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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까지 토목, 건축 분야 건설공사의 구조용 주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산업의 발전과 함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됨으로써 구조물의 대형화로 인한 재료 자중의 경

량화, 재료의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강도, 

경량성 및 내구성의 복합신소재(FRP재료)를 건설분야에 건설재료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국내외

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복합신소재(FRP재료)를 건설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물론, 특허출원, 건설신기술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기존구조물의 내하력보강, 내진보강 등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복합신소재(FRP재료)가 구조물 신설 주재료(주부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노후구조물 보강을 위한 부재료로서 사용되고 있어 구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강성은 증가시

키고 있으나, 경량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복합신소재(FRP재료)가 구조물의 주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개발과 실제 구조물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보완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 글에서는 복합신소재(FRP재료)가 주재

료로 사용된 국내외 교량의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연구개발 방향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2. 해외적용사례

 미국,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합신소재(FRP재료)를 이용한 교량건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

적인 복합신소재(FRP재료) 교량의 기술을 살펴보면, 1986년 독일에서 최초의 복합신소재(FRP재료) 

긴장재(tendon)를 이용한 고속도로용 교량을 건설하였는데, 유리섬유 강화폴리머(GFRP)를 인발성형

(pultrusion)하여 만들어낸 직경 7.5mm의 인장봉 19개로 긴장재를 만들었다. 1992년 Scotland의 

Aberfeldy에서는 아라미드 섬유에 폴리에틸렌을 더한 케이블에 GFRP 바닥판과 주탑 등 최초로 전 

부분을 복합신소재(FRP재료)로 만든 사장교 형식의 보도교를 건설하였는데, 총길이 113m에 주 경간이 

63m로 현재 가장 긴 완전 복합신소재(FRP재료) 교량이다. 미국 McKinleyville에서는 1996년 FRP 

강화 콘크리트 바닥판을 이용한 교량이 최초로 건설되었으며, 같은 해에 Russel에서는 차도교용 완전 

복합소재(FRP재료) 바닥판을 만들어 시공하였다. 복합신소재(FRP재료) 바닥판은 여러 곳에서 상용제

》  칼  럼

 복합신소재(FRP재료)의 교량적용 사례
   
   이 상 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스마트이엔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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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나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 Martin Marietta Composites사의 DuraSpan, Creative 

Pultrusions사의 Super Deck, 유럽 Fiberline사의 ASSET 등이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복합신소재(FRP재료)를 활용한 교량의 가설이 있다. 하나는 가교량의 바닥판을 

시험적으로 기존의 강재 바닥판에서 유리섬유(GFRP) 바닥판으로 대체하여 가설하였다. 복합신소재

(FRP재료) 교량이 처음에는 보도교에서 점차 차도교로 가설되고 있다. 주로 I형 거더를 이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과 합성형 형태로 가설되었다. I형 거더 이외에도 콜루게이트 형태 등 복합신소재

(FRP재료) 특성에 맞는 구조형식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기존 노후교량의 상ž하부 구조를 교체하지 

않고 하부구조를 재사용하면서 성능을 충분히 개선하고 상부구조의 자중을 줄일 수 있는 복합신소재

(FRP재료) 거더 형식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듯,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설분야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되었듯이 국내에서도, 고기능, 고성능의 첨단 복합신소재(FRP재료)를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적용하려는 관심과 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 기존 도로 및 철도 횡단을 위한 

일체형 교량상부구조 형식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건설되고 있다. 중장비 사용 없이 손쉽게 가설되고 있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구조형식이 개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 Aberfeldy bridge

(스코틀랜드, 사장교)

[사진 2] Strandhuse bridge

(덴마크, 사장교)

 [사진 1]은 사장교 형태의 복합신소재(FRP재료) 교량인 영국의 Aberfeldy bridge와 [사진 2] 덴마

크의 Strandhuse bridge를 보여주고 있다.

3. 국내적용사례 

1. 국내 현황

 국내에서 복합신소재(FRP재료)를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주로 보강재로서 적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구조물의 주부재로서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거의 없는 실정

이다. 이에 건설분야에서의 복합신소재(FRP재료) 적용을 위한 복합신소재(FRP재료) 구조해석, 설계, 재료

개발, 시공에 대한 연구가 대원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GFRP를 이용한 수적층된 FRP 패널과 파형 

FRP 거더로 구성된 고강도 복합신소재(FRP재료) 교량(B=8.0m, L=10.0m)을 강원도 영월군 북면 덕창리 

지방도 88호선에서 국도 31호선으로 연결되는 법정도로에 2002년 5월 21일에 국내최초로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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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량의 형식은 아래 그림과 같이 고강도 복합신소재(FRP재료) 슬래브 상부구조 형태의 교량으로서 

대원대학교 주관 하에 산학협력으로 다년간 이루어진 연구개발 결과이다. 구조해석, 설계 및 제작 등 모든 

공정이 순수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기술 개발되어 건설되었다.

B
t
h

t
t

b b b1 2 3

1

[그림 1] 복합신소재(FRP재료) 교량상부구조의 단면형상

2. 복합신소재 적용 상부구조 제작   

 이론적 복합신소재(FRP재료) 교량 상부구조의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제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면의 형상은 [그림 1]과 같으며, 본 형상을 2개 사용하여 폭이 B=8.0m, 연장 L=10.0m 인 

상부구조를 제작하였고, 해당하는 제원, 기계적 성질 및 상부구조 구성요소의 적층패턴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복합신소재(FRP재료) 상부구조의 치수( mm ) 및 기계적 성질( 10 9N/m 2 )

L B h t t1 b 1 b 2 b 3

10,000 8,000 870 30 40 220 310 400

[표 2] 복합신소재(FRP재료) 교량상부구조의 구성

구성요소 적층패턴 한층두께 층수

Laminate [0 o /90 o/90 o/0 o ] 15 0.5mm 60ply

Corrugate Core [0 o / +45 o /90 o/ -45 o /0 ] 16 0.5mm 80ply

Laminate [0 o /90 o/90 o/0 o ] 15 0.5mm 60ply

 제작방법은 단면의 크기 때문에 수적층(hand lay-up) 성형공정이 검토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요소에 

맞도록 공정을 선택하였으며, 상·하현 면재(Facing)는 적층판으로서 철구조물로 제작된 대판위에 상온경화 

수지를 유리섬유에 함침시켜 가면서 적층하여 공정을 마쳤다. 그리고 심재는 굴곡이 있는 곡선부재로서 

이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몰드 제작을 하여 콜루게이트 심재(Core)가 제작되었다. 몰드는 상온경화 수

지를 유리섬유에 함침시켜 가면서 적층하여 공정을 거쳤다. 이론적 형상을 최대한 접근하도록 품질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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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를 기하면서 상하 면재와 심재를 접합하기 위해 1차적으로 접착제 접합을 한 후 접합부의 드릴가공 

공정을 거쳐 기계적 이음인 볼트로서 최종 체결하였다. 다음 [사진 3]에서 [사진 4]는 복합신소재(FRP재료) 

상부구조를 제작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최종 마무리 (trim)공정을 거쳐 매끈하게 되었다.

