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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럼
복부중공PSCI(HiPC) 거더교 설계 사례


박 훈 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백산엔지니어링 대표

1. 서론
현재 국내에서 지간 50~70m급 장경간 교량의 상부구조 형식은 강박스거더 또는 개량형 콘크리트 I형
거더 및 박스거더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이상의 지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PSC박스거더교,
엑스트라도즈(extradosed)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특수교량형식이 적용되고 있다.
PSCI거더의 적용범위를 경간장 50~70m로 확대한다면, 재료 및 시공적 측면에서 많은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적용되던 고가의 교량형식 대체가 가능하다. PSCI형 거더에서 단면의 형상,
긴장재 및 거더의 배치 방식 등을 발전시키면 50m이상 지간의 교량에 적용될 수 있는 부재를 설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SCI거더의 성능 개선은 의외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기존의 PSCI거더의 성능을 개선한 장경간 벌브T(Bulb-T)에서 형고를 높이거나, 고강도콘크리트를
이용하는 등의 단면응력 효율을 향상시켜 장경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기존의 설계
방법으로는 경간장 증대에 한계가 있다. 이는 고정하중 및 활하중에 저항하는 프리스트레스 힘을 단
1회에 걸쳐서 도입하는 방식으로 총 사용하중에 의해 긴장재의 소요 편심거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고
강도 재료를 사용하거나 단면의 형고를 증대시켜 응력 효율을 높이더라도 고정하중 증가로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기 쉽지 않다.
해외의 경우 장경간 PSCI거더 교량은 프리텐셔닝을 이용한 Bulb-T형태의 거더로 제작하여 직접 현장으로
운반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는 도로법(도로법 제54조 및 제83조, 도로법 시행규칙 114조)에
의해 트럭 통행하중 400kN, 길이 17m로 제한되기 때문에 운송이 어려워 거더를 현장에서 제작하고,
포스트텐셔닝 방식으로 긴장한 후 거치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고강도 콘크리트(fck=60MPa이상)의 현장적용사례 미비, 경제성, 품질
확보 등의 문제점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거더 장경간화의 장애요소로 개선이 요구된다.
PSCI거더를 프리캐스트화하여 제작 및 조립·설치가 가능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장경
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기단축을 통한 간접비 감소, 교통흐름 차단 최소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05년부터 5차년의 단계별 연구수행 동안 총 연구비 127억원이 투입된 공기단축형
복합구조시스템 건설기술 개발의 세부 과제인 조립식 교량 구조시스템 개발 연구 성과물로 개발된
복부중공PSCI(HiPC; Holed, incrementally Prestressed Concrete) 거더교의 설계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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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PC거더교 설계 개념
첫 번째로 PSCI거더 복부에 일정 간격으로 개구부 즉, 중공을 도입한다. 중공은 그 자체로 자중을
감소시켜서 설계 휨모멘트를 감소시킨다.

그림1. HiPC거더교 개요

두 번째로, 단부에 설치되는 정착장치의 일부를 중공부에 분산 정착함으로써 단부에 집중되는 큰 압
축력을 줄일 수 있고, 모멘트 형상에 맞는 긴장력 도입이 가능하여 구조 효율성 증대, 사용재료 절감
으로 단면의 슬림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 PSCI거더

HiPC거더

그림2. 분산정착 개념

세 번째로, HiPC거더교는 일반적인 현장제작 방법과 함께 거더 분절화의 공장제작도 가능함으로써
현장 상황에 맞는 시공성 확보가 용이하다. 특히 분절형 거더를 적용할 경우, 콘크리트 품질관리가
우수하여 고강도 콘크리트(fck=80MPa) 적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현장 타설 및 양생작업 공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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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단축이 가능하므로 현장 거더제작 부지 면적 및 사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거더 가설시 교통
장애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중공부에 비부착 강선(Unbonded PC Strand)을 포함한 텐던을 배치하여 릴렉세이션,
크리프 등의 긴장력 손실이나 교량 노후 등으로 내하력이 감소될 경우 재긴장으로 내하력 보강이 가능
하다.

쉬스관

정착부

2차정착구

보호캡

그림3. 2차정착구 위치 및 단면상세도

다섯번째로 분절화 및 중공 도입을 통해서 기존의 다단계 긴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구조적 효율성을
결합하여 낮은 형고-경간비를 가지는 장경간 거더 설계가 가능하다. 기존의 PSCI거더와 비교하면, 동
일한 단면 높이에 대하여 교량의 경간을 더 증대시킬 수 있으며, 동일 경간에 대하여 형고를 줄일 수
있어, 구조적 효율성 증대와 높은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다.

3. 구조설계 사례
3. 1 설계 개요
서해안고속도로에 차로폭(B=30.6m) 및 장래 2차로 확장계획(B=7.2m)을 반영하여 교량 경간장,
다리 밑공간 확보에 문제가 없고, 시공성과 경제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에 유리한 장경간 HiPC거더교
(L=1@60=60.0m)로 계획하였다.
HiPC거더교는 거더복부에 다수의 중공을 도입하고, 중공에 강선을 분산 정착하여 강선 배치를 최적화,
거더자중을 경량화한 거더로써, 저형고-장경간(40m~70m)을 실현한 PSCI거더 공법이다.
HiPC거더교는 고강도 콘크리트(fck=80MPa) 타설조건을 현장 및 공장제작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강도발현이 유리하며, 운반을 고려하여 SEG형태로 공장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HiPC거더교에 적용된 중공부 정착구는 복부 정착이 가능토록 세장하고, 리브(Rib)보강을 적용하여
긴장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킨 구조로써,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서 정착구의
사용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ETAG013 (European Technical Approval Guideline 013),
KCI-PS101(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해설, 2009) 기준의 정착장치 성능검증 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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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시험체 설계제작 및 성능시험

3.2 상부거더 설계
3.2.1 단면계수 비교
바닥판 합성 전·후 단면에서 중공부가 없는 일반부와 중공부의 단면계수를 산정하고, 중공부 거더
구간에 대하여 단면2차모멘트 산정 후, 중공이 없는 일반 단면2차모멘트값과 비교하여 강성감소를
검토하였다.
중공에 의한 단면2차모멘트 감소는 비합성단면에서 3.0%, 합성단면에서는 2.14% 수준이며, 거더 전체
길이에 대해서는 0.28%로 중공이 휨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중공에
의한 단면2차모멘트 감소가 적어 응력, 처짐 등의 설계 인자에 큰 영향이 없고, 중공 도입은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닥판 합성전

바닥판 합성후

경간(L):60m, 형고(H):2.5m, 중공직경 (D):1.0m

경간(L):60m, 형고(H):2.5m, 중공직경 (D):1.0m

일반부

중공부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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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부

표1. 강성비교 검토결과
구 분
A
(×10² mm²)
V
(×105 mm³)
yt (mm)
I

(×1010 mm⁴)

