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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량 받침은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온도에 대한 신축작용을 원활하게 수용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받침은 상부구조의 하중이 하부구조로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받침의 상·하부 판과 구조물의 접촉면이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받침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될 위치의 상부구조의 제작 상태를 확인하여 받침 설치 위치와 방법을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교량받침의 부적절한 시공 및 거더의 편기시공으로 인한 받침구속은 상부구조에 큰 구속력을 발생시

킬 수 있다. 이러한 구속력은 거더의 경우에 단기 공용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장기 공용시에는 거더에 

균열 등 구조적 손상을 유발하고 내하력을 감소시킨다.

 이 글에서는 경사지게 시공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I형(PSCI) 거더교의 받침 편기 및 받침 가동

불량에 따른 구조적인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2. PSCI 거더의 받침 설치 현황

 서울특별시내에 위치한 공용중인 교량 약 629개소이며, 이 중 PSCI 거더 및 PF 거더의 상부구조형식으로 

시공된 교량은 134개로서 전체의 약 24%에 달한다. 받침 편기로 인한 문제는 스페리칼(spherical

(둥근, 구면의)) 형식의 강재계열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량 

중 PSCI 거더교의 35%는 스페리칼 형식의 강재계열을 사용한 받침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무계열이 

45%, 받침판 등 기타형식이 20%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이 글에서는 서울특별시내에 위치하고 공용기간 18년이 

경과한 교량으로서 시공당시부터 일부구간 받침편기 및 

구속 그리고 경사지게 설치된 PSCI 거더로 시공된 교량에 

대하여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한다. 

 이 교량은 총 15경간으로 10개 경간은 PSCI 거더교 

형식으로 300m이고, 5개 경간은 210m의 PF 거더교이다. 

받침은 고력황동받침(Oilless Bearing)으로 PSCI 거더 

구간은 1,250kN의 받침 210개, PF 거더 구간은 2,500kN의 받침 70개 총 280개가 설치되어있다. 이 

중 PSCI 거더 구간 받침의 15%정도인 30개의 받침이 편기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대상 교량 전경

》  칼  럼

 받침 편기에 따른 PSCI 거더교의 구조적 영향 검토
   
   박 훈 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백산엔지니어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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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편기 설치된 받침장치 현황 그림 3. 받침 상세도

 이 교량은 거더 거치 단계에서 시공 정밀도 미흡으로 인하여 거더의 기울음이 발생된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거더를 지지하고 있는 교량받침이 수평유지를 못하고 있으나, 온도신축에 의한 거동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받침의 편기와 편심에 대한 개요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개요도 특징

편심
• 하부플레이트 중심축과 상부플레이트 중심축이 수평으로 어긋남

• 허용변위량 감소, 부가적 응력 발생, 지진시 상부구조 탈락

편기
• 하부 또는 상부 플레이트가 중심축선으로부터 기울어짐

• 응력집중, 허용변위 미수용

편심 및 편기
• 하부 또는 상부 플레이트가 수평방향으로 중심축으로부터 벗어남

• 하부플레이트 파손, 지진시 상부구조 탈락

3. 받침 편기의 원인 및 문제점 

1. 받침 편기 발생 원인

 본 교량의 경우에서는 받침의 기울어짐이 횡방향으로 발생되어 있어 종단구배나 거더의 처짐에 의한 

비틀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현상의 발생원인은 상부 PSCI 거더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하부

구조(교각)의 변형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부구조의 변형은 코핑의 처짐이나 기둥의 휨 변형 및 기초의 부등침하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슬래브에 규칙적인 방향성 균열을 발생시키고, 일부 기초만의 침하인 경우에는 슬래브 

뒤틀림 변형에 따른 균열의 발생으로 휨 변형에 의한 기둥부의 균열 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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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어 상기와 같은 원인에 의한 받침의 기울어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PSCI거더의 강선 배치나 강선의 긴장과정의 부주의에 의해 거더가 뒤틀리게 제작된 경우 혹은 콘크

리트 타설시 바닥 다짐의 불충분에 의해 부등침하가 생기는 경우 거더 단부가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이에 따라 매입하는 상부판(sole plate)도 거더 하면 형상과 같이 횡방향으로 좌우가 수평을 이루지 

못하게 되므로 좌우가 수평으로 설치된 하부받침위에 비틀린 거더를 설치하게 되면 받침 상면이 수평을 

이루지 못한다. 

 또한 PSCI 거더의 기울어짐은 거더 거치 후 또는 슬래브 타설시 전도되지 않도록 받침 주변 및 거더 

측면을 견고히 지지하여야 하나, 거더가 수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횡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상부슬래브를 타설 할 경우 발생되기도 한다. 

① 강선긴장력 배치오류 등으로 거더가 뒤틀리게 제작된 경우

     

② PSCI거더 시·종점 캠버 차이, PS강선 긴장력 편차

     

③ 거더 거치 중 수평변위 및 받침 하부플레이트 설치시 수평 오류

그림 4. 거더 편기 시공의 대표적인 원인

2. 받침 편기에 대한 시공 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받침 설치 기준에 따르면 받침은 제조자나 기술자가 기술한 사항과 도면에 표

기된 교량 받침의 배치내용을 확인한 후, 설치 시 온도와 설치 후 교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PSCI거더 거치시 받침의 최대 이동편차는 5mm이내이며, 스페리칼 받침의 

수평도는 1/100(약0,6°)의 정밀시공을 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편기 시공된 받침에 대한 하자보수는 

공용기간의 변형량 및 거더간 캠버를 고려한 수평변위량 예측 선행 후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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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받침의 오차 범위

검사항목 콘크리트교 강교

•받침 중심간격(교축직각방향) ±5㎜ 4+0.5(B-2)㎜

•가동받침의 이동가능량 설계이동량+10㎜ 이상

•가동받침의 교축방향의 이동편차, 동일 받침선 상의 상대오차 5㎜

•설치 높이 ±5㎜

•교량 전체 받침의 상대높이 오차 6㎜

•단일Box를 지지하는 인접 받침의 상대높이 오차 3㎜2)

•받침의 수평도3)(교축 및 직각방향)
포트받침 1/300

기타 받침 1/100

•앵커볼트의 연직도 1/100

 주 :  1) B : 받침 중심간격(m)
      2) 받침의 상·하면 사이의 수평도
      3) 받침에 유해한 영향이 있는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름  

3. 받침 과다 편기로 인한 손상 사례   

 받침은 편기 설치시 조립부속간 접촉 마찰저항으로 인한 가동불량 발생 우려가 크며, 수평력 발생시 

부속품 손상 및 받침모르타르 손상 야기 가능성이 크다.

접촉에 의한 
마찰발생으로 
거더 인장응력 

유발

1점 지지로 인한 
받침장치 

응력집중 및 손상

그림 5. 거더 편기 시공에 따른 받침부 손상

  받침 과다 편기는 부속간 접촉으로 인한 가동성능이 원할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부구조에는 거더의 

할렬균열과 정착부 파손으로 야기할 수 있고, 하부구조는 받침 모르타르 및 받침본체 파손과 교대와 

교각의 균열 및 연단 파괴 등 심각한 2차 손상을 야기한다.

  받침의 과다 편기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손상은 그림 6과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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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받침 과다편기 및 가동불량에 따른 2차 손상 사례

4. 받침 편기에 대한 안전성 검토

 1. PSCI 거더 편기설치로 인한 구조적 영향 검토

 거더의 편기설치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교량 가설단계를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440

82 823030 30

'150° '161° '202°

G1 G2 G3

그림 7. 받침의 편심 및 거더의 뒤틀림도

그림 8. 받침편기 및 PSCI 거더 뒤틀림 모델 그림 9. 최소주응력 방향의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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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측을 고려하기 위하여 거더 하면의 편기량이 전적으로 PSCI 거더의 기울어짐에 의한 것으로 가정

하였고, 편심량도 각 30mm가 발생된 것으로 가정하여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였다.