 
[사진 3] 콜루게이터 거더와 횡보강재 접합 [사진 4] 몰드 상에서 콜루게이트 거더 적층작업

3. 복합신소재(FRP재료) 적용 상부구조 현장 가설   

 국내 최초로 건설된 고강도 복합신소재(FRP재료) 교량의 위치는  강원도 영월군 북면 소재 『원동∼광

전간 도로』 구간이며, 연구 개발된 상부구조를 약 1개월의 기간에 공장에서 수적층으로 제작하여 폭이 

4.0m 인 2개의 상부구조(2 pieces)로 분할 제작하여 건설될 교량현장까지 운반하였다. 크레인을 이용

하여 교량현장에 하차한 다음 2개의 상부구조를 현장에서 최종 조립하여 크레인으로 한 번에 교대 위에 

거치를 하였다. 상부구조가설을 위한 운반, 하차, 인양, 설치까지의 시간은 총 11시간 소요되었으며, 작업

인원은 4명이 투입되어 현장에서의 인양 및 설치작업은 8시간 소요되었다. 

 [사진 5]에서 [사진 8]은 본 교량가설을 위한 상부 구조의 운반, 인양, 설치하는 과정이다. [사진 9]는 교

면포장전경, [사진 10]은 복합신소재(FRP재료)를 적용한 교량의 전경이다. [사진 11]과 [사진 12]는 각

각 2010년과 2017년 교량 전경이다. [사진 13]과 [사진 14]는 교량의 내하력 검토를 위한 2004년과 

2011년 교량 재하시험전경이다.

[사진 5] 교대 및 받침장치 [사진 6] 상부구조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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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상부구조 인양 [사진 8] 상부구조 설치완료

[사진 9] 포장전경 [사진 10] 복합신소재(FRP재료)교량 전경

[사진 11] 2010년 교량전경 [사진 12] 2017년 교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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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2004년 교량 재하시험전경 [사진 14] 2011년 교량 재하시험전경

4. 앞으로의 과제 

 복합신소재(FRP재료)가 건설재료로서 사용되기 위한 기존의 국내 기술력은 복합신소재(FRP재료)의 

제조와 해석 분야에서 각각 발전하여 왔으나, 복합신소재(FRP재료)를 주재료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서는 제조, 해석 및 설계, 시공 등의 기술력이 함께 발전하여야만 한다. 위의 복합신소재(FRP재료)를 

적용한 교량은 대원대학교 연구진을 중심으로 산학협력하여 이루어낸 기술로 건설된 교량이다.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술력 축적을 위해서는 실물시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본 

교량은 가설된 후 16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일정 주기별로 현장비파괴재하시험을 실시하여 내하력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에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용 등 장기성능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건설 후 20년이 경과한 시점(2022)에 본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안전성평가(내하력시험)기반의 상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 규모의 기존 철근

콘크리트 교량과 LCC(생애주기비용)분석을 통해서 고강도, 경량성 및 고내구성을 특성을 지닌 복합

신소재(FRP재료) 교량건설이 중소형 교량건설 적용이 가능함을 심층 분석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지효선, 손병직, 장석윤(2001) “노후화된 교량 바닥판 대체용 복합재료 교량 바닥판의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강

구조학회논문집 제13권6호, pp.631∼640

2. 지효선(2017) “건설분야에서의 복합신소재(FRP재료) 응용기술 현황 및 전망”,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지 학술기사

3. 지효선, 조영환, 박계남(2010) “복합신소재(FRP) 교량의 설계 및 현장적용”

4. 손병직, 이상열, 지효선(2013) “ Long-term performance of a fiber-reinforced polymer slab bridge super 

structure-field load test and ratings”, Composites : Part B, pp64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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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권계획 본격 가동

 서울시가 ‘우리동네 미래발전 지도’에 해당하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하 ‘생활권계획’)을 4년 

만에 최종 완성, 3월 8일(목)자로 공고하고 본격 

가동한다.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3~5개 행정동 단위)

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목표와 실천전략(총 493개 

목표, 1,126개 실천전략)을 수립했다.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도시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개 권역(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과 

116개 지역에 대한 생활권계획은 각 지역의 특

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7개 이슈(①도시공간 ②

산업‧일자리 ③주거정비 ④교통 ⑤환경‧안전 ⑥역사

‧문화‧관광 ⑦복지‧교육)로 제시했다.  

 ① 도시공간 : 권역‧지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자족성 강화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

으로, 상암‧수색(서북권)은 수색복합역사와 경의선 

상부부지를 활용해 영상‧미디어‧R&D 기능을 확

충해 디지털미디어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량리역

(동북권)은 복합환승역사를 통해 교통‧상업 중심

지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② 산업‧일자리 : 특성화된 산업을 발굴‧육성해 

고용과 경제기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예컨대, 가산G밸리(서남권)는 4개 권역으로 나눠 

도심형 산업, 패션‧디자인,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한 

창조산업중심거점으로 육성한다. 신촌 일대(서

북권)는 대학과 연계해 청년창업 거점으로, 상

일동 일대(동남권)는 첨단 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③ 주거정비 : 주거지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보전‧관리방안을 담았다. 예컨대, 

상계‧월계(동북권)는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으로 체계적 

정비에 나선다. 불광동‧홍은동‧성산동 등 일대

(서북권)는 1인가구, 어르신 등 맞춤형 공유주택 

도입을 유도한다.

 ④ 교통 : 각 생활권별로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

공간 확보,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확충, 주요 

간선도로 확충 계획을 담았다.

 ⑤ 환경‧안전 : 자연환경 보전, 공원‧녹지 확대, 

방재대책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동북권의 

경우 아차산~용마산~망우산을 연결하는 서울둘

레길을 정비하고 한강~중랑천~청계천으로 이어

지는 수변축을 연결해 ‘산-하천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⑥ 역사‧문화‧관광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

방안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에컨대, 

도심권은 한양역사도심을 활용해 도보관광을 

활성화하고, 동남권은 풍납토성~암사동 유적~아차

산성을 연계한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⑦ 복지‧교육 : 각 지역별로 필요한 복지‧교육시

설에 대한 공급 방안을 담았다. 1~2인 가구 

비율이 높은 혜화동‧장충동(도심권)의 경우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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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생활권계획에는 서울 전역을 조사‧분석해 

어린이집, 주차장, 도서관, 공원 등 각 권역‧지역

별로 설치가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을 11개 분

야로 제시했다.

※ 생활서비스시설 계획(총 11개 분야)

권역생활권(4개 분야) : 문화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

주민 복지시설, 보건소

지역생활권(7개 분야) :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권역생활권은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 평균 보급률

보다 낮은 시설, 지역생활권은 3가지 조건(▴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보행 10분 

거리, 800m 이내 시설이 없는 경우 ▴서울시 평

균보다 보급률이 낮은 시설)을 만족하는 시설을 

각각 우선 확충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시는 이번 생활권계획을 통해 '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12지역-53지구)를 

최종 완성하고, 중심지별 육성‧관리방안을 수립했다. 

특히, 2030년까지 중심지 내에 상업지역 총 192

만㎡를 새롭게 지정해 지역불균형 해소와 지역 활

력의 촉매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생활권계획 중심지체계 >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생활권계획의 방향과 

내용이 향후 서울시의 모든 관련․하위 계획(법정‧
행정‧도시관리)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

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

립시 검토‧심의 과정을 거치고, 실행과정 중에도 

생활권계획 반영 상황을 진단‧평가해 반영할 계획

이다. 

 생활권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계획

포털’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에는 위치

기반의 ‘생활권계획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여기

서는 시민 누구나 내가 사는 동네의 생활권계획을 

지도에서 찾아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생활권계획추진반 (02)2133-8243〕

서울숲 61만㎡ 생태문화공원으로 재생

 서울시가 2022년 6월까지 이전‧철거를 전격 확

정한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포함해 미

완의 서울숲 총 61만㎡를 완성하는 내용의 미래 

구상안을 발표했다.