합성전 단면

합성후 단면

일반부

중공부

감소율

일반부

중공부

감소율

8,649

6,649

23.12%

14,043

12,043

14.24%

8,649

7,078

18.16%

14,043

12,472

11.19%

1,240

1,282

3.39%

848

806

4.95%

71.94

69.78

3.00%

145.94

142.93

2.14%

Ieff / I0 (%)

0.28%

3.2.2 중공부 전단 검토
중공부의 전단흐름패턴은 상하부 플랜지를 중심으로 최소주응력(압축)은 증가하고, 개구부 사이의
최소거리는 감소하므로 주응력 방향은 더 가파르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공 도입으로 인한 단면
손실로 받아주지 못하는 전단력은 대부분 중공 사이 복부가 분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단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림5. 거더 단면 및 유한요소해석모델

그림6. 최대주응력

그림7. 최소주응력

첫 번째 중공을 단부에서 약6m 떨어진 곳부터 도입하여, 프리스트레스트 시방규준 위험단면기준을
충족시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였고, 받침전면으로부터 1/2H지점, 3.0m지점에서 계수전단력(Vu)에
대하여 전단철근을 배근하였다.

그림8. 지간60m 형고2.5m의 전단보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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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부에는 단면 손실에 의한 파괴균열의 급격한 중공부 통과 진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공부사이의
전단철근량을 증가시키고 경사보강철근을 추가로 배근하였다.
경사보강철근은 중공부 주위의 대각선 방향으로 발생하는 압축과 인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저항하
고, 중공부 주위의 콘크리트 탈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착부가 아닌 중공 주변은 철근량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마름모 형태로 폐합하였다. 중공 단면의 상부가 압축이고, 하부가 인장이므로 상부
측에서 파괴가 일어나지 않음을 균열 패턴으로도 확인 가능하였다.

그림9. 중공부 철근 일반 배근 경사 보강 철근

3.2.3 단부 정착부 상세 해석 검토
HiPC거더교의 단부 정착부는 텐던의 인장력에 의한 집중하중으로 응력흐름이 복잡한 곳으로, 단부
정착부의 부분적인 3차원 유한요소 모델(Solid 요소)을 적용하여 할렬력, 파열력, 단부인장력과 같이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집중되는 응력에 대하여 필요 철근량을 산정하였다.

그림10. 단부정착부

1) 해석 모델
단부정착부의 상세해석을 위해 3차원 Soild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적용된 해석 모델과
하중재하 방법 및 경계 조건은 그림11~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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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3차원 모델링

그림12. 하중 재하 및 경계

하중은 긴장력을 응력으로 환산하여 정착판에 재하하고, 절단면의 경계조건은 종·횡방향, 하단면은
연직방향으로 구속하였다.
표2. 해석조건
구 분

재료물성치

콘크리트 단위중량

25 kN/㎥

콘크리트 강도

80 MPa

철근항복강도

400 MPa

철근 허용인장응력

180 MPa

2) 해석 결과
Sxx

Syy

Szz

그림13. 방향별 응력분포

단부정착부 긴장력 도입시 단부에 발생하는 할렬력, 파열력, 단부인장력에 의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단부 응력분포를 검토하여 그에 따른 보강 철근량을 산정하였다. 검토위치별 철근보강상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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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치 2,3(전체좌표계 Y방향)

검토위치 1(전체좌표계 X방향)

검토위치 4 (연직방향 파열력 검토)

3.2.4 중공 정착부 상세 해석 검토
HiPC거더교 중공부는 중공부 텐던의 인장력과 단부 텐던 및 추가고정하중, 활하중 등에 의해 발생
하는 응력의 흐름이 복잡하므로, 구조적으로 가장 불리한 텐던 긴장작업시 Solid요소를 이용한 중공
부 부분 3차원 유한요소모델링을 사용하여 발생응력을 검토하고, 인장응력 발생부분에 필요 철근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중공부 검토 대상구간은 긴장력 및 긴장력에 의한 압축력의 중첩이 가장 크게 도입되는 11번 중공
정착부를 선정하였다.

검토구간
그림14. 중공부 검토위치

1) 해석 모델
중공정착부의 상세해석을 위해 단부정착부와 동일한 3차원 Soild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 9 -

해석 모델 좌측 단면

해석 모델

∙ 바닥판 합성 전 단계
∙ 1~10 정착부 단면력, 거더 자중에 의한 단면력 산정

∙ 1~10 정착부 단면력, 거더 자중에 의한 단면력 적용
∙ 11번 정착구 PS 하중 재하

적용 PS하중은 제일 불리한 조건인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여 Jacking Force인 Pj를 적용하였다.
2) 해석 결과
검토위치 1,2(전체좌표계 X방향)

그림15. 연직방향 응력분포

중공정착부는 긴장력 도입시 발생하는 할렬력, 파열력, 단부인장력에 의해 발생되는 응력해석을 수행하고,
그 단부 응력분포 결과를 통하여 필요 철근량을 산정하였다. 검토위치별 철근보강상세는 위와 같다.
3.2.5 상부거더 안전성 검토결과

그림16. HiPC거더교 횡단면도

설계 검토 결과, 전 하중단계에서 거더와 바닥판 상·하부가 허용응력이하의 압축응력이 작용하도록
설계되었고, 특히 프리캐스트 이음부의 휨인장응력을 고려하여, 거더와 바닥판 뿐만 아니라 세그먼트
이음부에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 10 -

표3. 거더 응력검토결과
프리스트레스 도입직후
(MPa)

구 분

발생응력

허용응력

설계하중 작용시
(MPa)
판정

발생응력

허용응력

판정

거더상연

3.63

-2.24

O.K

25.09

48.00

O.K

거더하연

33.09

48.00

O.K

2.61

-4.50

O.K

-

5.46

10.80

O.K

-2.29

-2.50

O.K

슬래브
분절부

-

-

중앙 분절부 거더 하연 응력 조합 검토

그림17. HiPC거더교 준공 시 예상 전경도

4. 결언
이 글에서는 복부중공PSCI(HiPC) 거더교에 대한 설계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설계사례에서 HiPC거더교는 복부에 중공을 도입하여 자중을 감소시키고, 정착장치의 분산 및 다
단계 긴장을 통해서 효율적인 단면설계가 가능한 구조로 검토되었다.
신형식의 교량인 HiPC거더교는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공용기간 중에 유지관리비용 최소화를 목적
으로 개발된 것으로써, 본 설계 소개가 서울특별시내 교량 신설 또는 개량 검토시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 국토해양부, 2010.
2. 중공부를 갖는 다단계 긴장형 PSC 거더의 개발 연구, 아주대학교, 2011.
3. 중공웨브 장지간 PSC 거더의 강도별 정착장치 하중전달 시험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2017.
4. HiPC거더 공법 설명회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2.
5.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및 분절형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교의 제작 및 시공방법, 신기술지정 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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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정보
잠실주경기장 스포츠문화콤플렉스로 변신
서울시가 국내·외 건축가 7팀을 초청해 ‘잠실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한 결과,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의 「공명하는

여 등을 고려해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건축 등
분야 국내외 전문가 5인의 심사위원회가 맡았으
며, ▴주경기장 보전 및 시설개선 방안(리모델링
계획) ▴프로그램 및 공간계획 ▴도시적 맥락과
연계 및 조화 ▴기술계획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

대지, 잠실」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주경기장’은 우리나라 스포츠 세계화의 성지이

졌다.