 그림 7～9는 각 경간의 상․하 간격차 및 교량 받침의 편심량을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상태에 대해 

극한하중이 작용될 경우에 대한 PSCI 거더 내의 응력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이상적인 경우 양쪽 

거더가 대칭의 거동을 나타내어야 하나 뒤틀림 및 받침의 편심에 의해 응력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응력의 변화는 크지 않으며 극한하중상태에서 거더 복부에 6.5MPa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거

더와 슬래브의 접합부에서도 2.9MPa정도로 나타나는 등 거더의 편기에 의하여도 큰 응력집중현상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더 편기에 따른 내하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0에서와 같이 거더의 기울기 0°와 5°에 대한 구조해석을 통한 응력특성을 비교하여도 

거더 편기로 인한 응력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SCI 거더교의 장기공용 중 받침편기에 따른 구조적영향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받침편기에 따른 PSCI 거더 응력 변화

 2. 받침 가동 불량에 따른 구조적 영향 검토

  거더의 편기시공과 이로 인한 받침 과다 편기는 받침장치 부속간 접촉 등으로 인해 가동불량을 야기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거더에 발생하는 응력을 검토하였다. 

  받침 편기로 인한 가동불량(고정화)을 가정하고, 크리프(20년)와 온도하중 재하 조건에 따른 장기

거동을 구조해석을 통하여 검토하면, 그림 11에서와 같이 받침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경우에는 온도하중 

즉 온도가 하강할 때 거더에 응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동받침이 고정된 상태일 경우에는 온도하중

에 의한 응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며 거더에 균열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상태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공용하게 되면 활하중과 온도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조건, 

즉 동절기에 중차량이 통과하는 조건에서는 거더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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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계조건(받침 가동상태 양호)에서의 거더 응력 분포

(b) 받침 가동불량(고정화) 조건에서의 거더 응력 분포

그림 11. 받침편기에 따른 PSCI 거더 응력

5. 결론 

 이 글에서는 교량 시공 당시부터 받침의 편기 및 경사지게 설치된 PSCI 거더교의 현장조사와 해석을 

통하여 받침 편기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였다.

 받침의 편기는 엄격히 시공 및 하자가 관리 되어야 하나, 편기각 5.0°범위까지 거더의 구조적 안전성

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하자 보수이외의 경우에는 즉시 교체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받침의 편

기로 인한 가동받침 고정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부구조의 온도신축을 흡수하지 못하여 단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지 않지만, 20년 이상의 장기간 공용시에는 거더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용 중 점검시에는 받침 편기량 자체보다는 가동단 받침의 온도에 따른 신축가동여부 확인(편기로 

인한 부품간 접촉, 가동여유량 부족)이 매우 중요하며, 가동이 원활하지 못한 가동 받침은 재설치하여 

받침구속으로 인한 거더의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도로교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016. 

2. PSC거더 받침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대한토목학회, 2008.

3. 당인교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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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에 ‘강소기업 R&D 융복합 

혁신거점’ 조성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 미 매각부지 11만 795㎡를 

강소기업 입주부터 창업, 특허·법률·마케팅 지원, 

연구인력 육성까지 종합지원하는 ‘R&D 융복합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1,000여 개 강소기업이 

입주·성장할 수 있는 17개 시설을 건립해 총 10만 

개 일자리를 집적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마곡산업단지’를 일과 삶이 연결되고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R&D 최적화 도시로 

만드는 지원을 병행하며, 강소기업의 연구개발 

초기투자자금 지원 등을 위해 약 580억 원 규모의 

‘마곡발전기금’도 조성한다. 또한, 비 강남권 최대 

MICE 복합단지, 마곡광장, 공연장‧미술관 등 총 

64만㎡ 규모의 문화벨트도 배후시설로 단계적으로 

개장한다.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전체 부지(72만9,785㎡) 

가운데 기존에 분양 완료된 70%(51만4천㎡)가 

대기업 위주로 산업단지 기틀이 마련되었다면 

남은 부지는 강소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 ‘대기

업-강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미 매각 토지(21만5천㎡, 전체 30%)의 

절반인 110,795㎡(전체 15%) 규모 부지에는 총 

17개 시설이 들어선다. ▴특허‧법률‧마케팅 등 

비즈니스 지원시설인 ‘공공지원센터’ 1개소(3,528㎡) 

▴강소기업 전용 입주공간인 ‘R&D 센터’ 15개소

(10만㎡) ▴산‧학‧연 기술혁신 거점 ‘M-융합캠퍼스’ 

1개소(4,495㎡)다.

 특히 ‘R&D 센터’의 경우 기존에 토지를 일률

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민간이 

건물을 짓고 강소기업에게 임대‧분양하는 방식으로 

토지이용을 다각화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기반이 약한 강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 마곡형 공공 R&D센터 - 도전숙 조감도>  

 아울러, 미 매각 토지 중 7만㎡(전체 부지의 

10%)는 미래 산업 수요에 대비해 유보지로 남겨

놓는다. 나머지 3만㎡(전체 부지의 5%)는 기존 

매각 방식으로 분양한다.

 둘째, 약 580억 원 규모의 ‘마곡발전기금’을 새

롭게 조성해 입주 강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과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마곡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

공사에서 토지 분양 수익 등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으로, 기금 설치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8년 4월 제28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였다. 

 셋째, 전시‧컨벤션, 문화‧예술, 휴식 같은 다양

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일반 산업단

지에 부족한 문화‧여가시설을 총 64만㎡ 규모로 

확충해 근로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공공재원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기부채납) 등과도 협업한다. 

 넷째, 입주 기업 및 시설이 마곡산업단지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R&D 사업화 

같은 기업지원도 담당하는 ‘전문관리단’이 26일 

출범한다. 마곡산업단지 조성을 맡고 있는 서울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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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공사가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시 

중소기업지원기관인 SBA가 기업지원 부분을 맡는다.

< 마곡산업단지 주요시설 위치도 >  

〔서남권사업과 (02)2133-1514/1533〕

서울시, 동부권 ‘삼각산시민청’ 개관
 서울시 신청사에 있는 ‘도심권 시민청’에 이어 

우이신설도시철도 솔밭공원역에 동북권 주민들

의 공연, 전시, 토론, 체험 등 소통공간인 ‘삼각

산시민청’이 4. 28.(토) 개관하였다.

 ‘삼각산시민청’은 솔밭공원역 상부에 지상3층, 

2개동, 540㎡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동은 도봉구 쌍문동, 2동은 강북

구 우이동에 위치해 있다. 각각 솔밭공원역 1

번·2번 출구와 바로 연결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1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친화공간으로 공연·전시·영상관람 등을 할 수 있

는 활짝라운지와 독서·휴식을 위한 북카페가 조

성됐다. 2동은 시민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심화

공간으로 토론·모임·동아리활동·강연 등이 가능

한 워크숍룸과 전시실로 구성돼 시민이 함께 만

들고, 함께 누리는 시민생활마당으로 운영 할 

예정이다.

 삼각산시민청은 매일(1.1일, 설·추석 당일 휴

관) 09:00~21:00까지(11월~다음해 2월 동절기는 

20:00까지) 운영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시민 누

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삼각산시민청’ 조성을 시작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권역별 시민청 확

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유휴 공간에 시민을 위한 공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갈 계획이다. 

 

<삼각산시민청 1동 전경 및 공간배치도(2층)>

 

<삼각산시민청 2동 전경 및 공간배치도(2층)>

〔시민소통담당관 (02)2133-6416/6418〕

천호대로 아차산역↔천호대교남단 중앙

버스전용차로 5. 1. 개통

 서울시가 5. 1.(화) 첫차부터 천호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개통하였다. 아차산역사거리에서 천호

대교를 포함해 천호대교 남단까지 총 2.6km 구간

이다. 한강 교량의 남·북을 연결하는 중앙버스전용

차로로는 첫 사례다.

 천호대로(신답역교차로~아차산역사거리, 4.5km 

중앙버스전용차로는 1996년 2월 국내 최초로 

24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 구간으로  

21.4km(신설동역교차로~하남시) 중 미 연결 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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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대교를 포함한 3.3km이며, 이 중 아차산역

사거리~천호대교 남단(2.6km)이 이번에 연결되

었고, 천호대교 남단~강동역(0.7km)은 천호지하

차도 평면화와 함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설계 중에 있다.