 40년간 서울의 주요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

하며 산업화시대를 이끌어온 레미콘 공장 부지(2만

7,828㎡)는 중랑천 둔치와 이어지는 수변문화공원

으로 재생된다. 

 산업화시대 역사의 흔적을 일부 남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로7017’, ‘문화비축기

지’와 맥을 같이 하는 서울의 도시재생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성수대교 북단, 고산자로 등)로 단절

됐던 서울숲 일대를 도로 상부나 지하통로로 연

결해 하나로 통합한다. 경의선 응봉역과 레미콘

공장 부지 주변은 보행전용교로 연결하며, 서울

숲에서 서울숲역과 뚝섬역으로 이어지는 기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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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로에 대한 정비도 병행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통합 서울숲의 핵심부지엔 미래산업을 이끄는 

과학교육의 장이 될 ‘과학문화미래관(가칭)’은 오는 

2022년 들어선다. 포스코가 창립 50주년 기념 

사회공헌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포스코가 기업 이미지를 

반영해 서울의 제조산업을 일군 성수동 일대에 

시설을 건립하고 싶다는 뜻을 시에 제안해 이뤄

졌다. 파리 루이비통 미술관, 도쿄 산토리 음악홀 

같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시민문화시

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과학문화미래관 시뮬레이션>

 과학문화미래관(가칭)’에는 세계적인 체험형 과학 

전시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익스플로라

토리엄, Exploratorium)과 제휴해 인기 콘텐츠를 

도입한다. 설계도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지명설계공모를 실시해 건축물과 콘텐츠 모두 

세계의 주목을 받는 시설로 만들어간다는 계획

이다.

 ｢서울숲 일대 기본구상｣은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대표명소’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①도

시와 공원이 하나된 공간 ②미래를 준비하는 명소 

③함께 만드는 공원)으로 수립됐다. 주차장과 

차고지를 공원으로 바꾼 시카고 그랜트공원, 공

원과 문화시설이 복합된 뉴욕 센트럴파크 일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들어 서울숲을 

완성하고 부족한 기능을 보완했다. 

 이번 기본구상은 기존 서울숲(43만㎡)과 삼표

레미콘 공장부지(2만7,828㎡)를 중심으로 수립된 

것으로, 시는 승마장(1만2,692㎡), 뚝섬유수지(6

만862㎡) 등 서울숲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유지

들도 단계별로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숲

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개발센터 (02)2133-8354〕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착수

 서울에는 사람‧교통‧물류가 집중되는 경기도와의 

접경지 12곳이 있다. 사당, 도봉, 수색, 온수 등 

서울 외곽의 경계지역(시계지역)이다. 매일 250

만 명의 출퇴근 인구가 오가고 연간 1억1,300만 

톤의 물류가 드나들며 서울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서울의 관문이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억제

정책으로 50년 가까이 서울의 그림자로 소외되어

왔다. 폐기물‧음식물처리장 같은 기피시설과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이들 12개 지역을 ‘서울 관문도시’로 

규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통해 

종합재생하기로 했다. 50년 간 이어온 ‘보존’ 위

주의 시계지역 관리 패러다임을 ‘보존+개발’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해 서울의 첫 인상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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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다는 목표다.

 각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되, 큰 틀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하게 자연성을 보존‧회복하고 

나머지는 일터(일자리)‧삶터(주거)‧쉼터(문화‧여가‧
복지)가 어우러진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

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상반기 중 착수

한다고 밝혔다. 시는 종합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총 3단계에 걸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단계 사업지의 경우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4개소(권역별 1개소)를 선정하고 큰 방향을 설정

했다. ▴사당 ‘청년을 위한 거점도시’ ▴도봉 ‘동

북권 최대 복합 체육‧문화‧생태도시’ ▴수색 ‘첨단 

철도물류 거점도시’ ▴온수 ‘문화와 자연이 함께

하는 산업관문’이 기본 방향이다. 

 우선, 시는 사당 일대(사당역~남태령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70년대 문을 닫은 채석장이 

그대로 방치되며 안전과 경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온 곳이다. 현재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17.3.~'18.10.)에 있다.

 시는 사당 일대가 전체 유동인구 중 20~30대 

비율이 42%일 정도로 청년이 많은 지역이라는 

특성에 따라 ▴일자리 인큐베이터(지식산업센터,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총 28,000㎡ 규모) ▴청년‧
신혼부부 주택(200여 세대) ▴문화‧활동공간이 

집약된 ‘청년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통근‧통학버스 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사

당역 주변 저류조 상부를 활용해 ‘통근‧통학버스 

전용 정류장’도 조성 추진한다. 

 채석장 폐쇄 후 수십 년간 방치됐던 산림 절개

지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공공조경공간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문도시 사당 조감도(안)>

 시는 나대지와 저이용부지가 많은 관악구 남현동 

일대는 공공 주도 개발로 사업의 속력을 내고, 

서초구 방배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는 큰 방향 아래 연내 최적의 사업방식과 

범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19년 사업승인, 

'20년 착공 목표)

 한편, 경기도 접경지 12개소 중 4개소(▴수서 

▴강일 ▴양재 ▴구파발)는 현재 수서역세권개발

사업, 강일첨단업무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관문도시로서 기능까지 동시에 회복해나간

다는 계획이다. 

 〔공공개발센터 (02)2133-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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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수역 고가’ 밑 도심 숲 변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어두침침하게 방치돼왔던 

서울시 옥수역 고가하부가 도시재생을 통해 뉴

욕의 로우라인같은 도심 숲의 느낌이 드는 시민 

공공문화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고가 밑에 지붕과 같은 슬로프를 설치하고 그 

상부에 조경과 녹색공간으로 채웠으며, 하부는 

실내면적 196㎡ 규모의 다목적 문화공간을 만들어 

어린이 북카페, 문화강좌 등으로 활용한다. 외부엔 

공연·관람석도 새롭게 만들어 기존 방치돼온 광

장과 연계해 기능을 유지시키며 전체 건축면적은 

446㎡이다.  

 특히 지붕 형태의 슬로프 하부 다목적 문화 공간 

내에 ‘프리가든’을 선보인다. 태양광 집광시스템 

설치를 통해 태양광 빛을 내부로 끌어 모아 식

물을 생육하는 태양광 신기술로서 뉴욕시 로우

라인에서 선보인 방식으로 외부 기상여건에도 제

약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수립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종합계획’ 1호 시범사업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다락(樂) 옥수’를 4월 3일(화) 시민들에게 개방

하였다.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다락(樂)옥수’ 현장>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성동구가 함께 추진했다. 

서울시는 공간을 설계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성동

구는 공사를 담당했고 시설 운영도 맡게 된다. 

 성동구는 향후 지역주민, 조경전문가, 생활문화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다락 거버넌스’ 운영협의

체를 구성해 어린이 대상 태양광 기술 원리체험, 

식물 생육체험 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맞

춤형 운영프로그램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이문고가 하부공간도 공공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옥수에 이어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만들어 향후 서울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설관리·

운영의 모니터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확

대해 나간다. 

〔도시공간개선반 (02)2133-7723〕

서울시, 교량 ‘신축이음장치’ 자체 개발

 서울시가 유지관리에 특화된 신축이음장치 개발에 

착수, 지난해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올해 KS인증을 

마친 후 서울시 교량에 시험 시공을 추진한다. 