자 미래유산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외

※ 심사위원회 : ▴김홍규(연세대 교수) ▴이소진(아틀리에

국제올림픽위원회

리옹 서울대표) ▴최문규(연세대 교수) ▴Andrew James

(IOC) 권장기준을 충족하고 대형 행사·공연 개최

(호주, Senior principal of Populous 대표) ▴Dominique

부형태를

보전한다.

내부는

Perrault(프랑스, Principal of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대표)

가 가능한 6만 석 이상 규모(현재 7만 석 규모)
로 리모델링하여 올림픽 재개최가 가능한 수준의
시설로 만든다는 목표다.
주경기장

남측에

새롭게

들어설

‘유스호스

텔’(135실 규모)은 한류 관광객과 지방 원정 선
수들의 숙소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유소년 스포
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된다. 현
재 위치(탄천-주경기장 사이)에서 주경기장 쪽으
로 이전·신축되는 ‘보조경기장’은 2,000석 내외의

<내부투시 1층>

관람석을 확보해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동남권계획반 (02)2133-8236〕

조성된다.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창동역 앞 창동환승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156,263㎡, 최고 45층 규모의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가 오는 ’22년에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총 2단계(제안서 공모→설계 공모)에
걸쳐 국제지명설계공모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은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지며,
설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후 연
내 계약을 체결, 내년 1월 설계에 들어가 2020
년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1년
1월 착공, 2024년 준공 목표다.
심사는 이번 공모의 취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참

내용의 설계안을 제안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주환)의

｢전환의

플랫폼(Conversion

Platform)｣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단지는 크게 지하8층~지상17층 건물과 지하8층~
지상45층 두 동이 연결된 형태로 구성된다. 건물
외관은 수평적 형태의 건물이 아닌, 위아래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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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형태로 하고 사방 어디서나 밖에서 안이

창업 엑셀러레이팅 공간의 경우 ‘창업+교육+전시‧

들여다 보이도록 한 ‘오픈스페이스 월(Open

마케팅’을 복합화한 곳이다. 인근에 2020년 건립

space wall)’로 개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정인 ‘동북권 창업센터’와 동북권 15개 대학의

수직형태의 건물은 영화 <인셉션>에서 도시를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유입돼 벤처기업으로 도약

수직으로 접어 올리는 장면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게 된다.

발상의 전환을 한 결과다.

건물과 이어지는 지상~지하 공간엔 ‘문화팔레트’
가 만들어진다. 팔레트 같은 4개 미니공원이 연결
되고 그 사이사이, 지하 공간에 영화, 1인미디어
오픈스튜디오, 리테일 상점 등 다양한 문화집객
시설이 들어선다. 향후 조성될 창동역 복합환승
센터와 서울아레나가 보행으로 연결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명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선팀에게는 기본설계 및 사후설계관리권이 주어

오픈스페이스 공간 곳곳은 외부로는 공원, 광장
등과, 내부에서는 코워킹 공간 등과 보행으로
연결된다. 창업가, 입주자 등이 서로 소통하고

지며, 설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
6월 중 당선팀과 계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기본설
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대표

교류·협업하는 기회, 집객효과를 최대화하기 위
한 설계다. 또 건물 어디에 있더라도 자연과 접
하도록 하는데도 설계의 주안점을 뒀다. 다양한

적인 베드타운인 창동‧상계를 일터와 삶터가 어
우러진 서울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재생하는 사업
이다.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비롯해

크기의 포켓 정원이 건물 곳곳에 포진된다.
건물에 들어서는 주요 시설로는 ▴창업창작레
지던스 공간 700실 ▴창업 엑셀러레이팅 공간
(약 2,500명 수용) ▴문화 관련 오피스 약 300

동북권창업센터 등 세대융합형 복합시설('20년
준공 예정), 서울아레나('23년 준공 예정),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개 ▴주차장 1,440면 ▴문화집객시설(서점, 문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

화공연시설, 상업시설) 등이 있다.
레지던스 공간은 분양이나 사업성을 고려해서
45층 타워동(6층~45층)에 채워진다. 사회초년생,
1인 청년창업자, 문화예술인 등이 거주하면서 창업

업’의 하나로, ‘창동·상계 도시재생리츠(가칭)’가
추진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
공사(SH)가 출자해 설립한다.

‧창작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물론 문화‧여가 생활

※ 심사위원회 : ▴위원장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 ▴박진호

등 일상을 즐기는 일까지 모두 복합 공간 내에서

(인하대 교수) ▴구자훈(한양대 교수) ▴김용미(한양건축

이뤄지게 된다. 업무의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대표) ▴손세형(성균관대 교수) ▴Juan Herreros(스페인)

유목민’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 변화를 반영했으며,
일부는 임대, 일부는 분양으로 채울 계획이다.

▴Esa Mohamed(말레이시아) ▴예비 박인수(파크이즈 대표)

〔동북권사업반 (02)2133-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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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로’ 보행친화거리로 재탄생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된 ‘서울로7017’과 연계해

남대문시장, 명동, 남산 등 서울의 대표 명소들이
밀집해 있지만 그동안 좁고 불편한 보행길로 발

서울 도심의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디딜 곳 없던 퇴계로 일대가 서울의 대표 보행
친화거리로 재탄생했다. 차로는 줄이고 보도는
넓히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다. 이로써 서울로
7017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퇴계로를 따라 남산

하여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로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남대문시장, 명동
관광특구협의회, 회현‧명동역 지하상가상인회 등
인근 지역 상인과 회현동‧명동 주민들의 의견을

까지 더 걷기 편해진다.
서울시는 회현역~퇴계로2가 총 1.1km 구간에
대한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재편사업’을 완료했다.