이번 개통 구간에는 양방향 총 4개소의 중앙정

류소가 신설되며, 정류소간 거리가 멀어 불편했던 

기 운영구간(중곡동입구삼거리)에도 중앙정류소 

1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또한, 신설 중앙정류소(중곡동입구삼거리, 새밭

교회)에 횡단보도가 연결되고, 교차로(아차산역

사거리, 광장사거리)의 ‘ㄷ’ 자 횡단보도가 ‘ㅁ’ 자 

형태로 개선돼 천호대로의 보행 여건도 크게 나

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통으로 버스속도가 11.8% 

(28.8km/h→32.2km/h) 향상되고, 운행시간 편

차도 ±1~2분 이내로 안정화 돼 버스이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면서 천호대로의 유턴

지점 2곳이 변경된다. 오렌지팩토리앞삼거리에서 

도심 방향으로 되돌아오려는 유턴차량은 약 

250m 앞 지하차도 상부에 새로 설치되는 U턴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광장사거리에서도 

도심 방향으로 되돌아오려는 차량은 광장사거리

에서 좌회전 후 아차산로에서 유턴하는 우회경

로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연결구간까지 개통하여 서울 동부

지역 버스 네트워크를 완성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동작대로, 한남대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

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교통운영과 (02)2133-2456/2475〕

노원구 ‘중랑천 보행전용다리’ 개통

 서울시는 중랑천을 가로질러 노원구 하계동과 

월계동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 다리를 

5.1. 개통하였다.

 노원구 중계동, 하계동 주민들이 지하철 1호선

(월계역, 녹천역)을 이용하려면 중랑천과 동부간선

도로에 가로막혀 월계교 또는 녹천교로 돌아가야 

했지만, 보행다리를 이용하면 1호선 월계역까지 

20분→5분으로 현재보다 15분 이상 단축되고, 

중랑천 수변 생태공원, 초안산근린공원(테니스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캠핑장 등)이 바로 연결된다.

 다리는 야간 조명과 함께 주변 경관과 잘 어울

리는 아름다운 닐센아치(Nielsen Arch)교 형식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다리로 연장 191m, 폭 

4.5m로 조성되었다.

※ 닐센아치교 : 기존 아치교의 수직재 대신 미관을 

위해 케이블을 사용한 다리

 보행다리에는 중랑천 수변 생태공원을 이용하

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랑천변 2개 등 총 4개

의 계단이 설치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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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학여울 청구아파트 앞, 중랑천 수변 생태

공원, 공영주차장 앞에 총 3대의 승강기가 설치

되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78〕

서울시, 동부간선도로에 세계 최초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에 축구장 면적의 1.1배

에 해당하는 7,192㎡ 규모의 ‘태양광 방음터널’

을 세계 최초로 설치한다. 태양광 에너지를 생

산하는 동시에 주변 주거지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기능까지 하는 터널로, 올 연말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터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인 노원구 

상계8동~의정부시계 3공구에 479m 길이로 설치

된다. 기존 터널 위에 별도의 태양광 시설을 얹

는 방식이 아닌, 방음 성능을 갖춘 태양광 패널 

총 3,312매가 연결된 터널 형태의 구조물을 새

롭게 설치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총 993.6kW 규모로 

331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83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설비로 연간 약 14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26,250 그루의 나무를 

심은 대체효과가 나타나는 등 대기질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발전사업자 다스코(주)가 

함께 추진한다. 시는 동부간선도로 부지를 제공

하고 터널 지주(뼈대)를 설치한다. 다스코(주)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20년 간 총 2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돼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다스코(주)가 제공한 방음유리 자재비로 

14.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서울시 에너지 조

례에 따라 20년 동안(2.5천만 원/년) 총 5억 원의 

부지임대료를 받게 된다. 또 20년 이후 기부채납 

받아 시가 직접 운영하면 연간 3천5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스코(주)는 

20년 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가져간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4월 10일(화) 다스코(주)와 

동부간선도로 태양광발전사업 실시협약을 체결

했다. 

 

< 일체형 태양광 방음터널시설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78〕

‘서울시 안전어사대’ 7월부터 현장 적발

 서울시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상시 

단속반인 ‘안전어사대’를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어사(특별사법경찰관), 

어사대원(토목·건축 등 안전분야 유경험자 및 퇴직

공무원 포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

한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

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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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어사대원(20명)을 채용하고, 직무교육 실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5월 2일부터 4일

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채용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채용시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의 단속이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의 ‘계도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위반사항 적발

에서 처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단속 후 사업주에게 과태

료를 부과하는 법안신설과 이에 따른 부과, 징수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법 위반 

시 행정처벌 강화를 위한 안전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은 ‘15년 

475건, ‘16년 616건, ‘17년 484건 등 총 1,575

건이며 지속적인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건설현

장의 사망사고는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안전과 (02)2133-8052/8053〕

서울시 도로포장관리, 30년 생애주기 관리

체계로 전환

 서울시는 도시 노후화 진입과 표층 위주의 도

로포장 정비로 인해 누적된 노후포장 해소와 고

용수명 증대, 장기적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해 

’15년 9월부터 ‘차도혁신 종합대책’을 시행, 그 

대책의 하나인 ‘차도관리 마스터플랜’을 지난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달부터 30년 생애주기의 ‘안

전·쾌적·장수명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체

계로 재편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3년 아스팔트 10계명, ’15년 차도

혁신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안전한 도로기능이 회

복되는 성과와 함께 이달부터 생애주기 관리체

계(1년, 5년, 10년, 30년 관리주기)에 따라 짜여

진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여 표

층 재포장 위주의 관리기법을 노후포장, 평탄성 

포장, 예방포장, 긴급보수포장 관리기법으로 유지

관리한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시행으로 향후 10년 내에 

포트홀 50%↓, 도로함몰 80%↓, 노후화 누적률 

0% 달성과 함께 친환경 저공해 도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로관리과 (02)2133-8185〕

서울시, 지진안전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년까지 80.2%로 

끌어올리기 위한 ‘서울시 지진안전종합대책’을 

마련, 3년간 총 2,819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지진안전종합대책은 '16년 

시가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계획과 그간의 포항, 

경주 지진피해 사례를 반영한 결과로 ▴공공시

설물 내진 보강 강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점검

지원 체계화 ▴지진 등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강화 

▴체험형 훈련 및 교육시설 확대 등이다.

 기존에 내진성능이 100% 확보된 수도시설(175곳), 

공동구(7곳), 시립병원(17곳), 수문(3곳) 외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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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2035곳), 도시철도(604곳), 도로시설물(579곳), 

하수처리시설(11곳)의 내진율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우선 시 소관 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은 현재 

61.4%(634개소 중 389개소 내진성능확보)로 

'20년까지 709억을 투입, 134개소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해 내진율을 82.5%까지 끌어올린다.

 특히 자치구 소관 공공건축물 1,401개소 중 내진

성능이 미확인된 624개소에 대해 시비 125억원을 

지원해 내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자치구 공공건축물의 내진율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이용이 많은 도시철도의 경우 내진보강이 

필요한 53.2㎞에 대해 국내 내진설계기준(지진

규모 6.3)을 확보하기 위해 '13년 3월부터 단계적

으로 보강공사 중으로, 938억원을 투입해 '20년까지 

발주를 완료하고 '22년까지는 내진율 100%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현재 85.2%의 내진 비율을 보이는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은 487억원을 투입해 

'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이외 내진율이 

31.3%(총 3,520동 중 1,100동)에 불과한 학교

시설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20년까지 

내진율 48.4%를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은 내진설계 도입 이전(‘88년 이전) 

건축된 건물이 많아 내진율이 약 18.2%(내진의

무대상 건축물 수 기준)로 낮으나, 중앙부처와 

협의해 내진보강 공사비 보조금 지원 및 건축물

대장에 필로티 구조 건축물 등록 의무와 등을 

추진하고, 내진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점검지원을 위해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http://goodhousing. 

eseoul.go.kr/SeoulEqk/)을 보완하여 내진보강 세부

방안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 포항지진에서 많이 지적됐던 재난피해자 

지원과 실내임시구호소 운영과 관련해선 '트라

우라 아카데미'를 구축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실내구호용 

칸막이 텐트, 재해구호물품 추가 확보 등 임시

주거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힘쓴다. 