교량은 기온변화에 따라 교량 상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움직임을 수용하기 위해 상판과 상판이 

연결된 구조로 돼 있다. 이 간격에 강철로 만들

어져 톱니바퀴 같은 생김새로 상판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신축이음장치'인데, 교량 표면에 노출돼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통행량 및 중차량 증가에 

따라 적정수명 중 유지보수가 불가피하며, 교량 

유지보수 중 신축이음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시는 '16년부터 민간과 협업해 유지관리에 

특화된 신축이음장치 개발에 집중했다. 빗물 차

단과 작업시간 단축 등이 해결과제다.

 신축이음장치 아래엔 비가 올 경우 물을 차단

하기 위한 고무 물받이가 설치돼 있는데 오래 

사용하면 그 안에 이물질이 쌓여 고무가 찢어지고 

청소도 쉽지 않다. 특히 고무가 찢어져 교량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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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빗물이 스며들 경우 콘크리트는 물을 흡수

하는 성질이 있어 얼었다 녹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파손될 우려가 있다. 

 이번에 개발된 방식은 기존엔 비가 올 경우 빗

물의 흐름을 강제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젠 

'빗물커튼'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도록 

하는 동시에 교량 본체로 흐르는 빗물을 막아 

보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또 신축이음장치 교체를 위해선 교통통제가 필수

적이고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 제한된 

시간 안에 작업이 이뤄졌다. 작업시간은 보수 시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굳기까지 약 

6시간이 소요됐는데, 이젠 사전에 제작된 굳어진 

상태의 콘크리트를 끼워 넣고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수 시간도 단축된다. 이리되면 기존 6

시간의 보수작업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해진 셈이다.

   〔교량안전과 (02)2133-1949〕

서울시, 우천시 포트홀 보수장비 최초 개발

 서울시가 우천시에도 포트홀 보수가 가능한 보수

장비를 전국 최초로 개발, 올해 장마 기간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도로 위 포트홀은 주로 여름철 

장마기간 많이 발생하는데, 비오는 날 어려웠던 

보수작업이 이젠 손쉽게 가능하게 된 것이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이 움푹 떨어져 

나가 패어지는 항아리 모양의 파손형태로, 자칫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도로파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를 위해선 

움푹 패인 곳에 아스팔트를 채워 다짐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장마기간 비가 계속 올 경우 이물질 제거, 

건조 등 파손면 정리가 어려워 침수 된 상태로 

응급복구(상온아스콘, 모래마대)를 하고 있으나, 

수중상태의 작업은 부착력 부족, 다짐작업 곤란 

등으로 재 파손 등이 지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는 화물용 탑차를 개조해 작업공간의 

빗물을 완전히 차단하고 보수 부위 건조 후 작

업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하고, 우천중에도 시공

품질 확보가 가능한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포트홀 보수장비를 개발·제작할 

사업자를 3월 12일(월)~23일(금)까지 접수받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4월초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발된 장비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확대보급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포트홀 예방을 위해 도로포장시 

▴1등급 골재 사용 ▴비에 강한 재료인 소석회, 

액상박리제 첨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온도

관리 ▴서울시 도로유지관리에 적합한 맞춤형 

설계법 개발‧시행 ▴도로포장 현장 외부전문가 

불시점검 ▴동절기 포장공사 금지 등 아스콘 품질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로관리과 (02)2133-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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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내진능력 공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9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을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과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등

으로 규정 

나. 내진능력 공개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

축물 외에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건축물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규정

 또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의 행정절차 규정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행위별로 구분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어정의 내용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라는 문

구를 삭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정의 

중 보․차양 등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

(3m 이상)으로 그 돌출길이를 산정하여 특수

구조 건축물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안 제5조)

   건축물의 건축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에도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

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절차 구체화(안 제9조)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

선에 대한 허가 행정절차를 건축허가와 구분

하여 명시

라.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절차 구체화(안 제12조)

   건축허가․신고 이후 건축물의 신축 또는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을 할 때 그 변경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

마.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절차 구체화 및 안전성 강화

(안 제15조)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 건축물의 건축

허가 관련절차를 준용

바. 계단․복도 등의 설치기준 합리화(안 제44조)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서로 출입이 불가하고 

동선이 분리된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을 별

개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계단 및 복도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피난규정 적용례 대상에 

포함

사.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고시 근거 마련

(안 제46조)

   대피공간의 대체시설 인정을 위한 심의절차와 

성능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 공동주택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

(안 제86조)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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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수평거리 2배 이하) 

기준을 완화 적용

자. 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체계 보완

(안 별표1)

   자동차관련시설에 선박, 농업․어업․축산업용 

기계 등을 추가하고, 동물․식물 관련시설 ‘축사’

에 양돈․양계․곤충사육시설을 추가하며, 통신용

시설에서 ‘데이터센터시설’을 분리하는 등 분류

체계를 보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2/376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적인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신고)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건

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4

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조분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

(안 제2조의4제2항 개정)

   지방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신청절차 및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나.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절차 명확화(안 제6조

제1항, 제8조 개정)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대수

선에 대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수선

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를 건축허가에서 분리

하여 명확히 규정함

다. 가설건축물의 관리대장 작성 내실화 (안 제

13조제3항 개정)

   가설건축물의 관리대장은 허가권자가 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바로 작성․관리

하는 것을 건축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기재 관리하도록 함

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변경도서 제출대상 세

분화(안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변경도서 제출대상을 이해

하기 쉽도록 구체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또는 

변경 허가․신고 이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함

마. 위반건축물 표지 설치규정 정비(안 제40조제

1항 삭제)

   건축법 개정(제13785호 ’17.1.19)으로 ‘위반

건축물 표지’ 설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그 

하위 규정을 정비함

바. 집합건축물 구분소유별 전유부 확인 강화(안 

별지 제21호, 제24호서식 개정)

   집합건축물에 있어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

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을 점유하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감리보고서 작성 및 건축물 사용

승인시 공사완료도서와 집합건축물의 각 구분

소유별 전유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함

사. 법령개정 등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등 29종 개정)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의 지방자치행정조

직의 변경 또는 건축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하위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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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도모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3〕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 설치 형태 및 전문

인력 배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

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 규정(안 제119

조의 3)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달리 규정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형태 규정(규칙 제42

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두 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 규정

(규칙 제42조의2 신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을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으로 

정하고,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별표 13을 신설하여 필요인력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환경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

한 근거가 되는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4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구체화

(안 제61조제2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나.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명확화(안 제61조제

3항 별표8)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병행하여 

계상하고, 폐기물처리비를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

물을 분리․선별, 운반 또는 상차하는 비용도 포함

다.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규정하여 고시(안 제

61조제4항)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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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정의를 개정하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개정(‘목

구조’편 신설)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

인서 서식을 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기

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4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건축물 정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인용

하고 있는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개정(안 제3조)

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의 개정(‘목구조’편 신

설)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

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호서식)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557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

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

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설계 발주시 과업 

내용과 대가가 불일치하거나, 포괄적인 과업지시

서를 근거로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불공정 관

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을 함께 공개하고, 과업지시서는 구체적

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설

계VE”라 한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

킬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설계공모, 기

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을 

함께 공개(안 제23조의2)

나. 설계VE 중복 실시 방지(안 제49조)

다. 기술제안입찰공사 발주방식별 설계VE 시기 및 

회수 명확화(안 제49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3567〕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업무가 원활

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행 ‘지하안전관리 업무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신설

(안 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

  대행비용 산정방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

하고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선

택과업비 등 구성비목과 그 산정근거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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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안 제113조부터 제135조까지)

  위원단의 구성,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등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사무국의 업무범위,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다.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136조부터 제149조까지)

  자문단의 설치 근거, 구성방법, 자문 및 협조

요청방법, 현지출장, 회의록 작성 등 자문단의 

직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6〕

중소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개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계 퇴직자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167명을 3월 말부터 중소 

건설현장 순회점검활동에 투입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굴착작업, 건설기계·장비 

사용작업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한다.