수렴해 계획에 반영했다.(간담회 13회, 주민설명
회 7회 개최)
서울시는 이와 같이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한

서울역에서 퇴계로 방향 차로 1~2개를 없애고
(왕복 6~12차로→5~10차로) 이렇게 확보한 공
간으로 보도 폭을 최대 18.1m까지 확대했다.
(폭

2.4m~11.3m→폭3.3m~18.1m)

전력기기,

분전함 같이 보도 위에 설치돼 보행에 지장을
줬던 시설물은 여러 시설물을 한 곳에 모아넣거나
지하에 이설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퇴계로가 ‘서울로7017’와 2019년 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남산 예장자락’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
워크 거점 역할을 하고, 남대문시장, 명동 등 지역
상권과 관광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퇴계로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재편사업’ 구간(총연장 1.1km)

조성했다.
특히, 명동역 일대는 좁은 도로에 지하철출입구
등 시설물까지 위치하면서 실제 걸을 수 있는 보도
폭이 1.5m에 불과한 구간이 있을 정도로 열악
했지만, 공간 재편 이후 3.3m~11m까지 넓어졌다.
남대문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
〔보행정책과 (02)2133-2413〕

영한 맞춤형 공간도 생겼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작업이 많이 이뤄지는 남대문시장 6번 출구 주변
에는 조업정차공간 2개소(5면, 30m)와 이륜차

서울시, 강변북로 전 구간 LED조명 교체

정차공간 2개소(25면, 25m)가, 신세계백화점 앞
에는 관광버스 승하차 전용공간(3면, 50m)이
각각 새롭게 조성됐다. 남대문시장과 명동관광
특구 앞 2곳에는 횡단보도를 신설해 돌아가야
했던 불편도 줄였다.
이번 퇴계로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재편 사업’은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2016)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개장('17.5.20.)과 동시에 국내 최초의

서울시가 지난 ’16~’17년에 이어 올해 11월까지
강변북로 가양~양화대교 구간과 성수~광진교 구
간의 가로등 1,035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강변구간 전 구간(가양대교~광진교) LED 조명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남산1호터널 하행, 교량 등 도로시설물 13
곳과 종로구 효자로 구간 등의 가로등 총 7,220
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데 모두 188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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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며, 내년엔 올림픽대로 등 도심고속도로 10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 공모

개 노선에 대해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5.10.(목)부터 7.13.(금)까지 「제36회

아울러 양화대교 경관조명도 전면보수해 올해 9월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을 공모한다.

새롭게 점등한다. 이번에 점등되는 야간 경관조명은
’13년 2월 설치된 아치구조물로 그동안 미점등
상태였으나 노후 메탈 등을 LED로 교체해 올 가을
부터 점등할 예정이다.

최근 2년 이내 사용승인(준공)된 신축건축물 및
리모델링 건축물, 녹색건축물, 건축명장, 대학생
부문의 5개 부문으로 총 31개의 상을 시상하며,
총 2번에 걸친 심사를 통해 8월에 최종 수상작을

올해 도로시설물 조명과 시도 상의 가로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LED로 교체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전기료는

신축 건축물과 리모델링 건축물을 통합하여 우

연간 3억 원이며, 절감되는 에너지는 3,213MWh

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대상 1작품, 최우수상 4

이다. 이는 약 1만1000가구(가구당 월 평균

작품, 우수상 20작품을 시상하고, 공모된 작품

304kWh)가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명장

해당된다.

부문으로 우수상 1작품을 수여한다.

또한, 나트륨 조명의 수명은 12,000시간(1.36년),

오는 6월 1일부터 공모 예정인 대학생 부문은

LED 조명의 수명은 약 50,000시간(5.7년)으로

‘한양산천, 서울강산’이란 주제로 1차 에세이 및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어 환경 보호와 보수횟

아이디어 스케치를 심사하여 선정된 30명의 학

수가 약 25% 단축되어 교통통제에 따른 차량지

생들이 튜터와 함께 5개팀을 구성하여 3주간 동안

체에 의한 매연 발생이 감소되는 등 대기질 환경

여름건축학교를 운영하여 보다 발전된 아이디어를

개선 및 시민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패널, 모형, 디지털 자료
등으로 제작하여 제출된 결과물에 대하여 최우
수상 1팀, 우수상 4팀을 시상한다.
또한, ‘서울시 건축상’과 별도로 ‘시민공감 특별
상’과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에게
‘올해의 건축가상’을 수여한다.
‘시민공감 특별상’은 심사위원회 심사와 별도로

강변북로(양화대로~서강대로) LED 교체전(나트륨등)

수상예정작품 25작품에 대하여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되며, 1차 심사결과가 공표되는 8월(예정) 약
1달간 인터넷을 통해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5회
째를 맞이하는 ‘올해의 건축가상’은 건축분야 발전
및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 등 공공에 기여하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에게 수여

강변북로(양화대로~서강대로) LED 교체후

하며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와 동일한 특전이 주

〔도로시설과 (02)2133-1677〕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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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하도록 만들어 공기를 사각지대 없이 균질하고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개막행사에서 시상식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 실험체 거치대에 센서도

하며, 수상작에 대하여는 행사기간 동안(10.5.~

부착해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지 정도를 알 수

10.28.)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에 전시

있도록 했다. 공기의 유량과 유속도 자유롭게 조정

할 예정이다. ‘올해의 건축가’ 수상자에 대하여는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별전’ 개최 등 우수 건축가를 널리 알리는 대
시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어진 건축물 중 내구연한이 남은 건축물에 석면이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건축문화제 홈
페이지(http://saf.kr/) 또는

‘석면 비산안정화제’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

서울시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도록 뿌리며, 건축물을 철거

홈페이지

하거나 해체할 때에도 석면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http://citybuild.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활용이 더욱 증가할

하며 관련 서류 및 작품 자료는 서울시 건축기획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을 적용한 장비가 출시되면

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외 수출도 기대된다.

〔건축기획과 (02)2133-7105〕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석면 비산안정
화제’ 성능평가 장치 특허 개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02)570-3172〕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 개
정안 행정예고

서울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석면 비산안정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강화하

화제’ 성능을 기존 방식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 올 1월 기술에 대한 특허

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

등록을 마쳤다. 특허 명칭은 ‘비산측정용 고효율

건이 확대(20일→8일)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시료포집 장치’(특허번호 제10-1824130호)이다.

반영요율을 조정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현재
장비를 제작중이며, 장비가 출시되면 시중에 유통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
정예고하고 6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되는 ‘석면 비산안정화제’의 성능을 평가해 고품질
제품의 생산과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가.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상향(안 제1호 다목)

석면의 날림 정도는 석면 함유 물질이나 비산안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

정화제가 처리된 자재에 바람을 분사시켜 떨어지는

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국민연금보험의

석면을 측정해 평가하는데,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보험료 요율을 상향(2.49%→4.5%)

‘KS시험’의 경우 공기를 한 방향으로만 분사시키고

나. 건강보험료 요율 상향(안 제1호 라목)

속도만 조절할 수 있었다.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실제 대기 환경과 유사
하게 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람을 불어주는
‘공기 분사 노즐’에 모터를 달아 360도, 상하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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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요율을 상향(1.70%→3.1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 개

’18년 5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정안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국토교통부는 현행 감리자 지정절차 중 감리자
지정통보 및 계약체결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주체의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주택공급일정에 탄력성을 확보하고, 퇴사 감리원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이 1년 이내 동일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입찰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시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편법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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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교체를 차단하여 주택감리의 품질을 제고
하고, 타 주택건설공사 감리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
하고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 개정

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제51차 모래내고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본교는 공용기간이 약 40년 이상된 노후교량
으로 종합평가 등급이 C등급에 가깝고, 하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통과, 상부는 통행제한(20톤)을 시행하고