 시민들의 지진 체험 확대를 위해 현재 7개소인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내 지진체험시설을 '20년

까지 17개소 확충('18년 4개, '19년 6개, '20년 

7개)하고, 200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건축면적 

1,270㎡(385평)으로 연간 14만4000명의 체험‧교
육이 가능한 '안전교육센터'를 '22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지진발생시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제작해 올해 가정용 5만부, 유치원생

‧초등학생용 7만부를 제작‧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19년부터 5년 내 서울시 전 가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올 1월부터 서울안전 앱 서비스를 시작, 지진을 

포함한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정보의 

실시간 푸시알림과 이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단

계의 상황별 행동요령, 위치기반 맞춤형 관련정보

(지진옥외대피소 등 재난대비시설, 쉼터, 주변 

병·의원, 심장자동충격기 등)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진선진도시의 정책 도입과 지진방재 전

문가 교류를 위해 서울시~일본 동경도 및 고베

시간 지진담당 공무원의 단기연수, 파견‧교환근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황대응과 (02)2133-8523/8525〕

서울시 ‘도시공원 실효제’ 대비 공원 보

존·난개발 예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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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

운데 서울시가 도시의 허파인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선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총 1조 

6천억 원을 투입, 우선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한다. 지난 16년 간

(’02.~’17.) 1조 8,504억 원(연 평균 1,157억 원)을 

투입해 4.92㎢의 사유지를 매입한 데 이은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현금 기부채납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재원을 

마련해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에 나서고, 국

유지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서울시내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도시

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도시공원을 지켜 숨 쉬는 녹색

도시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양대 축으로 추진한다. 

 재정적 전략의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다.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별로 진행한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에 국비

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

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하는 ‘우선보상대

상지’(2.33㎢)와 관련해서는 매년 약 1,000억 

원의 시 예산(총 3,160억 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 원씩 총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

(2.91㎢) →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정적 전략과 함께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

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시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은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①사유지 보상재원 국비지원(보상비 50%) 요청 

②‘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국

토계획법 개정) ③‘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감면 유지(지방세특례

제한법 개정), 세 가지를 적극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시민‧전문가와 함께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같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민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비지원‧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공동 요구하고 

대시민 캠페인도 펼친다. 또, 서초구민들이 추진한 

‘우면산 지키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1) 같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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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도시공원 확보운동을 전

개한다는 계획이다.

< 단계별 도시공원 보상계획 >

〔공원조성과 (02)2133-206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

향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기적 신고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제10조

제2호 삭제)

1) 서초구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 ’02년 서초구민 중심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우면산 일대 29,600㎡ 토지 매입(모금액 
약 30억원) 추진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16.2.3. 개정, 

’18.2.4.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주기적 신고

사항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삭제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처분

강화 (안 별표 6)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분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

만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원으로 

강화

다.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안 별표 7)

   공공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

유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300만원)

라. 시행령 위임근거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 (시행령 제36조제2항)

   건축주  직영시공의 범위를 제한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17.12.26. 공포, ’18.6.27. 시행)에 

따라 주거용 외 건축물 중 건설업자가 시공

해야하는 건축물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 개정 

조항 맞추어 변경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과 

재실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피난․방화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사용자가 많은 가설건축물의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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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5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 (안 제15조제6항  

개정)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연장사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함

나.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의 내실화(안 제46

조제2항 개정)

   건축물 내 계단실, 승강기 승강로, 복도 등에 

접한 설비공간을 방화구획 완화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51조

제2항, 제53조제1항 개정)

   재실자가 주로 피난약자인 산후조리원내 배연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의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벽체로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등 후속조치를 시행

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난

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제85조제3항)

  1) 학교 부지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는 용도지

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되나,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되고 있어,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

능하도록 개정

  2)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필수 사업

장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 가능하도록 허용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지자체 위임 

확대(제43조제3항 및 제5항)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여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와 유휴토지 개발을 

위한 최소면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요건 추가(제56조의

2제1항)

   지역‧지구 등의 변경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로 

개발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 요건을 확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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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학교 또는 재건축현장에서 노동자 

또는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의 석면 노출 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시 학교 

또는 재건축현장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석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완료 후 잔재물 미처리 

등 작업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며,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산재은폐 문제 완화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 

개선

  1) 현행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을 환산재해

율로 산정하고 있어 그간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 은폐 유인이 많았고, 질병 사망

자의 경우 실제 질병을 야기한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

  2) 산재은폐가 불가능한 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인율을 산출하되, 질병사망자 중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질병에 기인한 사망자는 포함

하고, 원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종합건설

업체까지 확대함

  3)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기준을 은폐가 불가능한 

사망자로 전환함으로써, 산재은폐 문제를 

완화하고, 입찰 시 가점과 관련된 업체 간 

형평성 결여 문제 해소 기대

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개선

  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

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 근로자 측의 시각은 배제되는 

문제 발생

  2)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재해자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

재해조사표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확대

  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금액 3억 미만과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다수 발

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민간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을 3억원 

미만으로 축소 계약하여 기술지도를 회피

할 가능성이 있음

  2) 또한 건설공사는 외부환경 및 공정진척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가 수시로 변경되어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월 1회 기술지도만으

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3) 따라서 기술지도 대상 공사의 최소기준을 

공사금액 1억원 및 공사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소규모 공사의 공사금액 

축소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공사를 기술지도 대상

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지도 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기술지도의 실

효성 확보

라. 검사원 양성교육 과정 정비

  1)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를 

검사할 수 있는 인력기준을 검사원 양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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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유해·위험기계가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검사원 교육과정에 해당 기계에 대한 

교육과정을 포함하도록 함

마.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서식 정비

  1)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서식으로는 

학교 또는 재건축현장인지 구분할 수 없어, 

신고서 수리 전 현장실사(일정면적 이상의 

학교 등) 등이 누락되는 문제 발생

  2)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서식을 개정하여 석

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수리 전 누락 없이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바.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1)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거나 

작업완료 후 석면 잔재물 미처리 등 작업

기준을 미준수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 강화

  2) 석면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석면해체·

제거 작업기준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해 실

효성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학교 등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잔재물에 노동자, 학생 등의 석면

노출 피해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화하고, 유해ㆍ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관련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용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

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 명

확화

  1) 최근 학교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어 노동자, 학생 등의 

석면노출 피해 우려

  2)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 

시 발생한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석면노출 피

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추가

  1) 일본 등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담관암, 

인듐은 폐질환 등의 발생원인 물질로 확인

됨에 따라 작업 노동자 보호조치가 필요

  2) 인듐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1,2-디클로로프

로판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여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함

다. 리프트 및 승강기 관련 용어 정비

  1)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승

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 (승강기 및 리프트)의 개념이 유하함

에도 용어, 정의 등의 불일치로 산업현장의 

혼란 초래

  2)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 용어·

정의를 승강기에 관한 일반법인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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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 조정

  1) 현행 「안전보건규칙」의 지게차 헤드가드까

지의 높이 기준이 국내 기술기준(KS) 및 

해외 기준이 달라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각

각 생산함으로써 추가 비용 발생

  2) 「안전보건규칙」의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

준을 한국산업표준(국제기준 ISO 기준)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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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차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하천의 치수능력검토를 위하여 하천별 치수

안전성 조사에서 ‘복개하천 주변 침수이력 조사’

항목을 추가할 것

○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복개구간의 복원대책의 중요성과 아울러 미

복개된 구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제시되

도록 보완할 것

○ 하천복원 시 꼭 선결되어야 할 교통처리 문

제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교통분야를 인문·

사회 현황조사 항목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분리하여 조사 및 분석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복개하천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 하천유

지유량의 확보방안 수립이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복개하천 복원에 따른 인근 주민의 다양한 

반대 민원이 예상되므로 ‘복개하천 주변 지

역주민 요구사항 등 민원현황’이 조사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제34차 신대방동 침수저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본 용역의 기본설계과정에는 우수 유출 침투

시설과 관련 SWIMM-LID 모델링 수행이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본 과업 내용에 보완 제시할 것

○ 관로설계시에는 관거공사에 따른 물돌리기 

등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공방법 검토를 추가

할 것

○ 사업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산정,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공사예정공정, 사

업의 효과분석 등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보완

할 것

○ 과업 대상 해당자치구 주민협의 내용 추가할 것

  - 설계안이 공사시행 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과업 

수행중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

(자치구 및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

■ 제35차 대방천지구 침수저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암거 설계시에는 과거 홍수 흔적조사 및 새