 다만,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안전

보건공단 전문가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중 74.7% 

(1,024명)가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건설현

장은 짧은 공사기간, 현장 관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2010년부터 시작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사망

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3년간(‘14~‘16)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만인율에서 지킴이가 순회점검한 현장(1.2

6‱)은 전체 현장(1.60‱) 대비 21.3%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지킴이는 만 56세 이상 건설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퇴직자로, 올해 167명이 선발되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2인 1조로 순회

점검활동에 나서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7〕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

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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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관리)

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제4조)

‣ (추진체계)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제7조 

제10조)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양부처 차관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 (실무협의체) 실무 협의를 위한 양부처 과

장급 등 10인 이내 구성

‣ (조정체계)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

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

하여 통합관리 이행력 담보(제7조 제10조)

‣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제8조)

‣ (정보공유) 양부처간 환경-국토 정보시스템 공유 

체계 구축(제12조)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

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

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3646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0〕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 대폭 강화

 고층 건물공사에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 타워

크레인에 대한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

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및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자에 대한 자격

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18.3.30(금)부터 시행한다.

 먼저,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건설사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사용 중에는 장비나 

인접구조물 등과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조

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타워크레인마다 특별안전보건교육(8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자와 조종사 사이의 

신호를 전담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설치·해체업체에 기계의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설치·해체작업 시에는 작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에 작업위험정보와 안전작업절차를 주지시키

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강화된다. 현재는 누구나 3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실습교육 위주로 교육방식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연장(144시간)하는 한편 자격취득 이후에도 5년

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가 작업 중에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144시간)을 이

수해야만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4〕

’18년 3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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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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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차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공사 설계심의

○ 원형 기둥의 횡철근을 나선철근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띠철근 상세를 적용하여 구조안전

성을 재검토할 것

○ 전체(특히 8층)건축물에 계획된 용도상의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하중(적재하중)으로 적용된 기

준과 상이하니 설계서에 반영된 용도(경공업 

공장, VE 제시용도, 공동장비실, 층고 상승 

등)가 구조안전(적재하중)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할 것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재검토

 - BF 인증은 최우수 등급으로 받아야 지원시설의 

신축 취지에 부합 함

 - 옥상 진입용 E.V는 가능하면 화물용 EV보다 

(일반인, 장애인 등 이용의 연속성, 편의성을 

고려해서) 17인승 E.V를 옥상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 제27차 서울메트로 2호선 을지로3가~을지로4가역 

등 13개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하수위 적용기준이 일

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나 구간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유를 제시하고, 기 진

단과 비교하여 등급이 변경된 구간에 대하여는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특히, 동일

구간에 한 개소는 지하수위 G.L –8.7m를 적용

하고 다른 개소는 안전측 해석을 위하여 지하

수위 G.L –1.0m를 적용한 바, 안전성 평가

시 지하수위 적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평가할 것

○ 구간별로 지층조건이 서로 상이하나 전 구간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시 지반의 역학특성 및 지반

반력계수 등이 동일한 값으로 적용되어, 구간별 

지층조건에 맞는 산정값을 적용하여 재검토할 것

○ 인버트 중앙부 배수홀의 지하수 용출과 토사

유출에 따른 주변 동공발생 여부 조사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

 ■ 제28차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한강 둔치 공사를 위한 공사차량 및 장비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둔치 대상지 특성상 우

기시 하천 범람에 따른 사고가 우려되므로 

공사 중 한강 수위 상승에 따른 안전대책(작

업자 대피, 장비 이동 계획 등 시나리오 포

함)을 면밀히 검토할 것

○ 한강 인접부 공사로 인한 수질오염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보전 대책을 과업

내용서에 추가할 것

○ 하천 내 구조물 설치 전·후의 수리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수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류

부의 기존 또는 계획 중인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할 것

○ 유지관리 부서와 발주부서, 설계자는 설계단계

부터 준공시까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

○ 우리시 「건설기술심의 도서작성 기준에 의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을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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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차 월드컵 분수 설계 용역발주심의

○ 스크린은 흡입압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압

력의 최대 조건을 고려한 구조설계 검토 후 

제작 시공되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 외부 도색작업 시 한강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비계 등 보강작업에 대하여 계획할 것

○ 등 선택에 있어 분수등은 LED, 조명탑과 외부

등은 메탈할라이드로 명기되어 있으나, 고효율

기기로 비교검토해서 등 타입이 결정될 수 있

도록 내용을 보완할 것

○ 분수 및 조명 연출 방법이나 제어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

○ 설비별, 주기별, 점검정비 항목을 정하고 정기

적인 점검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지침 작성 내용을 추가할 것

■ 제30차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설계심의

○ 입면은 피로티를 거의 1개층만 오픈하여 답

답해 보이므로 시각적 확장효과와 안정된 느

낌을 위해 2개층을 벽돌과 유사한 색상이나 

질감으로 하는 형태로 검토할 것

○ 단지전체 조경 컨셉이나 내부 보행로 등이 

근린공원 설계 내용과 연계되도록 검토할 것

○ 본 아파트의 구조시스템인 무량판 중공 슬래브 

구조 바닥판의 장기처짐 및 진동을 검토할 것

○ 급탕입상관중 환탕배관은 최상층에서 2세대당 

1라인으로 통합하여 환수되도록 검토할 것

○ Drop Zone의 차량출입 통제선 확장 및 안

전을 위한 보안등의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

○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포함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할 것

■ 제31차 서울시 방재성능 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선방안 용역발주심의

○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현재의 방재성능 수준 평가가 먼저 실시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방재성능 목표설정 및 대책에서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비한 우수배제 시설 확장 및 다변화, 

홍수빈도 상향 등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유로변경, 상류에서의 저류공간 확충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인접한 타 지자체의 협조 및 

공동시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료조사 

및 분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침수취약지구 수해예방사업 추진에 대한 효과

적인 분석을 위해 발주부서 제공 자료에 “완료

사업 21개소”에 대한 성과품을 추가할 것

■ 제32차 사당천(이수역~방배빗물펌프장) 단면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효과적인 배수기능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구조

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 

계획되도록 할 것

○ 하수관거 신설에 따른 유달시간 변경으로 인한 

빗물펌프장 유입량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이 

제시되도록 보완할 것

○ 침수 피해 당시 강우발생기록 및 홍수규모

(해당빈도)를 년도 별로 상세히 조사 후 원인

분석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할 것

○ 우기철 하수관로 내부에서 작업 및 조사를 

수행할 경우, 돌발 강우로 인한 안전사고 위

험이 높으므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제시하도록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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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차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상 본 과업대상

지의 현장 특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기본계획용역결과를 다시 확인하여 과업

내용서상 불필요한 과업항목은 제외 및 수정

할 것

○ 과업내용서상 안전관리분야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에 해당

되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와 관련 고시 등의 설

계단계 안전관리 관련사항을 이행하고 설계

안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보도교 또는 육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수경사미비, 배수구 부족으로 인한 체수 및 

누수,방수 누락에 의한 강재 부식, 계단부에서 

구조상 체수 및 누수로 인한 강재 부식이 발생

되는 바, 설계단계에서 이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 제37차 광역철도(원종홍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 

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피해 

저감 가능성과 문화재 분포상황을 문헌조사 

및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토록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조사 및 문화재조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것