가. 종전의 감리자 지정통보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있으므로 좀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설물별

3일 이내로, 감리계약 체결기간을 종전의 감
리자 지정현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여 감리자 지정기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볼트축력에 대한 측정 토크값(60~82kg·m)은
F11T(M22) 기준 토크값(71.2~90.3kg·m)과

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체의 주택

차이가 있으니, 볼트 축력의 기준을 75%를

공급일정에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

기준으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기준을 보고

11조)

서에 상세히 수록하고, 볼트손상부 및 볼트

나. 퇴사 감리원의 경우 종전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체결 필요구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우선순

반영하지 않았으나, 타 현장의 입찰 참여를
위해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퇴사 후 1년 안에 동일 회사로 재입사한 경우

위를 상향하여 조치할 것
○ 교면포장(아스콘포장)은 지속적인 부분보수가
이루어졌으나, 바닥판의 망상균열, 누수, 백태

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하도록 이를 개선

등의 손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7년 실시

하여 주택감리의 품질제고 및 타 주택건설현장

설계를 통한 「STEEL BOX 및 RC BOX 전

감리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

체에 대한 교면포장 및 방수계획」에 대하여

13조, 부표 제2호가목제6세호, 제2호나목제
1세호마세목,

제2호나목제2세호라세목

수립 대책 및 기보수 이력 등을 보고서에 상

및

세히 수록할 것

제2호나목제3세호다세목)
다. 2018년 8월 23일까지로 정해진 재검토기한을

■ 제52차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실시설계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변경(안 제16조)

및 성능개선공사 여부 검토 용역발주심의
○ 바닥판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와 DB18→DB2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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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성능개선 가능여부 검토, 두 과업에 대해

조사 방법을 검토하여 각 케이스별(토사퇴적,

명확하게 본 과업 내용에 보완 제시할 것

맨홀불량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
및 설계(4차) 발주시 미조사구간에 대한 조

○ 성능개선 가능여부 검토 시, 허용응력설계법과

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한계상태설계법으로 각각 검토하여 1등급교로
개선가능 여부 검토할 것
○ 교좌장치 설치 시 온도에 따른 신축량을 계산

■ 제57차 서울교통공사 1호선 종각~종로3가역
등 4개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하여 반영할 것
○ 교통현황 및 용량분석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 지상부 버스중앙차로 설치에 따른 안전성평가

토대로 본 과업구간과 연계되는 교통류, 교

에서 건축구조설계(활하중 고려) 대신 철도설계

통량 및 공사중 교통소통에 대하여 교통처리

기준(정하중 고려)을 적용한 근거와 버스중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과업내용 제시할 것

차로 설치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 제53~56차 2017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기본

○ 안전성평가시 검토조건으로 적용한 구간별 지하
수위값의 산정 근거(인접시추공 굴착연도, 시기,

및 실시설계심의(1~4구역)

이격거리 등)를 명확히 제시하고 정밀한 평가를

○ 본 용역은 구역별(1~4구역) 조사 및 설계 물

위하여 지하수위값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고서 내용이 동일
하게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은 타구역의

○ 재료에 대한 물성치 등은 안정성평가에 중요한

조사내용 또는 설계 내용 등이 혼용 작성되

인자임을 고려하여 본 구조물의 설계도서, 복원

었으니, 1~4구역 보고서의 내용 중 구역별

도서 등 시설물 관련 자료 보유 유무와 자료에

특성을 반영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오류를 수

대한 설명(작성년도, 주체)을 보고서에 상세히

정할 것

명기할 것

○ 3차 용역기간에 걸친 조사로 축척된 하수관
로 데이터의 정보화(GIS 연계 등)를 통해,

■ 제58차 개포근린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심의

향후 하수관로 노후화 원인분석(자재, 교통

○ 경화토 포장 동절기 융기 방지를 위해 줄눈

량, 토질) 등의 연구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하

간격을 명시하고, slope 차이에 따른 간격

수도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분석 필요

조정 요망

○ 물돌리기, 교통처리계획은 현장에서 적용에

○ 산책로에 산재되어 있는 운동시설 교체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 표준

이용성 및 주민만족도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도는 지양하고 현장 적용 가능토록 구체적인

프로그램화된 집약적 운동시설 설치 검토
○ 용역보고서 작성 시 현재 사면에 대한 조사

상세도를 검토할 것
○ 금회 과업대상 중 미조사 구간에 대한 대책을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과거에 강우로 인한
지반변화 및 보강 사례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제시할 것
- 미조사 구간 해당 자치구에 조사를 위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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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재하여 안전성과 보강대책 여부 검토

》 건설신기술소개

철근간격 변경 및 데크판재의 호환이 가능한
탈부착 슬래브 거푸집 공법(제833호)
(보호기간 :

2018. 01. 29. ～ 2026. 01. 2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판재상부의 트러스거더를 스페이서가 지지하고 데크판재 하부의 “ㄷ”채널을 스페이서와
볼트로 체결하여 일체화된 구조이며, 상·하부 구조재의 높은 강성으로 인해 합성수지판넬(GMT),
단열재 판재를 호환하여 적용가능하며, 기존 데크공법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트러스거더의 간격을
2열로 변경 가능한 공법이다. 또한 합성수지판넬을 적용하여 자재 전용성과 슬래브 하부의 채광
성을 개선하여 현장 설치시 작업성 및 안전성을 개선한 친환경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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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도

(a) 탈형데크

(b) 단열데크

(3) 시공절차
- 탈형테크

- 단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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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총 32기업 / 45건)
구분
‘2015.3월~12월
‘2016.1월~12월
‘2017.1월~10월

지역별

적용실적

수도권

12

105,583㎡

지방

1

3,332㎡

수도권

15

123,177㎡

지방

2

12,478㎡

수도권

10

93,267㎡

지방

5

39,862㎡

수도권

37

322,027㎡

지방

8

55,672㎡

전국

45

377,699㎡

계

적용면적

용도
주차장(9건),상업시설(2건),
공용시설(1건), 공공업무시설(1건)
주차장(6건),상업시설(6건),
공용시설(3건), 공공업무시설(2건)
주차장(11건),상업시설(3건),
공공업무시설(1건)
주차장(26건),상업시설(11건),
공용시설(4건), 공공업무시설(4건)