- 21 -

로운 암거를 포함한 통수능 계산 결과에 기

초하여 암거의 크기를 결정할 것

○ 현재 기존 암거 내 퇴적 정도 및 파손, 내구

연한 등 현황조사 검토 결과를 제시할 것

○ 신설암거 설치시 기존 상하류 및 병렬 접속되는 

암거를 고려한 통수능 및 배수위검토를 실

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접속 및 굴곡

으로 인한 상류부 수위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유역분할 검토시에는 고지, 저지배수로 적정

여부, 신설암거 및 기존병렬암거의 유역분할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제39차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삼풍상가~남산

순환로) 공공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

○ 연결통로 B의 U타입 구간에 대한 부력 검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추가할 것

○ 신설 데크의 기초가 단면도상 지하상가 주차장 

하부에 위치하거나 주차장 상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지하상가 주차장과의 간섭을 고

려한 굴착계획과 기초 간섭에 대한 시공계획을 

검토할 것

○ 공용시 행사 등으로 일시에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고정하중, 군집 활하중, 

풍하중 등 가장 불리한 하중 조합으로 안전

한지 검토할 것

○ 사재(Φ139.8×15) 제작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사재 길이(L=11.6685m) 및 세장비(227.3)가 

건축구조 기준에서 권장하는 값을 훨씬 상회

하므로 운반, 조립 및 현장 작업 용이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 기둥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 하중에 대한 검토, 

상·하부 연결부분 접합 등에 대해 구조적으로 

검토하여 기둥 상세도면을 작성할 것

■ 제40차 순환아스팔트 혼합물 공용성능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발 용역발주심의

○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집방법 및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발생에서 처리까지 최적 처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

○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보관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아스팔트 함량 및 성질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스팔트 함량 관리방안 

연구” 내용을 추가할 것 

○ 순환 아스팔트 사용량 증대 및 인식개선 방안 

관련 임시 굴착복구 구간 순환골재 100% 사용 

방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지보수 공법별 

순환골재 사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

○ 용역 결과 마련된 품질 변동성 저감 기준에 

따른 순환골재 및 재생 아스팔트 사용 현장의 

연도별 품질이력을 추적 및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토록 할 것

■ 제41차 공원운영 관리체계 개선방안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공원현황 DB구축 및 분석 중 기존 공원관리 

사항 조사 추가할 것

 - 공원관리범위 및 내용 / 연간 보수(하자) 항목 

/ 준공 이후 시설변경 내용

 - 기존 공원 프로그램

○ 국내외 도시공원 운영관리 우수사례 조사 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 민관협력

(민관파트너십)) 측면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메트로폴리탄에 속한 도시

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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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SWOT 분석 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분석 항목을 추가하여 공

원의 탄소저감효과, 에너지 투입량 분석 등을 

통해 자족성 있는 공원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공원계획 수립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마련

○ 현지여건 조사 항목에 재해이력(침수, 붕괴, 

토사발생 등) 포함하고, 공원현황조사 항목에 

희귀식물, 보호종 등 보호자원 추가할 것

○ 공원시설의 개선(정비) 방향 설정 내용에 과

업범위에서 제시한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 및 

방법, 내용을 추가할 것

■ 제42차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신축)공사 설계

심의

○ 박공지붕 만나는 곳의 누수를 고려하여 방수

처리 및 시공을 철저히 할 것(별도 디테일 도

면을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할 것)

○ 주출입구 앞 전면공간에서 기둥을 중심으로 

고정형 화단보다 피난 및 개방성을 고려하여 

기둥 양측으로 출입문(H=1~1.5m) 설치를 

고려할 것

○ 신재생에너지 선정기준 및 용량계산서를 제시할 것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공기

식태양열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 신재생 에너

지법을 준수할 것

○ 어린이집 출입구 인지성을 위한 디자인을 검토

할 것

○ 기존건물에 인접한 심도 13.4m의 굴토공사로 

계측빈도를 주2회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굴착으로 인한 근접도를 고려하여 기존건물의 

부등침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북측 20m 도로변에 접한 지상1층 어린이놀

이터 위치는 보행자, 자전거 또는 차량 등 

통행으로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으니 위치이동 

또는 안전시설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제43차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실시 

설계시 시공전문가가 참여한 자체기술자문위

원회 등을 거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및 

위험요소에 대하여 검토하고 성과품에 ‘설계

안전성검토(DFS)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 

○ 토공설계시 설계 하중은 토압, 수압, 상재하중 

(장비하중 포함), 굴착영향 범위내의 건물하중, 

교통하중 등을 반영하고 유지비 절감을 위한 

자연채광과 자연환기 및 상부 공원내 태양광

패널 설치방안 검토를 추가할 것

○ 기 주차장의 이용실태 및 장래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지하주차장의 영향권 설정 내용을 

추가하고 공사 및 운영 중 기존 도로체계 

개선방안(일방통행 변경, 신설 등)을 검토 제

시토록 할 것

■ 제44차 가양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본교 강재방호벽 내부의 강재부식 방지를 위

한 구멍천공 및 환풍기 설치 대책 등은 부식

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하고, 아스팔

트포장 방수 불량 등으로 인한 부분적인 부

식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녹 제거 후 도장 

등의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바닥판 하면 페어링부분에 대한 도장박리와 부

식은 하자보수 관계를 검토하여 표면처리 후 

재도장 할 것

○ K-Line, I-Line 의사정적 재하시험 결과, 대

상교량의 응답비를 구하기 위한 이론값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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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값 중 이론값이 누락되어 있으니 보완하여 

다시 모델링하고 구조물의 건전도 상태를 평

가하여 그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할 것

○ 내진성능 평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전차년도 

평가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추후 별도로 

내진성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제45차 급속경화 포장 접착층 재료 및 현장 

품질관리 평가기법 개발 용역발주심의

○ 포장 접착층 재료 개발시 골재수급원, 아스

팔트 제조회사 위치 등을 조사하여 이동거리, 

시공시간, 경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도록 할 것

○ Trackless 재료 개발시 적합한 기준 적용 및 

재료 성능평가를 위해 MSCR 시험을 수행하

도록 할 것

○ 실용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료의 생산

성에 관한 연구(생산 공정 및 시스템 확보 

등)도 포함시켜서 개발된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할 것

○ 계획된 과업 기간 동안 재료, 시험장비, 평가

기법 등을 수행하기에는 무리인 것으로 판단

되므로 연구기간 연장을 고려할 것

■ 제46차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당고개역 등 5개역) 용역발

주심의

○ 금회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

므로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실시설

계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공과

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토록 할 것

○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대

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

(별도 발주)하여야 하므로, 그 평가 결과를 

당 설계에 반영하도록 명시할 것 

○ 대부분의 줄파기 업체는 영세시공사로 포장

공사 면허가 없어 관리청(관할구청)이 연간단

가 계약업체를 통해 복구시공하여야 하므로 

줄파기 장소 복구시 보도블럭 및 포장재료의 

수급, 복구 시공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관련기

관과 사전 협의하여 즉시 복구가 가능토록 

관련사항을 명시할 것

○ 기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등 소방시설 현황을 조사 후 저촉시 소

방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이설 또는 증설할 

것

■ 제47차 도림천 단면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수리·수문분석시 현재 운영 중인 서울대 정문 

앞 저류조 및 설계중인 신림공영차고지 저류

조 운영 조건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과업내

용을 추가할 것

○ 단면 확장으로 어떤 규모(빈도 또는 강우량)

까지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설정 목표를 제시할 것

○ 단면 확장에 따른 인접 하수시설물의 적정 

계획을 위해 도림천에 연결된 지류 하수암거

(배수시설물)의 통수능력 등 수리·수문 검토

를 실시하고 하수관거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보완할 것

○ 일정 단면 확폭 이외의 추가 확폭이나 구조

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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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차 강남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설계심의

○ 정면 차량진출 램프 길이 축소 및 전면 광장을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의 접근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향상시킬 것

 - 건물의 정면에서 차량 진출입구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므로 주차램프가 

부각되지 않게 섬세한 건축디자인 등 검토 

필요

○ 향후 3개층(약 3,030㎡) 증축을 고려하여 

아래의 분야에 대한 추가 반영 부분을 검토

하여 제시할 것

 - 건축계획, 주차대수 증가, 건축 구조, 기초 

보강 등  

○ 파라펫의 단열재 높이를 900~1,000mm 정

도로 하여 필요 이상의 단열재 삭제 검토

○ 각층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시설별 색채

계획, 사인계획과 Zoning 계획을 검토할 것

○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 동선과 보행자동선 

혼재로 보행환경이 악화되어 노약자 등의 통

행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으니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보완할 것