○ 현지현황 및 장래계획 등 조사를 통해 공사 

시행시 및 열차 운행시 환경 및 교통에 미치

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환경 및 

교통영향성 검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것

○ 경제성분석은 전구간을 동시에 건설할 경우와 

교통량 예측 및 발주기관의 재정 전망을 고려

하여 단계별로 건설하는 경우로 구분․분석하

도록 하며, 단계별 건설시 구간별 투자우선순

위를 제시토록 할 것

○ 본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할 것

■ 제38차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사업 설계

심의

○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의 안전성 

검토할 것

 - Site-A의 경우 상단부 1~2개 단에 대해서는 

Pre-Stress를 도입하는 Earth Anchor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

 - 전체 구간이 Earth Anchor 공법으로 반영된 

구간에 대해서도 상단부 1~2단은 Earth 

Anchor공법으로 적용하되, 하단부는 Nailing

공법 또는 Rock Bolt공법 적용 검토

○ 홍제천 제방에 대한 안정성 검토

 - 건물에 자중에 의한 주동토압 검토 및 기초 

안전성 검토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보완할 것  

○ 보행자 안전 및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

 -  A 및 B부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인도 또는 횡단보도 등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설계에 반영

 -  B부지 건축물로 인하여 기존 하천옹벽(콘크

리트옹벽)에 하중이 증가하므로 기존옹벽에 

의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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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각형 벌집 형태와 재생폴리에틸렌 필라멘트 형태로 구성된 입체구조의 시트에 

일액형 우레탄 방수재를 함침하고 시트 접합부를 Z형으로 시공하는 

복합방수공법(Magic-Sport System)(제829호)

(보호기간 :  2017. 11. 06. ～ 2025. 11. 0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복합층을 구성하는 도막과 시트의 일체성을 위하여 육각형 벌집 형태의 수평 섬유

층과 재생폴리에틸렌 필라멘트 형태의 수직 섬유층으로 구성된 입체구조의 시트에 일액형 액상

방수재를 주입하고 시트 접합부를 Z형으로 시공하는 복합방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1 가나빌딩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가나빌딩 ’12.05.14∼’12.05.31.

2 의정부법원본관 및 제1신관 옥상방수공사 의정부지방법원 ’13.08.31 ∼’13.09.29

3 양서고 본관 옥상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14.05.02 ∼’14.05.31

4 화성 불이원 옥상방수공사 불이원 ’14.06.03∼’14.06.20

5 대전법원 종합청사 10층옥상 방수공사 대전고등법원 ’14.09.27∼’14.10.26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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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6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옥상방수공사 의정부지방법원 ’14.10.03 ∼’14.12.21

7 남양주등기소 옥상방수공사 의정부지방법원 ’15.11.14 ∼’15.11.22

8
삼일중학교 믿음관, 소망관 건물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경기도수원교육청 ’15.10.23 ∼’15.12.11

9 인천서부경찰서 유치장 옥상방수공사 인천서부경찰서 ’16.03.30∼’16.04.27

10 의정부 지방법원 3신관 옥상방수공사 의정부지방법원 ’16.07.08∼’16.08.07

11 부명초등학교 급식실 방수공사 경기도부천교육청 ’16.07.25∼’16.08.13

12 송산중학교 옥상방수공사
경기도화성오산

교육지원청 
’16.07.29∼’16.08.24

13 장흥볼링장 옥상 방수공사 ㈜가나아트갤러리 ’16.08.08∼’16.08.17

14 가나아트갤러리 A동,B동 옥상방수공사 ㈜가나아트갤러리 ’16.08.15∼’16.08.30

15 의정부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공사 방수공사 ㈜해창 ’15.11.30∼’15.12.24

16 파주등기소 지하 및 옥상방수공사 의정부지방법원 ’12.08.16∼’12.08.31

17 고양등기소 옥상 방수공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2.05.31∼’12.06.15

18 심원중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중 방수공사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13.07.26∼’13.08.05

19 가나아트 갤러리 옥상방수공사 가나아트갤러리 ’13.06.18∼’13.06.25

20 계요병원 본관동 리모델링공사 중 방수공사 의료법인.계요의료재단 ’11.12.20∼’12.01.30

21 사회복지법인 대한감리회 생생꿈마을 옥상방수공사 대한감리회 생생꿈마을 ’13.05.27∼’13.06.17

22 대전법원 어린이집 및 독신자숙소건물 옥상방수공사 대법원대전고등법원 ’13.11.20∼’13.11.29

23 부천동초등학교 방수공사 부천교육지원청 ’13.11.22∼’13.11.30.

24 옥션하우스 옥상방수공사 옥션하우스 ’14.02.05.∼’14.02.17

25 서구문화회관 옥상1층 방수공사 인천광역시 서구구청 ’15.06.08.∼’15.07.01

26 경기인재개발원 시설개선공사 1차 경기도 인재개발원 ’16.08.31.∼’16.09.09

 나. 향후 활용전망

     육각형 망상구조의 수평 섬유층과 재생폴리에틸렌 수직 필라멘트 섬유층을 결합한 셀 입체구조

시트에 일액형 도막방수재를 함침하여 이중방수층을 형성한 복합방수공법으로써 방수산업분야에 

있어 구조물의 안정적인 방수성능 확보는 물론 방수시공자의 안전성과 시공성 향상을 실현하여 

건설방수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차별화된 방수기술로 공공 및 민간부분 건설공사 수주증대에 

맞추어 적용수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 25 -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육각 망상 셀구조의 스포츠시트와 일액형 도막재인 매직스포코트의 일체형결합으로 

방수구조의 안정성, 작업자의 편리성, 시공성을 확보한 기술로 공공 및 민간부분 건설공사에 널리 

적용할 수 있는 건설기술이라고 확신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복합방수공법의 지속적 발전 속에서 육각망상 셀 구조의 섬유시트를 통하여 일액형 도막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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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는 일체적 공법은 타사가 개발하기 어려운 독창적 신기술로 시장성의 활성화에 확대가 예상

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2) 공사비 

스포츠 시트 SS-1 1.3m x 22m/ ROLL m2 16,500

매직 스포코트 MS COAT 1액형 18 kg / can kg 3,900

매직 스포프라이머  MS-P 16 kg / can kg 4,500

매직 씰 MS-seal 12 kg / set kg 5000

매 직 스 포 랩 테 이 프 
MS-LAP 70/100 x 100m/roll　 m2 220/300

매직스포탑 MS-TOP 18 kg / set kg 8,500

분류
(바닥)

비교기술-1 비교기술-2 비교기술-3 신기술 

재료비 38,145 38,126 33,945 35,992

노무비 11,530 21,786 24,198 12,919

경비 3,031 4,021 4,044 3,057
순공사
원가

52,706 63,933 62,187 51,968

총원가 58,526 72,214 70,713 57,950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경량의 스포츠시트와 일액형 매직스포코트를 개발, 적용함으로 기존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중도층을 도포하는 시간이 약 25% 절감됨으로 작업자의 시공성과 안정성을 배려한 환경적 방수

기술이다.