나. 향후 활용전망
(1) 국내외 여건 및 기술의 시장성
데크플레이트 시장은 1997년 새로운 신시장 개척 이후, 2007년 2천억 원 규모로 형성됐고,
2007년 이후 매년 11.5%씩 성장하여 2017년 5,500억~6,000억 규모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2014년 LH공사에서 탈형데크를 전격 설계 적용 이후 민간건설사에서도 탈형데크, 단열데크의
데크플레이트 시장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 활용가능분야 : 지하주차장, 공용시설, 공공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외의 경우, 본 신기술과 동일한 기술은 없으며, 유사기술로는 3줄 배근에 강판 또는 합판을
데크로 적용하고 있으며, 당 신기술의 탈형데크는 2열배근 및 합성수지판넬(GMT)를 데크로 적용
하고 있고, 단열데크는 “ㄷ”채널을 설치하고 탈형하는 것으로 본 신기술과 차별화과 뚜렷하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3열의 트러스거더를 2열의 트러스거더로 적용할 수 있어 철근의 물량을 약 33% 저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비 절감에 따른 국내외 건설시장에 확대가 기대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데크플레이트공법은 유럽 및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남미 등지의 현장
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크플레이트 공법의 경우, 본 신기술이 구현하고
있는 탈형데크플레이트 공법이 아닌 데크판을 존치시키는 구형 공법으로서 관련 유사기술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당 기술은 기술적 우위와 더불어 기술가치의 독점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관련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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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비고

탈형데크(2열)

㎡

1

24,283

23,808

48,091

탈형데크(3열)

㎡

1

33,071

24,047

57,118

단열데크

㎡

1

58,152

22,402

80,554

(2) 공사비
구 분
탈형데크

단열데크

단위

수량

공사비

금액차이

절감율

기존 탈형데크

㎡

1

64,356원

신기술 탈형데크(2열)

㎡

1

48,091원

16,026원

25.27%

신기술 탈형데크(3열)

㎡

1

57,118원

7,238원

11.25%

기존 단열데크(100T)

㎡

1

93,895원

신기술 단열데크(100T)

㎡

1

80,554원

13,341원

14.21%

(3) 공사기간
구 분

탈형데크

단열데크

기존기술

신기술

기존기술

신기술

판개작업 및 고정

7.5일

7.5일

7.5일

7.5일

해체작업

5일

2.9일

4.6일

2.6일

계

12.5일(100%)

10.4일(83%)

12.1일(100%)

10.1일(83%)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제품을 공장에서 선제작하여 조달한 후, 현장에서 판개작업을 하여 설치하고, 부철근
배근 및 이음철근을 배근하게 되면 설치가 완료된다. 설치완료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며, 콘크
리트 양생후 탈형하게 되면 제품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공사완료 후 신청기술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환경적 측면에 있어, 해체된 합성수지 데크의 재사용이 가능하고, 단열재를 거푸집으로 적용함으
로써 거푸집 물량을 절감하게 되어, 국내 건설 산업에서 유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
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 및 저탄소 녹색기술이다.
향후 건설현장에 보급될 경우, 기존 합판 거푸집 공법의 단점인 비계획적 시공, 건설폐자재 증가,
시공정밀도 저하와 같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 데크플레이트의 단점으로 지적
되어온 보수·보강의 문제(하부강판의 해체), 철근배근의 과다로 인한 문제, 철근데크를 사용함으
로써 발생하는 처짐과 재활용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시장 확대속도는 매우 빠를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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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 힌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ISP라멘-Isolation System Using Plate)(제834호)
(보호기간 :

2018. 01. 29. ～ 2026. 01. 2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 힌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벽체 하단에 모멘트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 벽체 및 기초의 크기를 감소시켜 경제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켰음은 물론 지간장이
길고 벽체의 높이가 낮은 경우 라멘교에 크게 발생하는 부정정력을 감소시켜, 유지관리에 유리한
합성형라멘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벽체와 거더의 연결 방식을 개선하여 시공 중
안전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합성형라멘교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강합성 거더 제작

2. 하단분리재 제작
- 모멘트 전달 분리위한 하단분리재 제작
3. 벽체부 굴착(터파기) 및 말뚝 시공
- 모멘트 전달의 최소화로 하부구조 치수 감소 및
경제성 확보
- 공사규모 및 토공량, 말뚝 수량 감소
- 물량 감소로 인한 시공성 향상 및 공사기간 단축
4. 기초 철근 및 거푸집 설치
- 모멘트 전달의 최소화로 하부구조 치수 감소 및
경제적설계, 물량절감
- 시공성 향상 및 공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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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단분리재 설치
- 모멘트 전달을 분리시키기 위한 하단분리재 설치
6. 기초 콘크리트 타설
- 하부구조의 감소로 경제성 향상
- 시공성 향상 및 공사기간 단축

7. 1차 벽체 거푸집 설치,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8. 연결강재 설치, 강합성 거더 가설 및 연결
- 연결부 단순거치 가설
- 가설시 전도 및 낙교방지용 전단볼트 삽입
- 가설 후 플랜지 보강을 통해 볼트이음
-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 증대

9. 잔여벽체 및 바닥판 시공

10. 접속슬래브 및 포장 시공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자

공사규모
연장

달천 하천기본계획 및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괴산군

3@41.8=125.4m

13.5m

15.11 ∼ 16.05

시화지구 완충녹지 그린브릿지 건설

한국수자원공사

42.0m

30.0m

14.02 ∼ 14.08

이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합천군

42.0m

8.9m

13.05 ∼ 13.11

장문 천연가스발전소 진입교량

SK건설

3@41.0=123.0m 14.50m 14.11 ∼ 15.09

신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무주군

2@36.5=73.0m

6.5m

12.05 ∼ 12.07

대미원제 축제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25.0=50.0m

12.0m

12.10 ∼ 13.04

김포한강신도시 조경공사(6공구)

LH공사

33.25m

5.50m

13.04 ∼ 13.07

송정소하천 정비사업

순창군

23.0m

7.0m

13.11 ∼ 13.12

지소교량 가설공사

장수군

2@20.75

6.0m

13.09 ∼ 13.12

김포 학운 일반산업단지

김포시

2@21.7=43.4m

34.5m

14.05 ∼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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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원

공사기간

비고

위 교량을 포함한 196개소 교량의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최초 시공 이 후 연도별 활용실
적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설계 반영 및 시공실적 현황, 2017.12현재]

나. 향후 활용전망
교량 유지관리 비용 중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장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4%에 달하고 있으며,
장지간 합성형라멘교의 등장에 따라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 장치가 없는 합성형 라멘교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기술은 유지관리성이 뛰어난 합성형라멘 중에서도 기초의 크기를 줄여
시공성, 경제성 및 적용성을 개선한 기술로 향후 지장물이 인접한 교량이나 벽체의 높이가 낮고 지
간장이 길어 기존 합성형라멘교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장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활용성이 뛰어난
기술이다.