○ 지역주민 및 유지관리 부서 설계단계부터 준

공시까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 과

정에 참여토록 할 것

■ 제49차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외 도로 

건설공사 기본설계심의

○ 적여의천 1,2,3교 기초가 직접 및 말뚝기초로 

비대칭 구조로 계획된바 지지력 및 침하량에 

대하여 비대칭 구조가 적정한지 검토할 것

○ 교량기초 강관말뚝을 내부굴착 시공시 지지

층이 풍화암층인 경우 교란될 수 있으므로 

지지층에 대해 재검토하고 부득이 풍화암을 

지지층으로 선정시 선단부두 보강을 검토할 것

○ 도로와 직각 연결되는 교량(여의천2교, 여의천

3교)은 회전에 안전한 가각부 처리 및 안전

시설(반사경 등) 설치를 검토할 것

○ 매립토 및 퇴적토 상부에 설치하는 RC옹벽의 

안전성 및 느슨한 지반상부 성토사면의 활동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제50차 광암수계 노후배수관로 정비공사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적정 관경 산정을 위한 목표연도 장래수요량

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서울시 상위계획의 분석, 문정지역 및 위

례지구 등에 관한 별도의 조사 및 분석 등을 

추가할 것

○ 관망해석에 잔류염소(최소 기준 제시) 등이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도록 과업기준을 명확

하게 제시할 것

○ 조사항목에 ‘토질조사 및 측량조사’를 추가하

고 관거노후도를 평가할 경우 아래 내용을 

보완·반영할 것

 - 관체조사, 토양조사, 수압조사, 누수 및 민원

발생 건수 등

○ 관경 축소에 따른 신설 관로 매설시 기존 노

후된 대형관 처리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유지관리계획에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대책’ 

내용을 검토·제시하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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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형 다단여과 장치를 이용한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월류수(CSOs)내 고형물 처리기술(제831호)

(보호기간 :  2017. 12. 19. ～ 2025. 12. 1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다단의 전처리 스크린망과 다단의 방사형으로 배치된 섬유여재 및 메쉬망으로 구성

되고, 상수도압을 이용한 분사 노즐 회전을 통해 여재를 세척하는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내 고형물 처리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① 전처리부 설치 ② 방사형 다단여과부 설치
③ 자동유지관리부 설치
 1) 센서 설치

③ 자동유지관리부 설치

 2) 펌프 설치  3) 세척부 설치  4) 제어반 설치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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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공사명 발주처 기관주소 및 연락처 담당부서

1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비점오염

 저감처리시설설치공사
삼성전자(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02-2255-0114)

인프라 기술그룹

2
 수원서호천수질개선  

 CSOs처리공사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031-228-3178)

물관리과

3
 제주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미수중계펌프장) CSOs처리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064-750-7741)

수자원 경영부

4
 제주시 동지역 CSOs처리시설  

 (3부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064-750-7741)

수자원 경영부

  

 나. 향후 활용전망

  ○ 국내 대규모 택지사업(250,000㎡이상) 및 산업단지조성(150,000㎡이상)사업, 도로신설(2km이상), 

항만시설 사업 등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법

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꾸준한 시장요구가 이뤄지고 있다.

  ○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분류식화가 이루어진 배수구역에서 기존 우수토실 미폐쇄 및 시공 

미흡으로 인한 오접합 문제 등으로 하수처리량 이상의 하수가 발생하여, 미처리수에 대한 수계

방류로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CSOs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기존기술 신기술

성능 및 
효과

- 상향류 여과방식으로 여재를 평면배치 

하여야 하므로 여재배치 면적이 큼

- 여재의 조기폐색으로 인한 지속적인 운

전성능 확보 어려움

- 여재의 평면배치로 부지소요면적이 증가하

여 시공성 및 경제성 불리

- 수세척 및 공기세척을 동시수행하여야 

하므로 송풍기 등의 기계설비 가동시간이 

증가하여 유지관리비 상승

- 여재를 방사형으로 다단배치하여 여과단면을 확대시켰

으며, 고형물부하 감소로 인한 여재폐색을 방지시켜 지

속적인 운전성능을 확보하였음

- 섬유상여재 및 메쉬필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공극의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

- 여재를 방사형으로 감싸안은 형태로 기존시설에 비해 

약 3.14배 만큼 여재배치면적이 감소하여 부지소요면적이 

적음

- 수세척만 시행하고 자동(무동력 회전)으로 여재전면을 

세척하여 여재의 지속적인 운전성능 확보가 가능 



- 27 -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강우시 발생하는 합류식 하수도월류수의 미처리로 인한 수계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CSOs처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신기술은 다단 스크린 및 여재의 방사형 다단배치로 다양한 크기의 협잡물을 제거하여 오염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증진시켰으며, 정체수 배수 및 여재세척 등 유지관리 전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

되어 유지관리 편리성을 개선시킨 기술로 향후 시장에서 본 신기술의 적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은 국내 유일의 방사형 여과형태의 비점오염저감시설로써 여과면적 증대로 인한 고형물 

부하 감소로 여재 폐색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운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자동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지관리 편리성을 증진시킨 기술이다. 이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및 베트남

등의 수처리시장에도 진출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아시아외 전 세계 수처리시장에서도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 분 제작원가 설치원가 총원가

방사형 
다단여과처리시설

68,415,051 77,101,792 145,516,843

 (2) 공사비 

구 분 기존기술 신기술 비 고

장비설치공사 - 15,304,891

구조물공사 40,741,262 4,661,714

거푸집공사 18,167,940 8,064,393

콘크리트공사 49,404,431 19,768,821

방수공사 4,090,410 2,432,854

기타(간접비, 이윤 등) - 26,869,119

여과시설비 95,700,000 68,415,051

공사비 합계 208,104,043 145,516,843 30%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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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기간   

    방사형 다단배치로 부지소요면적을 절감시켰으며 그로인한 토목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기존기술 

대비 공기를 약 30% 절감시켰다.

   

구 분 공 정
단 계

1 2 3 4 5 6 7 8 9 10

기존기술

1. 토공, 가시설공

2. 구조물공

3. 여과장치

4. 시운전

신기술

1. 토공, 가시설공

2. 구조물공

3. 여과장치

4. 시운전

(4) 유지관리비

   

구 분 기존기술 신기술 비 고

전력비 1,625,050 496,366

상수도비 568,675 795,500

현장점검비 1,385,292 1,385,292

유지관리비 합계 3,579,017 2,677,158 25%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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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Os저감시설은 우천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2Q(평상시 시설용량(1Q)이외에 강우시 빗물 등을 

추가로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를 평상시 유입하수량량을 처리하는 시설로, 하수처리장의 처리부

하를 경감시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미처리 방류되던 CSOs를 처리함으로써 수계환경을 개선

시켜 맑고 깨끗한 하천 및 해양의 환경보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초기우수 및 CSOs저감사업은 

여과재 제조 및 기계, 전기분야와도 연관성이 매우 깊어 관련분야의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

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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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가이드레일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공방법(제832호)

(보호기간 :  2017. 12. 20. ～ 2025. 12. 1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하부 마감 골 강판의 홈 부에 레일 기능을 갖는 보강부재(가이드레일)를 밀착 삽입

시켜 지붕의 강성을 보강하고, 단순 경량화된 결합부재(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 모듈을 지붕에 구조적으로 일체화시키는 체결방법을 제공하며, 태양광발전 모듈 배면에 통

기로를 확보하며 부속자재들과 함께 격자형태의 유도배수관로를 형성시켜주는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공방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하부 구조부 시공

공 정 명 ① 하부 골 강판(하부 패널) 설치
② 보강 가이드레일 및

구조연결부재 설치
③ 단열재 설치

공정내용 중도리 위 하부 골 강판 설치
하부 골 강판의 골에 일정 간격
으로 가이드레일 및 구조연결부재
(높이조절부재 뭉치, L-형바) 부착

L-형 바 사이에 단열재 삽입

공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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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명 ④ 결로방지시트 부착

<신기술의 전체 구성도>

공정내용 단열재 상부에 결로방지시트 부착

공정사진

상부 마감부 시공

공 정 명
⑤다기능복합프레임바 설치

(보조배수관 포함)