(4) 유지관리비

총취득원가 30년 기준취득원가

 이 신기술은 기존의 PVC시트, 아스

팔트합성시트를 사용하는 기존공법들과 

전혀 다른 차별성에 의하여 철거 및 

재시공을 포함한 취득원가를 기존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총원가금액이 절감됨으로 

유지관리시에도 경제성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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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차별성 있는 육각형 망상 입체구조의 섬유를 사용하여 경량의 시트를 구성하며 일액형 

도막재를 적용하기에 시공성 향상과 편리와 안전을 확보함으로 건설방수시장에 미래지향적 기술로 

선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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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 내부에 PC 강선조립체 정착 및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해 앵커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그라운드앵커 공법(Hotdog Anchor 공법)(제830호)

(보호기간 :  2017. 11. 23. ～ 2025. 11. 22.)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확장날개형 확대굴착 교반장치로 정착장 구간에 확대된 소일시멘트 확대 구근체를 

형성하고, 소일시멘트 확대 구근체 내부에 PC 강선조립체를 정착하고,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해 앵커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그라운드앵커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신기술은 접힘과 펼침이 자유로운 확대굴착 교반장치를 이용하여 W/C(물시멘트비) 80 ~ 120% 

정도의 시멘트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정착장구간을 굴착교반하여 직경 500mm 내외의 소일시멘트구

근체를 형성하고, 그 내부에 정착부를 팩 또는 주름관으로 보강한 PC강선조립체를 삽입하고 팩 

또는 주름관 내부에 W/C 50% 이하의 고강도 시멘트페이스트를 주입/양생시켜 소일시멘트 구근

체의 심부가 시멘트 구근체로 치환되고, 그 내부에 PC강선조립체가 정착된 앵커체를 형성시키는 

그라운드앵커 공법이다. 신기술에 따르면, 직경이 확대된 앵커체로 주면마찰력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자유장과의 경계 지반에서의 지압저항력도 더해져 연약지반에서도 높은 인발 저항력을 발휘한다.

<그림 1.1> 확대굴착 교반장치 및 확대구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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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핫도그앵커 공법의 원리

정착부 단면도 하중 전달 분포

    이 신기술의 시공순서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2> 신기술의 시공순서

    이 신기술의 상세도는 다음과 같다.

       (a) Pack Anchor를 사용한 경우                   (b) ELP 주름관을 사용한 경우

<그림 1.3> 신기술의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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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비고

1 송도 F16-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에스피에이치
2015.11~

2018.11

건축연면적 
112,770m2

세대수 688

3,975,000,000

(745,000,000)

2
송도 재미동포타운 (M2-2BL) 

조성사업
㈜송도아메리칸타운

2015.12~

2016.12

건축연면적 
165,087m2

세대수 1004

7,043,000,000

(549,000,000)

3
시흥배곧 C-1BL 

호반써밋플레이스 신축공사
배곧랜드마크PFV㈜

2016.09~

2017.02

건축연면적 
14,877m2

세대수 890

8,461,800,000

(1,379,768,500)

4
시흥배곧 C-2BL 

호반써밋플레이스 신축공사
배곧랜드마크PFV㈜

2016.09~

2017.02

건축연면적 
14,648m2

세대수 905

7,426,800,000

(1,047,074,000)

5
시흥배곧 B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6.12~

2017.02

건축연면적 
5,524m2

세대수 389

3,771,000,000

(156,000,000)

6
(공공임대주택)시흥배곧 B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엔에이치에프제9호공공

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6.12~

2017.02

건축연면적 
5,958m2

세대수 540

2,902,000,000

(119,000,000)

    

 나. 향후 활용전망

    우리나라는 송도 국제도시, 시흥 배곧지구, 부산 명지지구, 목포 남악지구와 새만금 간척지 등 

해안의 연약지반을 준설 매립하여 형성된 대도시의 지하터파기 공사를 비롯해 해외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및 중국 해안도시, 중동지역의 대규모 지하터파기 공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외의 연약지반 공사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인장시험 : 크리프한계시험)

            <시흥배곧 B-1블럭 공공임대현장>                     <시흥배곧 C-1블럭 써밋플레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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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존기술로는 적용이 어려웠던 초연약지반(N<5)에서 시공이 가능하여 발주처의 사업성 향상 및 

시공사의 공사원가가 절감되어 실수요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게 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인 핫도그앵커공법은 정착부를 확대개량하여 정착력을 대폭 증대시킨 기술로서 국내외 

유사기술이 없으며, 2017년 6월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PCT출원 

및 중국국내진입 단계 특허출원이 완료된 상태로서 추후 연간 20만불이상의 기술로얄티 해외수

출이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 단위 : 원 ]

     

 (2) 공사비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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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송도 F16-1블럭 공사기간 비교>

 (4) 유지관리비     

     가설앵커로서 별도의 유지관리비는 없으나 시공수량 감소에 따른 존치기간 중 계측비용의 감소와 

배면지반 침하량 및 크리프변위량 감소로 주변 인프라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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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및 강연선 등의 사용량 감소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5% 감소하고 신기술인 핫도그

앵커공법의 시장확대에 따라 해외파견인력 및 전문시공인력, 관리기술인력 등의 신규고용창출이 

기대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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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로 해외사례 및 시사점

개요

 인구감소와 고령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경

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지방도시의 쇠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남해안 광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발전거점 조성방안을 발표

하고, 국립관광도로 지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이다. 이에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노르웨이 사례 등 해외 관광도로 

사례 및 기준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립관광도

로는 총 18개로 이 중에 10개가 피오르드 지역에 

있으며, 총 길이는 2,059km에 달한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국립관광도로 프로

젝트는 건축가, 조경가,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관광

도로를 따라 18곳의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전망대, 

쉼터 등 건축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건축프로젝트를 통해 경관을 더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립관광도로를 홍보하고 명소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루트 선정시에도 간선도로가 아닌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교통의 영향을 줄이고, 경관미를 보여

주는 루트로서 단순히 지역간·관광자원간 이동경

로는 제외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각기 다른 경

관미 중에서 산, 피오르드, 해안 등의 대조미를 

보여주는 루트로서 관광객에게 노르웨이 경관의 

우수함을 보여줌으로써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일본의 경우는 광역관광주유루트와 풍경가도가 

대표적인 관련 사례이다. 광역관광주유루트는 외

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치를 목적으로 스토리를 

가진 루트를 개발하여, 구체적인 모델, 코스 등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각 지역의 공모신청을 받아 11개의 루트

(2015년 7개 지정, 2016년 4개 추가지정)를 지정

하고 있다. 

 광역관광주유루트는 복수의 광역관광루트로 구성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사업

선정은 ① 컨셉과 주요대상 시장의 관광수요와 

합치여부, ② 광역관광거점지구의 국제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포함여부, ③ 주요광역관광루트의 광역 

관광거점지구 효율적 경유여부, ④ 외국인 여행

자의 관광촉진에 기여하는 사업내용 구성여부, 

⑤ 효과평가를 위한 수치목표 설정 및 사업내용 

구성여부, ⑥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

 반면 풍경가도는 광역관광주유루트와 달리 경관

형성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이를 위해 풍경가도는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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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과 ‘활동주체’, ‘활동내용’, ‘활동공간’으로 

구성되며, 모든 것을 총칭해서 “풍경가도”라 한다. 

향토사랑과 일본열도의 아름다움을 발견·창출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체에 의한 협동을 통해 경관, 자연, 

역사, 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국민적인 원풍

경을 창출하는 운동으로 지역 활성화, 관광진흥 기

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1991년 연방도로관리청(FHWA)의 주도 

하에 경관적으로 독특한 장소를 보전하고 관광

산업 증진 및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경관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장관이 지정하며 

현재 150개의 경관도로가 지정·운영 중이다

(2017.8 기준). 일반적으로 America’s Byways

Ⓡ라 통칭되며, 이는 다시 National Scenic 

Byways와 All-American Roads로 구분된다.