[교량 유지관리 비용]

[교량 형식별 적용 개소]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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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기술

신기술

기존 기술은 벽체와 기초가

벽체 하단과 기초 사이에

강결되어

영구 유사 힌지를 두어

벽체

하단에

발생하는 모멘트가 그대로

벽체

기초 상단에 작용

발생하지 않도록 함

기초

상단에

작용하는

모멘트로 인해 지반반력이
커지고 이로 인해 큰 기초
필요

하단에

모멘트가

따라서 기초 상단에 모
멘트가

작용하지

않고

등분포에 가까운 지반반
력이 발생해 기초의 크기를
축소시킬 수 있음

신기술 공법은 벽체 상단에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아 기초의 크기를 축소시킬 수 있어 경제성 및
적용성이 기존 기술 대비 우수하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신기술 공법은 라멘교의 기초 규모를 40%~60% 축소시킬 수 있는 기술로 그에 따른 경제성 및
적용성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라멘교 시장에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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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교량에 신기술 공법을 적용할 경우 기초의 규모를 40%에서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말뚝 기초의 경우 그 경제성은 더욱 향상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강합성 거더 적용

강판형 거더 적용

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신기술

기존기술

재료비

62,269,455

59,211,016

55,866,099

73,862,814

관급자재

54,476,367

91,643,238

49,770,990

87,718,724

노무비

121,391,454

144,357,709

109,709,983

131,263,484

경비

59,885,359

67,211,200

52,124,646

70,075,775

공사원가

298,022,635

362,423,163

267,471,718

362,920,797

총공사비

370,773,097

444,962,220

332,467,988

444,549,818

비교

83%

75%

(2) 공사비
신기술은 기존기술과 상부 거더의 공사비 감소는 크게 없으나, 기초 상단에 모멘트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하부 기초의 규모를 축소해 토공량을 비롯한 기초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특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의 본수를 줄여 공사비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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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기간
강합성 거더 적용

강판형 거더 적용

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신기술

기존기술

하부 공사기간

20 (0)

27 (+7)

20 (0)

28 (+8)

총 공사기간

189 (0)

195 (+6)

174 (0)

176 (+2)

최적 공사기간

172 (0)

182 (+10)

164 (0)

173 (+9)

실 현장 작업일

56 (0)

66 (+10)

48 (0)

57 (+9)

비 율(실 작업)

85%

100%

84%

100%

(4)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는 기존기술 대비 큰 절감 효과는 없으나 초기 비용 감소로 인해 생애주기
비용 측면에서는 15% 정도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초기비용

375,388,511

442,342,624

유지관리비용

97,999,139

103,256,415

총 LCC

473,387,650

545,599,039

상대비용

0

(+)72,211,389

상대 LCC

1.00

1.15

초기비용/총 LCC(%)

79%

81%

유지관리비용/총 LCC(%)

21%

19%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신기술은 기초의 규모를 축소시켜 토공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공사기간, 투입되는 자재량 등을
감소시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 시키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도 동일 교량에 신기술 공법을
적용할 경우 기초의 규모를 40%에서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서 환경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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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술정보
만 달러, Paul G.Allens’ Vulcan Inc.로부터 천

미국 교통부의 ‘Smart City Challenge’

만 달러, 타 사기업 파트너로부터 9천만 달러를
지원받아 스마트시티 플랜을 도시에 구축 중이다.

추진 현황

미국 교통부는 콜럼버스 뿐만 아니라 모든 7개
최종후보지에 대하여 정부 및 민간 부문 파트너

들어가며

들과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플랜이 도시에 건설되

미국은 교통혼잡 해소, 도시범죄 통제, 경제성장

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공표하였다.

촉진, 기후변화 대응 등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Smart

City

Challenge’의

추진과

더불어,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

2016년 10월 첨단 기술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Smart Cities Initiative’를 선언하여 총 1.6억

지방 정부에 약 65백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달러 규모의 R&D 투자를 발표 및 추진 중에 있다.

발표했으며, 스마트시티 기술 데모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주요 부처인 미국 교통부는 최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포트랜드, 덴버가 수혜

4천만 달러를 한 도시에 지원하여 교통네트워크에

도시에 포함되었다.

자율주행차, 커넥티드비히클, 스마트센서 등의 혁신
기술을 완전 통합시킨 첫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자,

▶ Smart City Challenge 추진과정 및 7개 후보도시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Smart City Challenge’
를 기획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국 스마트시티
구축의 핵심과제인 ‘Smart City Challenge’ 추진
현황 및 최종 선정된 주요 도시들의 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Smart city Challenge’ 추진 현황
자료 : https://www.transportation.gov/smartcity/highlights, updated April 13, 2017

2015년 12월 미국 교통부의 ‘Smart City
Challenge’ 발표 후, 2016년 2월까지 미국 내

최종 선정도시들의 제안 및 추진내용

총 78개 도시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민간

첫 라운드의 78개 도시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부문에서도 초기 참여업체 Volcan, Inc.와 Mobileye

살펴보면, 크게 다음 6가지의 공통적인 도시교통

외 AT&T, NXP Security Technologies, DC Solar

도전과제를 볼 수 있다.

등 업체들이 대거 참여의사를 밝혔다. 교통부는
2016년 3월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포트랜드,
덴버 등 7개의 도시를 최종후보지로 선정하였고,
5월 후보도시들을 방문하여 시장 및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최종제안서 관련 회의를 가졌
으며, 6월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를 최종 선정지로
발표하였다. 이에 콜럼버스는 교통부로부터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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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7개 도시의 스마트
시티 구축 목표, 주요 전략 및 사업을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미주리주 캔사스시티
캔사스시티는 시민과 공공정책자의 도시 통행
및 삶의 질에 대한 이해 제고를 추진목표로 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았다. 이를 위해 통행 흐름, 교통사고, 에너지이용,
‘Smart

대기오염물질, 주민의 건강 및 주거활동 등에 대한

Columbus’ 데모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오픈데이터 아키텍처를

유아사망률 40% 절감 및 건강형평성 50% 개선을

통해 교통공학, 도시시스템 운영, 계획 등 다방

스마트시티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커넥티드

면에서 수집·분석된 데이터가 적극 활용되도록

교통신호 및 통합 교통데이터시스템을 이용한 어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콜럼버스는

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스마트 교통신호 설치, 스마트 도로
전등, 통행자 정보 제공 및 결제 키오스트, 무료
공공 와이파이 등을 통한 BRT 개선,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공급 등을 제안하였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미국에서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피츠버그는 가로조명, 전기차 그리고 발전
분야의 데모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교통
부문의 대기오염 50% 감소를 목표로 삼았다.

■오레곤주 포트랜드

이에 4만개의 가로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지역

포트랜드는 모든 커뮤니티가 신교통수단에 접

대기의 질을 모니터하는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가로

근성을 가지고 정보를 습득하여 교통결정을 내리

등을 설치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공공차

도록 돕는 데 사업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량의 전기차 전환 등의 사업내용을 제안하였다.

공공교통 캠페인 및 비디오 콘테스트 등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 유도,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이민자 등 사회약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단체들과 파트너쉽 체결, ‘pop ups’, 아이
디어 벽, 슈퍼챗 등을 통한 시민들과 소통 등을
제안하였다.