⑥ 태양광발전 모듈 설치
(배선 및 양방향 모듈 체결 바를 
 이용한 고정 포함)

⑦ 전·후면 통기시트 설치

공정내용
결로방지시트 위에 다기능 복합프레
임 바 및 보조배수관 거치 후 L-형 
바와 고정

모듈 거치와 배선 처리 후 양방향 모
듈 체결 바로 고정

처마/용마루에 통기시트 설치

공정사진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신기술은 2012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10여개 현장에 

적용하였음

   

연번 공 사 명 발 주 처 공 사 기 간 공사규모

1 에이비엠솔라2호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에이비엠솔라 2014.12.04.∼12.23 88.56 ㎾

2 밀양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공사 중 태양광발전 설비공사 경상남도 밀양시 2015.12.11.∼2016.03.10 53.46 ㎾

3 울주군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전기) 태양광발전장치 울산광역시울주군 2016.05.09.∼11.17 44.55 ㎾

4 가촌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 - 태양광발전장치(BIPV) 경상남도 교육청 2016.07.26.∼08.21 59.4 ㎾

5 냉천중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 - 태양광 발전장치 경상남도 교육청 2016.12.29.∼2017.02.15 50.49 ㎾

6 율하2고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 - 태양광발전설비 경상남도 교육청 2016.12.06.∼2017.02.15 59.4 ㎾

7 해양수산연구원 종합안전비상훈련장 태양광발전설비 한국해양수산연구원 2016.11.07.∼2017.01.06 14.85 ㎾

8 송파구 교통종합안전체험장 증축공사 태양광발전장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02.18.∼03.20 11.88 ㎾

9 제주항-전기관급자재-1 - 태양광발전장치 제주관광공사 2017.03.09.∼04.15 6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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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추세에 따라 국내외 태양광발전 분야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

세임. 특히 국내의 경우 RPS 제도를 통한 보급 지원 확대와 공공건축물의 설치의무화 정책 강

화 등으로 신기술인 태양광발전 일체형 패널지붕이 향후 태양광발전 시장의 핵심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신기술은 태양광발전이 가지는 전기 에너지 생산 및 CO2 저감 등의 효과

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기존기술 대비 다양한 측면에서의 경쟁우위 요소를 지니고 있음으로 

향후 활용전망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내        용

신규성

· 신기술은 보강부재인 가이드레일과 경량화 체결부재인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적용하여 구조적으로 태양광발전 
모듈과 지붕패널이 일체화된 기술임. 

· 신기술은 기존기술과 달리 일체화 구조로서 지붕공사와 태양광발전 공사의 공정통합뿐아니라 구조강성 조절 
기능, 격자 형태의 유도배수로에 의한 방수기능 등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등록 특허 3건
과 선행기술조사로 확인됨  

진보성

· 신기술은 기존기술 대비 파괴하중 성능이 약 3.8 배, 내풍압 성능이 약 2.2 배 증가되었음.
· 신기술은 상부 성형강판 설치 공정이 제외되고 모듈 거치구조물이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로 대체됨으로서 기존

기술(경사 및 밀착거치형) 대비 공사기간이 약 45 ∼ 46 % 감소됨.
· 신기술은 사용되는 금속자재(모듈 거치 구조물, 상부 성형 강판)가 절감됨으로 인하여 기존기술 대비 단위 면

적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약 95% 감소됨.  

경제성

· 신기술은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시공비 절감효과가 매우 커, 기존 경사거치형 대비 약 20 %, 밀착거치형 대비 
약 9.3 %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음.

· 신기술은 설치단가가 저렴하여  LCC분석 결과 기존기술보다 이득이 크며, 20년간의 운영수익을 비교하면 기존 밀착
거치형 대비 약 168 %, 경사거치형 대비 약 190 % 높음 

현장적용성

· 신기술은 기존기술의 금속패널지붕 상부 마감재 설치 공정이 제외되며 모듈설치를 위한 소형화, 경량화된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 적용, 양방향 모듈 체결 바를 이용한 단순 체결 등으로 시공성이 크게 개선되어 공사기간 및 공사
비가 절감됨

· 신기술은 보강 가이드레일을 패널 내부에 적용하여 구조안전성을 증대시켰음. 또한 패널 내부강성을 조절 가능함
으로서 지역별 풍하중, 적설하중 기준에 따라 설계 지침 테이블을 작성하여 신기술의 설계에 반영하고 있음.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신기술은 태양광발전 모듈과 지붕이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기술로 건축물의 지붕마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력 생산의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지붕설치 후 그 상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다시 

설치하는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으로 추후 본격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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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신기술은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를 단일 업체가 시공 전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현장에 

균일한 시공품질 및 성능이 발휘되며, 추후 지붕과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단일 

업체를 통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으로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은 건축물의 외관훼손이 없는 발전모듈 일체화 지붕으로 현장별 구조안전성 확보가 용이

하며, 기존기술대비 시공성 향상, 공사기간 단축, 경량화 및 경제성 우수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국내뿐아니라 해외수출도 가능한 기술임. 따라서 향후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다양한 활동(해외 

사업부 활성화, 국내 유관기관(KITA, KOTRA, SBC 등)을 활용한 홍보 / 마케팅 추진)을 바탕으

로 2025년까지 수출 100억을 달성코자 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분 신기술 설계단가 (원 / ㎾) 

제작비 2,618,912

설치비 616,513

총계 3,235,425

* 신기술 홍보책자 p.86 예제기준

 (2) 공사비     

[ 단위 : 원 / kW ]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경사거치형 밀착거치형

공사비 3,235,425 4,068,527 3,566,837

비율 100% 125.8% 110.2%

* 신기술 홍보책자 p.86 예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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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단위: 일)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경사거치형 밀착거치형

하부 구조부 14.1 22 22

상부 마감부 10.7 23.7 23

합  계 24.8 45.7 45

* 시공인원 5인 투입 가정 / 신기술 홍보책자 p.86 예제기준

 (4) 유지관리비     

      LCC 분석 결과, 20 년 사용연한으로 가정할 때 신기술은 경사거치형 대비 43,729,991원, 밀착

거치형 대비 48,763,759 원 이득으로 분석된다.

<단위: 원 / 지붕면적 540 ㎡ 기준>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경사거치형 밀착거치형

취득원가 252,363,158     244,111,657     256,812,327     

사용원가 -331,550,929  -285,757,601  -303,893,404  

폐기원가 17,573,029      23,761,193      34,230,094      

합계 -61,614,742 -17,884,751 -12,850,983

* 신기술 홍보책자 p.86  예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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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은 기존기술에 비해 경량화된 모듈 거치구조물을 적용하고 상부 성형강판 설치공정이 제

외됨으로 자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약 95% 저감시킴. 또한 급증하는 

태양광발전 시장에서 기존기술 대비 차별화된 특징(구조일체화, 구조 안정성 증대, 경제성 우수 

등)을 지니고 있어 시장 보급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분야의 활성

화 등도 예상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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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업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2020

들어가며

 교통사고를 일으킬 생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운송사업자는 없겠지만,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관련 교통사고는 일본에서 

연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에만 

363명(전체 교통사고사망자수의 약 10%)의 사망

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

사고는 33,336건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승객의 생명과 고객의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 택시, 트럭 등 사업용

차량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

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대책을 수

립한 「사업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2020」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사회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

■사업자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2009

 2009년 당시, 자가용자동차에 비해 사업용자동

차의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감소세가 둔화된 상

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업용자동차에 관한 종합

적인 안전대책 검토위원회」는 「사업용자동차 종합

안전플랜 2009(이하, 플랜 2009)」를 수립하였다.

 플랜 2009에서는 사업용자동차 관련 사고를 감소

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10년간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고, 음주운전을 제로화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이 하나되어 사고방지대책을 실행한 결과, 

사업용자동차의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2013년

부터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

■사업자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재검토

 플랜 2009 수립 후, 사업용자동차의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사용 등의 위험한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안전

관리가 허술한 운송사업자는 2016년에 발생한 

카루이자와(軽井沢) 스키버스사고와 산요자동차

도로 하찌혼마쯔(八本松) 터널 트럭추돌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따른 방일 

외국인의 운송수요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이동

서비스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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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와 하드 양면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자 2017년 6월 사업용자동차에 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검토위원회가 「사업용자동차 종합안전

플랜 2020(이하, 플랜 2020)」을 발표하였다.