 경관도로 프로그램은 고고학적 가치,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 자연적 가치, 위락적 가치, 경관적 

가치가 있는 곳이 지정되는데 이 중 1가지 항목

에서 우수한 곳은 National Scenic Byways로 

지정되며, 2개 이상 항목에서 우수한 곳은 

All-American Roads로 지정되게 된다. 선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계획 수립·실행, 경관

도로 관련시설(보행자·자전거시설, 갓길, 조망시설, 

안내시설 등), 도로 주변 경관, 역사, 위락, 문화, 

자연, 고고학적 자원 보존, 경관도로 안내정보 

개발·공급 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호주

 호주의 대표적인 관광도로로는 그랜드 퍼시픽 

드라이브(Grand Pacific Drive)가 있으며, 이는 

시드니 남부의 로얄국립공원에서 해안을 따라 

조성된 해안도로(140km)이다. 그랜드 퍼시픽 드라

이브는 해안의 지형적 특징을 최대한 보존·구축

하였으며,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하향구간(20∼

50km/h)이 존재한다. 로열국립공원(Royal national 

park), 울릉공(Wollongong), 셸하버 비치

(Shellharbour beaches) 등 경유하는 루트를 

기본으로 다양한 컨셉의 루트를 개발하여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

 로맨틱가도는 독일의 가장 유명하고 인기있는 

관광루트이다. 마인강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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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로맨틱가도는 독일 중부 뷔르츠부르크에서 

남부 퓌센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유럽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문화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는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였지만, 지금은 로맨

틱한 여행의 주된 루트가 되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루트와 도보,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루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로맨틱가도를 의미하는 갈색 표지판을 따라 이용

하면 된다.

시사점

 해외사례 검토결과, 대부분 관광도로의 목적이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

이며, 이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

함에 있어 홍보 및 브랜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도로는 가치 있는 경관을 보유하고 있

어야 하지만, 더불어 이러한 도로경관을 어떻게 

형성하고 관리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여기에 건축 및 예술적 아름

다움을 가미하여 해안도로를 국립관광도로로 지정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서울형 도시재생 백서』 책자 발간 안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약 6년간 추진한 131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배경 및 주요사업내용, 

노하우 등을 종합정리하여 전국 도시재생 관계자의 

업무 이해를 돕고, 시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서울형 

도시재생 백서 「서울꿈틀, 재생꿀팁」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백서는 지역여건과 도시재생 과제 

및 전략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경제중심지역, 산업·

상업지역, 역사·문화지역, 주거지지역)으로 구분되었

으며, 대표 이미지와 함께 지도상 사업의 위치, 사업

배경과 추진과정, 성과, 사업 전문가 인터뷰로 구성

되어 있다.

 백서는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e-book. seoul. 

go.kr)를 통해 전자책으로 열람하거나, 서울도서관 

‘서울시청간행물판매코너’와 시민청 ‘서울책방’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재생정책과 (02)2133-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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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8년 3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28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연면적 8,000㎡, 지하차도(B=5~8m, 

L=220m)
(2,015)

조건부

채택
건축

29 월드컵분수 설계 용역

․ 수중구조물 안전도 검사 및 점검, 

안전진단 결과 고장 시설물 교체, 

수리 설계 

(135)
조건부

채택
기계

31
서울시 방재성능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개선방안 용역

․ 호우 방재관련 현황조사 및 방재성능 

목표 설정

․ 수리수문 관측망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등

(1,000)
조건부

채택
토목

32
사당천(이수역~방배펌프장) 

단면확장 용역

․ 사당천 단면확장(암거신설 2.0m× 

5.0m, L=570m)

6,312

(47)

조건부

채택
토목

36 용역
․ 도로확장(B=12m, L=780m)

․ 주차장 건설, 체육시설 이전 등

15,080

(426)

조건부

채택
건축

37

광역철도(원종홍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 원종홍대선 광역철도 사업타당성검토, 

2호선 신정지선 연장 및 기지이전 

사업타당성 검토 등

(346)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21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

시설건립공사 설계

․ 지하4층 / 지상8층

․ 연면적 21,395.58㎡ 

52,700

(2,200)

조건부

채택
건축

30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4단

지 아파트 건설공사 설계

․ 지하2층 / 지상8~14층

․ 연면적 88,292.71㎡

․ 아파트 9동 943세대

217,406

(1,949)

조건부

채택
건축

38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공사 설계

․ 지하1층 / 지상5층 

․ 연면적 5,593.58㎡(건축물 3개동)

․ 주차대수 41대

13,900

(714)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27

서울메트로2호선 신림~신대

방역 등 7개구간 고가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PSC거더, STB, SPG, Con’s 

Slab, 정거장
(681)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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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8년 3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8.03.

건     축 
서울시립대학교 건설공학관 외 8개동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등 28건

1,154 860

교 통
2018년 보행특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1건

2,529 2,487

기 계 설 비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TAB용역

22 22

도 로
구룡구름다리 보도육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8건

607 577

도 시 계 획
가리봉 구 시장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 3건

1,155 986

상 하 수 도
2018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9건

11,816 11,647

소 방 
잠실실내체육관 화재감지기 교체공사 
감리용역 등 2건

38 36

전 기 통 신
홍지문, 정릉터널 조명시설 교체공사 
설계용역 등 19건

612 506

정 밀 진 단
2018년 임대아파트 옹벽시설물 
정밀점검용역 등 12건

688 577

조 경
수락산 당고개지구 보수정비 실시설계용역 
등 41건

543 536

지 하 철
2018년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차) 등 9건

1,064 1,043

하 천 도림천 단면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등 3건 1,820 1,629

기 타
태양광 발전시설 노후 철골구조물 도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0건

2,441 2,412

 계 176건 24,489 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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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8년 제114회,제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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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4.12 5.13 6.22 6.25~6.28 7.21~7.28 9.7

< 2018년 제63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3.16~3.22 3.31 4.13 4.16~4.19 5.26~6.08
6.15
6.29

< 2018년 제1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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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4.05 4.28 5.18 5.21~5.25 6.30~7.13
7.20
8.17

< 2018년 제1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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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3.22 3.31~4.08 4.13 4.16~4.19 5.26~6.8
6.15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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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네이션(Funation)

 Fun(재미)과 Donation(기부)을 결합시킨 말로 생활속에서 

나눔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가리킨다. 퍼네이션은 ‘얼마’를 

기부하느냐보다 ‘어떻게’ 기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쇼핑 구매 금액의 일부, 또는 카드 수수

료나 포인트를 기부한다거나 영화 속 소품의 자선 경매, 

콘서트 수익금의 일부 적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퍼네이션 사례는 자동전화모금

(ARS)기부다. 퍼네이션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데, 

웹이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스타트업의 활약상이 돋보인다. 

 기업들에 제품을 후원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기부금도 적립해주는 기부 소셜

커머스 ‘네모네’, 생일날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는 대신 후원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카인드’, 기업의 

광고나 나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표시하고 이를 10번 해제할 때마다 기부금을 적립해주는 

‘두네이션’ 등이 그런 경우다. 100미터를 걸으면 1원씩 기

부가 되는 빅워크 앱, 통화 행위만으로 기부가 되는 앱 

등 퍼네이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앱도 있다.

 스마트폰 게임을 이용해 퍼네이션 활동을 하는 기업도 

있다. ‘트리플래닛’, ‘애로애로’, ‘모바일 프리라이스’ 등은 

나무를 실제로 심어주거나 전 세계 기아들을 후원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퍼네이션 플랫폼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퍼네이션이 기부 문화 후진국인 

한국의 기부 문화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