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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주택 시장에서 재고주택 시장으로 주택산업 구조의 변화

 그간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중심축은 신축 분양주택에 있었다. 인구가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주택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신축 주택공급으로 수요를 충당해 왔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수요도 가세한 결과였다.

 최근 들어 점차 인구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신규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수요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1~2인 가구가 50%를 넘어섰으며 독신자, 맞벌이 부부, 노인세대 증가 등으로 주택수

요가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신축 분양주택 중심에서 기존 재고주택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진화된 주택수

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주택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상태의 

주택으로 유지하고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맞추어 고쳐 쓰는 주택이 요구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2. 쉽게 고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주택으로 미래 변화 대비

 장수명주택은 튼튼한 구조체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내부구조나 설비배관을 쉽게 고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다. 100년 수명을 목표로 해서 100년 주택이라고도 한다. 

 장수명주택은 초기 건설 당시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 후 미래의 거주자 수요나 기술

변화에 대비해 변화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단위:%,()은 가구수

 

<통계청 (2015)>

<가구원수별 가구 추이>  <주택유형별 거주가구 변화> 

》  칼  럼

 쉽게 고쳐 오래 쓰는 장수명주택 시대 현실이 된다.
   
   박 지 영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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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아파트는 벽식구조로 움직일 수 없는 내력벽으로 방이 구분되어 있어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장수명주택은 기둥식으로 뼈대를 구성하고 건식벽체로 방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소

비자의 기호에 따라 내부구조 변경이 자유롭다.

  <벽식구조와 기둥식구조 비교> 

 장수명주택에 살게 되면 새로운 식구가 늘거나 분가해서 가족 구성원이 변함에 따라 방의 수나 위

치를 변경할 수 있다. 주택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장수명주택으

로 이사할 경우에도 거주자의 상황에 맞게 고쳐서 들어갈 수 있다. 재택근무형 주택으로 변경하거나 

무장애주택으로 고치는 것도 가능하다.      

<장수명주택 구조변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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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설비 배선이나 배관이 구조체에 매립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 쉽게 교체나 수리가 가능하다. 

배관의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를 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할 때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장수명주택에서는 배관·배선이 구조체와 분리되어 있어 ICT 기술과 같이 하루가 다

르게 변화되는 기술을 수십년 후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체와 분리되어 있는 배관·배선> <욕실 층상 배관>

3. 정부에서도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통해 장수명주택 확산 노력 

 장수명주택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출 수 있고 조기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발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어 장수명주택의 확산을 위해 2014년 12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제정되었다.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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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장수명주택 일반등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

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을 평가해서 최우수·우수·양호·일반 4개 등급

으로 인증하고 있다. 

 내구성은 아파트 구조체가 얼마나 튼튼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는가, 가변성은 내부구조를 얼마나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가, 수리용이성은 배관·배선을 얼마나 쉽게 고칠 수 있는가이다.

<세대 내 독립된 설비 공간> <조립 배관 교체와 수리 용이성 예시>

 기존 아파트 건설비 보다 10~20% 늘어나는 장수명주택의 초기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장수명주택의 

보급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장수명주택의 사업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우수, 우수

등급에 대해 건폐율, 용적율을 15% 더 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수명주택의 사업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장수명주택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4.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실증 사업

 LH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SH공사와 공동추진하고 있는 국책연구과제를 통하여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을 적용한 공동주택 실증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명주택 인증기준을 적용한 등급별 

장수명주택 기술, 비용, 제도의 검증을 위하여 세종시 공동주택 단지에 무량판구조와 라멘구조로 된 

장수명주택 2개동을 설계, 시공하고 완공 후 평가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증사업 대상지는 세종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단위세대면적 59㎡ 15층 2개동 116세대로 설계

되었고,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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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실증단지 조감도>

<장수명주택 예상 Mock-Up 모델>

5. 장수명주택 적용 기술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은 라멘구조나 무량판구조와 같은 기둥식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석고보드복합

패널과 ALC블럭과 같은 건식벽체로 실을 구획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물 사용공간(Wet 

Zone)의 이동을 고려하기 위해 슬래브 단차가 없는 벽배관 화장실을 적용하였다.

<라멘 구조에서 교체 가능한 건식 벽체 예시> <건식 ALC 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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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배관 수리용이성 확보를 위한 건식 온돌> <라멘구조 유공보 공법>

 

1) 건식 외벽

 아직까지 주거에 건식외벽을 적용하는 것이 낯설지만 장수명주택에서 지향하는 가변성을 고려하여 

실의 용도 변경에 따른 창호 변경 가능성을 감안하면 교체 가능한 건식외벽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20~30년 후 리모델링을 고려하면 교체 가능한 건식외벽 기술의 효용성의 기대가 크다.

 최근 Tilt-In 방식으로 손쉬운 탈부착이 가능하며, 세대별 다양한 외벽 구현 가능한 건식외벽 기술이 

개발되어 실증단지 일부에 적용하였다.

