 감지, 자동 비상브레이크 등 

사고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Volvo의 가장 

최근 90Series 자동차는 SAE level 2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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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Volvo는 Uber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차량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Autoliv와 함께 Zenuity 

라는 회사를 설립,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2016년 Volvo는 자사의 첫번째 자율주행자동차 

XC90s를 스웨덴, 영국, 중국에서 시범운행 중이며, 

2020~2021년에 SAE level 3~4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소결

 Leader와 Contender 그룹의 자율주행 개발현황 

및 계획을 보았을 때 업계에서는 2020년대 초 

SAE level 4 이상의 high automation 차량이 생산 

및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업체에서는 차량제조 외 센서, 이미지 처리, 머신러닝, 

전자지도 등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을 활

발히 체결하고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어지는 다음편에서는 Contender 그룹에 속한 

나머지 회사와 Challenger 그룹에 속한 회사의 자

율주행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기술개발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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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서울여성안전설명서』 책자 발간 안내

 서울시가 재난안전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

족한 여성을 위한 ‘서울여성안전설명서’ 소책자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서울여성안전설명서에는 ▴서울에서 

빈도수가 높거나 발생 시 피해가 큰 5대 재난·재해

(화재, 지진, 태풍·홍수, 지하철 사고, 붕괴)에 대한 

기본대응법과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비축

물품 및 생존가방 목록 가이드 ▴마음가짐 ▴영

유아와 아동을 위한 숙지사항 등이 수록됐다.

 서울여성안전설명서에는 서울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여성들의 방문이 많은 곳과 안전체험관, 소방서 

등에 비치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배포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 여성자료실에서 PDF파일로 

누구나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http://woman.seoul.

go.kr/woman/woman_data_list#list/1)

 서울여성안전설명서는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

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우즈

벡어, 아랍어, 인도네시

아어 총 11개 언어로도 

번역돼 외국인주민도 

재난·재해에 보다 적극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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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8년 1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73
증산2교 외 8개소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 증산2교 외 8개 교량의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성능 보강공사 

5,827
(235)

조건부
채택

토목

174
교량시설물 정비 및 전산화
용역

․ 377개의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
차도, 입체고가에 대해 도면정비 
및 전산화용역

(898)
조건부
채택

토목

175
상도4동 주민편의 복합청사 
신축 설계용역

․ 공공업무시설(동청사, 주민편의시설) 
신축

5,235
(267)

조건부
채택

건축

176
’18년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청계천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0.9km) 
및 자전거전용도로(2.5km)

․ 도심 자전거도로망 구축 26.5km

2,004
(461)

조건부
채택

토목

177
’18년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수요자 중심의 자전거도로 등 이용
시설 보완 및 개선 등

6,867
(313)

조건부
채택

토목

4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공사 설계용역 

․ 지상4층, 연면적 1,900㎡
5,700
(240)

조건부
채택

건축

6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물재생센터 4개소 공동구내 노후
설비 개선

(287)
조건부
채택

기계

7
금천구 어울림복지센터 건립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2,400㎡

6,586
(327)

조건부
채택

건축

10
지하철 1~2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3차)

․ 1호선 : 서울역U~서울역 외 7개
구간 3,938m, 서울역 외 3개소

․ 2호선 : 선릉~역삼 외 11개 구간 
3,926m, 신당역 외 7개소

(1,476)
조건부
채택

토목 

11
지하철 3~4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3차)

․ 3호선 : 구파발U~구파발 외 10개
구간 3,216m, 구파발역 외 14개소

․ 4호선 : 당고개BOX 외 7개구간 
2,286m, 혜화역 외 1개소

(1,436)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
중곡빗물펌프장 성능개선 개
본설계

․ 빗물펌프장 증설(831톤/분), 유수지 
증설 2,200톤

19,600
(427)

조건부
채택

토목

2
양재대로(개포근린공원~대모산) 
녹지연결로 조성 기본설계

․ B=30m, L=50m
․ 녹지연결로 상부 산책로 및 조경

6,980
(742)

조건부
채택

토목

정 밀

안 전

진 단

심 의

172
서울메트로 4호선 이촌~동작 
등 5개구간 지하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 4호선 이촌~남태령구간 및 당고
개 box구간(L=5,659m)

(544)
조건부
채택

토목

5 세종문화회관 정밀안전진단
․ 지하3층, 지상6층
․ 연면적 63,396.59㎡

(151)
조건부
채택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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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8년 1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8.01.

건     축 
중계본동 주택재개발구역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32건

16,669 15,937

교 통
2018년 도로교통 소통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9건

2,077 2,020

도 로
남촌 탐방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5건

5,536 5,514

도 시 계 획
영등포 민자역사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및 타당성검토 용역 등 5건

1,045 910

상 하 수 도
’18년 페루 찬차마요시 피차나키 수도시설 
개선사업(ODA) PMC용역 등 6건

730 694

소 방 
선우지구 실내배드민턴장 소방설계 용역 등 
2건

15 15

전 기 통 신
솔샘터널 전기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5건

1,572 1,506

정 밀 진 단
고덕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4건

163 145

조 경 2018년 에코스쿨 조성사업 등 171건 2,925 2,871

지 하 철
2018년도 지하도상가 편의시설(E/S)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건

3,503 3,021

하 천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4건

967 959

기 타 갈산 산림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2건 110 103

 계 289건 35,312 3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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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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pharming)

 ‘피싱(PHishing)’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인터넷 사기 

수법이다. 넓은 의미에서 피싱의 한 유형으로서 피싱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차이점은 피싱은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에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인데 비하여, 파밍은 해당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메인 자체를 중간

에서 탈취하는 수법이다. 피싱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아차릴 수 있지만, 파밍의 경우

에는 사용자가 아무리 도메인 주소나 URL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쉽게 속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늘 이용하는 사이트로만 알고 아

무런 의심없이 접속하여 개인 아이디(ID)와 암호

(password), 금융 정보 등을 쉽게 노출시킹으로써 피싱 

방식보다 피해를 당할 우려가 더 크다.

 파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웹사이트를 속일 수 있는 위장기

법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가릴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또 사용하고 있는 DNS 운영 방식과 

도메인 등록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