도시경제가 화물운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덴버는 스마트시티의 구축을 목표로 화물운송의
안정성/신뢰성 향상, 대기오염물질/공차주행/엔진
소음 감소를 설정하였다. 이에 커넥티드 화물 주차
및 교통정보 시스템, 화물차량 우선신호, 지정

■텍사스주 오스틴

주차 및 조업장 등을 통한 커넥티드 화물도로

오스틴은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소외계층에게
경제활동 기회 제공 및 빈곤층의 확대 절감을
스마트시티의 추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Mobility MarketPlace’를 설치하여 노약자, 장
애인, 신용불량자 등 사회약자의 이동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의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콜로라도주 덴버

조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제안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카풀 통근자를 증가시켜 교통
비용부담 감소, 이동성 증진, 교통체증 완화 등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커넥티드 카풀 전용
도로 설치 및 카풀 픽업/드랍오프용 연석공간 지
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카풀매칭 스마트폰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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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카풀픽업 플라자 설치, 카풀 전용도로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도록 지원하는 커넥
티드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제안하였다.
맺음말
미국 정부는 콜럼버스를 포함한 7개의 선정 도시
들이 향후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타 도시들에게
모범사례로 세워지길 기대하며, 각 도시들의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공유할 것을 계획
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쉽, 기술지원, 자금조달기회
등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내 다른 도시들의 스마트시티 수행지원을
위한 연방자금 지원기회를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관/공이
협력하여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도록 지원하고, 대
규모의 예산지원을 통해 주요 도시 및 기술보유
업체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스마트도시 계획 및
구축 시 일반적인 도시교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의 특색에 맞는 교통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
개별도시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다양하게 추진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1. www.transportation.gov/smartcity
2. U.S. DOT, “Smart city challenge: Lessons
for building cities of the future”(www.transpor
tation.gov/policy-initiatives/smartcity/smartcity-challenge-lessons-building-cities-future,
downloaded in April, 2018)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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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8년 5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용 역
발 주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1,600

조건부

(53)

채택

2017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 전체보수 D=250~1,200mm,

23,140

조건부

기본 및 실시설계(1구역)

(866)

채택

2017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 전체보수 D=300~1,000mm,

10,013

조건부

기본 및 실시설계(2구역)

(894)

채택

2017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 전체보수 D=300~1,200mm,

20,012

조건부

기본 및 실시설계(3구역)

(859)

채택

2017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 전체보수 D=300~1,200mm,

23,983

조건부

기본 및 실시설계(4구역)

(906)

채택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 면적 : 90,063.9㎡
52

심 의

실시설계 및 성능개선공사 · 내용 : 노후 시설정비(산책로, 운동
여부 검토용역

시설, 휴게시설), 위험수목 제거 등

비고

조경

· 위치 :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
광진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53

L=12,073m

토목

․ 부분보수 D=250~1,500mm, 866
개소, L=4,330m,
· 위치 :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
강북구,도봉구,노원구
54

L=4,302m

토목

․ 부분보수 D=300~1,000mm, 497
개소, L=2,485m,

설 계
심 의

· 위치 : 양천구,강서구,구로구,
영등포구,동작구
55

L=6,525m

토목

․ 부분보수 D=300~1,500mm,
1,427개소, L=7,135m,
· 위치 : 금천구,관악구,서초구,
강남구,송파구,강동구
56

L=12,274m

토목

․ 부분보수 D=300~1,500mm,
797개소, L=3,985m,
정밀안전
진단심의

51

모래내고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 연장 488m, 폭 16.0m(편도2차로)
· 상부형식 RC 라멘 98m, Steel Box
115m, RC Box 150m

- 32 -

(184)

조건부
채택

토목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8년 5월)
(단위 : 백만원)
심
기 간

분 야

사

업

사

현

황

명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건

축 2018년 운현궁 보수 설계용역 등 14건

339

310

교

통

태릉입구역 사거리교차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5건

109

96

기계설비

서울대공원 오수처리장 폭기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21

18

도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16건

1,214

1,141

로

도시계획

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3건

350

333

상하수도

중곡빗물펌프장 유역 하수도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 등 9건

327

323

소

마포소방서 승강기 증축 소방설비공사
감리용역 등 2건

57

55

2018.05.
방

전기통신

6호선 신호시스템 안전(성능)진단 용역 등
용역 등 9건

402

362

조

경

인왕산 지역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설계용역 등 7건

178

171

지 하 철

2018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8건

4,760

4,616

기

시흥동 금천 폭포공원 옆 노후옹벽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건

444

442

8,201

7,867

타

계

79건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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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세상
국가기술자격 정보
시사상식 용어
< 2018년 제115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4.06~4.12

리테일테크(Retailtech)

필기시험
면접시험
필기
합격자
합격
원서접수 면접시험
시험 (예정)자 (인터넷)
발 표
발표
5.13
6.22 6.25~6.28 7.21~7.28 9.7

소매를 뜻하는 리테일(Retai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신조어다. 편의점이나 마트, 패스트푸드점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매점에 첨단 정보통신기술

< 2018년 제63, 64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필기
합격
원서접수
시험 (예정)자 (인터넷)
발표

실기시험

3.16~3.22

3.31

4.13

4.16~4.19 5.26~6.10

6.22~6.28

7.14~
7.15

7.20

7.23~7.26 8.25~9.7

(ICT)을 접목한 것인데, 유통업계에서는 매장 운영의

합격자
발 표

효율성 추구와 더불어 고객에게 혁신적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6.15
6.29
9.14
9.28

리테일테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기반 기술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
첨단 기술이 점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무인점포, 바이오
인증을 이용한 형태의 결제방식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 2018년 제2회 기사 ·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3.30~4.05

필기시험 실기시험
필기
합격자
합격
원서접수
실기시험
(예정)자
시험
발 표
(인터넷)
발표
7.20
4.28 5.18 5.21~5.25 6.30~7.13
5.28
8.17

1. 무인점포 : 첨단기술이 점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편의점의 경우 자동 스캔이 되는 컨베이어 벨트에 내가
고른 물건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바코드가 인식되어
가격 및 정보가 나와 결제를 할 수 있다. 또, 손님이
결제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편의점 문이 열리는 시스

< 2018년 제2, 3회 기능사 시험일정 >

템도 활용하고 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필기시험
필기
합격
합격자
원서접수
시험
(예정)자 원서접수 실기시험 발 표
(인터넷)
(인터넷)
발표
6.15
3.16~3.22 3.31~4.08 4.13 4.16~4.19 5.26~6.8
6.29
9.14
6.22~6.28 7.7~7.15 7.20 7.23~7.26 8.25~9.7
9.28

2. 인공지능 챗봇 도입 :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
(Robot)의 합성어로 사람과의 문자 대화를 통해 질
문에 알맞은 답이나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
지능(AI)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 :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색 비
교가 필요한 립스틱, 블러셔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www.q-net.or.kr]

증강현실(AR)을 이용한 메이크업 시연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 원고를 받습니다 !

4. 드론 배송 보편화 :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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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본부가 드론으로 우편물을 배송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일반화할 계획이다. 미국, 중국 등에서는
이미 산간지방으로의 배송이나 악천후 속에서의 배송을
테스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제ⓔ야기[http://blog.naver.com/mosf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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