사업자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2020

 현재 일본정부는 「제10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사망자수 2,500명 이하, 사상자수 

50만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고 있다. 「제10차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계획기

간이 같은 플랜 2020에서는 2020년까지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사고 건수 235명 이하(2016년 

363명), 사상사고 건수 23,100건 이하(2016년 

33,336건), 음주운전 제로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6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플랜 2020에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추가

되었다.

 첫째, 플랜 2020에서는 사망자수, 사상사고 건

수의 삭감 목표에 대해서 전체 목표 외에 버스, 

트럭, 택시 업종별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6년 

일본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버스, 트럭, 택시의 

보유대수는 약 100만대, 약 1,300만대, 약 200

만대, 영업수익은 약 1.5조 엔, 약 14.5조 엔, 

약 1.7조 엔으로 규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

에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목표를 설정

하게 되었다. 업종별로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줌

으로써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운송사업자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행정·운송사업자 외에 이용자를 포함한 

관계자의 연계 강화를 위한 안전트라이앵글을 

구축하였다. 플랜 2020은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과 운송사업자에게 지금까지 

실시해 온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업자, 승객, 화주를 비롯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용자동차는 운

전자의 부주의 외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주 

및 여행업자 등에 의한 무리한 일정 설정, 긴 

대기시간과 잦은 운행경로 변경 등으로 인한 운

전자의 과로운전과 안전대책의 미실시 등으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부분에 대

해서는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는 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사고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 사업자, 이용자로 

구성된 안전대책 안전트라이앵글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카루이자와 스키버스사고대책을 안전대책에 

반영하였다. 2016년 1월 15일 나가노현 카루이

자와(軽井沢)쵸 국도 18호선에서 승객과 승무원 

15명이 사망하고 승객 26명이 중경상을 입은 전세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카루이자와 스키버스 사고대책 검토위원회를 설치

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플랜 2020에서는 

종합대책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정화기관 

등 민간기관 활용에 의한 감사를 중점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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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에 장착된 드라이브 레코더의 기록을 

활용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교통사고 감소와 피해 경감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자동운전 등의 신기술을 안전대책에 

반영하였다. 일본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교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자동운전

시스템의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운전의 요소기술인 충돌피해경감 브레이크, 

차선 유지기능, 자동추종 기능 등은 이미 실용화

되어 보급되고 있다. 특히,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충돌피해경감 브레이크는 사업용자동차 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돌사고를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맺으며

 교통사고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루이자와 스키버스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스마

트폰을 사용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교통사고는 안전

운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운송

사업자, 운행관리자, 운전자 등 모든 관계자가 

높은 안전의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비극적인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수립한 플랜 

2020을 계기로 모든 관계자가 안전대책의 당사

자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지속적으로 안전대

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부분개정 고시 

 서울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부분개정, 고

시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30호(2018.5.3.)]

 이번 부분개정은 건설기준 통합코드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호)에 따라 상위기준인 표준시방서와 상시 연계

가 가능하도록 코드체계를 도입하고 각 분야별 기준의 중

복·상충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기준관리의 용이성을 도모

하고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총 7개분야 102개 공

정을 표준시방서 코드체계에 따라 총 3편, 대분

류 14개, 중분류 125개, 소분류 624개, 세분류 

290개로 통합·분류

 - 기관코드 : SMCS(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struction Specification)

 - SMCS 코드

   

분     야 전문시방서 코드(SMCS)

공통편

공통공사 SMCS 10 00 00
지반공사 SMCS 11 00 00

구조재료공사 SMCS 14 00 00
내진공사 SMCS 17 00 00

시설물편

가설공사 SMCS 21 00 00
교량공사 SMCS 24 00 00
터널공사 SMCS 27 00 00
설비공사 SMCS 31 00 00
조경공사 SMCS 34 00 00

사업편

건축공사 SMCS 41 00 00
도로공사 SMCS 44 00 00
하천공사 SMCS 51 00 00

상수도공사 SMCS 57 00 00
하수도공사 SMCS 61 00 00

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각 분야별 기준의 중복·상충 

내용 수정 및 통합

※ 개정 전문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임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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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8년 4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33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 서울시 38개 하천복원 종합계획
500,000
(700)

조건부

채택
토목

34
신대방동지구 침수저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신대방동지구(상도동, 신대방동)  
 하수 암거 1.95km7

9,087
(320)

조건부

채택
토목

35
대방천지구 침수저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복개확장, 신설(3.6×2.5, L=955m)
13,396
(522)

조건부

채택
토목

40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 공용
성능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기준 개발용역

․ 순환골재 사용증진을 위한 품질개
선방안 기준 개발

(450)
조건부

채택
토목

41
공원운영 관리체계 개선방안 
기본계획 용역

․ 시직영공원 21개소(8,954,455㎡) (200)
조건부

채택
조경

43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대지면적 1,607㎡ 
․ 연면적 4,189.43㎡(지하3층/96면)

9,268
(385)

조건부

채택
건축

45
급속경화 포장 접착층 재료 및 
현장 품질관리 평가기법 개발

․ 급속경화 포장 접착층 재료(택코트, 
프라임코트) 개발과 현장 품질관리 
평가 장비 및 기법 개발

(398)
조건부
채택

토목

46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외부E/S 2대, 내부E/L 6대, 외부
E/L 1대 설치

5,716
(289)

조건부
채택

토목

47
도림천 단면확장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 도림천 통수단면 부족구간 단면확
장 기본 및 실시설계 1.6km

32,466
(1,420)

조건부
채택

토목

50
광암수계 노후배수관로 정비공
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상수도 배수관 부설
 D1,000mm~D1,500mm, L=22km

43,000
(1,374)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39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삼풍상가~
남산순환로) 공공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 광폭횡단보도, 공중보행교 조성
․ 필동~남산순환로 연결 보행길 조성 등

42,793
(1,147)

조건부

채택
건축

42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
․ 연면적 4,776.25㎡(지하3/지상4)
․ 주차대수 40대

11,881
(574)

조건부

채택
건축

48
강남구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설계

․ 연면적 3,843.9㎡(지하1/지상2)
11,418
(521)

조건부

채택
건축

49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외 

도로 건설공사 기본설계
․ 총 6개로, 연장 2,609m

21,300

(869)

조건부

채택
토목

정밀안전

진단심의
44 가양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연장 5,412m, 폭 36m(편도 3차로) (560)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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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8년 4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8.04.

건     축 
서울대공원 청계산 치유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18건

5,122 4,997

교 통
도심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7건

513 485

기 계 설 비
스페이스 살림조성 기계설비 TAB기술용역 
등 6건

114 114

도 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등 
13건

3,247 3,010

도 시 계 획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실행전략 수립 등 8건

2,544 2,457

상 하 수 도
2018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등 
11건

1,141 1,131

소 방 
독립문역 변전소 소방설비 개량공사 
감리용역 등 4건

57 50

전 기 통 신
노들길 지하차도 수배전설비 교체 
실시설계용역 등 17건

494 481

정 밀 진 단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 등 4건

996 986

조 경
은평, 세곡지구 추가녹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2건

206 203

지 하 철
하남선(5호선 연장) 건설사업 시스템통합 
책임감리용역 등 11건

12,746 11,881

하 천
여의도 나들목 육갑문 개량 실시설계용역 
등 3건

120 114

기 타
도시제조업 스마트앵커시설 사업모델 구축 
용역 등 7건

439 373

 계 121건 27,739 2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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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8년 제114, 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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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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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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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현상(banana syndrome)
    

 바나나현상(Banana syndrome)은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마라'는 이기주의적 의

미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유해시설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일정 

지역 거주민들이 지역 훼손사업 또는 오염산업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단

설립이나 원자력발전소, 댐건설은 물론이고 핵폐기

물 처리장, 광역 쓰레기장 같은 혐오시설의 설치가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산업국가들의 제3세계로의 

산업폐기물 수출실태 및 우리나라에서의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 시위,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이전문제를 호소하는 주민들 

역시 전형적인 바나나현상의 사례들이라 할 수 있

겠다. 님비증후군(nimby syndrome)과 비슷한 개

념이다. 

※ 님비증후군(nimby syndrome) 

 ‘Not in my backyard’를 줄인 말로, ‘내 뒷마당에는   

안돼’라는 뜻으로,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교도소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싫어할 시설이나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