<교체 가능한 건식 벽체 예시> <Tilt-In 방식을 적용한 교체 가능한 건식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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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필(Infill)

 기존의 석고보드복합패널은 Slab-Slab 공법으로 최소화하는 Floor-Ceiling 공법도 적용하였다. 화장

실의 슬래브 단차없는 벽배관 공법은 세대나 변기 배관을 벽을 통해 샤프트의 수직배관으로 연결하여 

층상배관을 실현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을 통해 수직배관 인근에서 화장실 이동이 가능하고, 배관 누수 

문제로 아래 위집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화장실 소음문제도 저감하는 장점이 있다.

       

   Floor to Ceiling       Slab to Slab

<건식 석고보드 복합벽체> <슬래브 단차 없는 벽배관 화장실>

6. 결언

 장수명주택은 신축 시 아파트의 내부구조나 설비배관을 쉽게 고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적은 비용으로 

좋은 상태의 주택으로 유지하고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맞추어 쉽게 고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수명주택이 시장에 보급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 장수명화에 

따른 초기 건설비용의 부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은 벽식구조 건설비용 수

준의 장수명주택으로 실증사업 현장에서 비용과 기술이 입증되고 있다. 앞으로 주택의 유지관리가 중요

시되는 시대에서 이러한 장수명주택이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명주택 시대 실현이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다.

<참고문헌>

1.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2014.09~2019.09), 장수명연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뉴시스 [2015 인구주택총조사] [그래픽] 1인가구 비율 27.2%,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60907_0012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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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끊긴 녹지축 5곳 추가 연결

 서울시가 2019년 말까지 도로 등으로 끊어진 녹지축 

5곳을 연결한다. 

 작년 서울의 남북을 잇는 ‘남북녹지축’에 해당하는 

‘무악재 녹지연결로’(안산~인왕산 연결)와 지선으로 

뻗어나가는 ‘산림지선축’에 해당하는 ‘양재대로 녹지

연결로’(달터근린공원~구룡산 연결), ‘방학로 녹지

연결로’(단절된 북한산공원 연결) 등 3곳을 개통

한 데 이어, 외곽 주요 산을 따라 둥글게 형성된 

‘환상녹지축’에 해당하는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등 5곳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악재 녹지연결로(2017.12.준공)>

※ 서울의 녹지축은 ▴외곽 주요 산과 자연지형을 따라 

둥글게 형성된 ‘환상녹지축’ ▴남북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 ▴환상녹지축과 남북녹지축의 지선으로 뻗어

나가는 ‘산림지선축’으로 구분된다.

 시는 각 녹지축별로 고르게 연결로를 놓아 인간과 

동물이 함께 걷고 누리는 녹지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둘레길 같은 기존 산책로와도 

연결해 자연친화적인 보행 네트워크도 확장한다는 

목표다.

 ‘녹지연결로’는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교량(폭 

10~20m) 형태로 조성된다. 연결로에는 동물이 

이동하면서 먹이도 찾을 수 있는 ‘녹지대‧동물이동로’

(최소폭 7m 이상)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보

행로’(폭 2m 내외)를 함께 설치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형 녹지연결로로’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보행로와 동물이동로 사이에 울타리를 설

치해 두 이동로를 확실히 분리하고 키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다층구조로 섞어 심어 동물에게는 

사람의 간섭을, 사람에게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

해를 각각 최소화한다.

 내년까지 새롭게 개통하는 녹지연결로 5곳은 ①

은평구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18.6.30. 개통, '18.8. 

준공) ②관악구 호암로 녹지연결로('18.6.18. 개통)와 

③신림6배수지 녹지연결로('19.7. 준공) ④강남구 

개포2‧3단지 녹지연결로('19.2. 준공)와 ⑤강남구 

개포로 녹지연결로('19.12. 준공)다. 

 지난 30일 개통한 은평구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는 서오릉로 6차선 도로로 단절됐던 봉산~앵봉산을 

길이 70m, 폭 10m 규모의 교량 형태로 연결한다. 

서울둘레길 7코스(봉산‧앵봉산)와도 바로 연결돼 

안전하게 한 번에 이어서 걸을 수 있다.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조감도>

 내년 7월에는 관악구 관악산~호암산~삼성산으로 

이어지는 5.9km 규모의 녹지축이 완전하게 연결

된다. 현재 관악산~호암산, 호암산~삼성산 구간이 

각각 도로로 끊어져있는 가운데, 2개 녹지연결로가 

순차적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로(호암로)와 아파트 건설로 끊겼던 관악산~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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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산을 연결하는 ‘호암로 녹지연결로’도 지난 

18일(월) 개통하였다. 난향삼거리 주변에 길이 

40m, 폭 10m 규모의 교량형태로 설치되어 관악산 

등산로, 서울둘레길 5코스(관악산)와 이어져 끊김 

없이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호암산~삼성산 구간은 2차선 도로로 끊긴 곳으로, 

길이 30m, 폭 10m 규모의 ‘신림6배수지 녹지연

결로’가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관악산~호암산~삼성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완전히 연결되면 관악산 등산로, 서울둘레길 5코스

(관악산)까지 끊김없이 한 번에 걸을 수 있게 돼 

걷기 마니아들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모산~개포‧달터근린공원(구룡역)~양재천에 이

르는 총 3km 규모의 녹지축도 내년 말 완전히 

연결돼, 대모산에서 양재천까지 한 번에 걸을 수 

있게 된다. 

 8차선의 양재대로로 단절된 대모산~개포근린공

원을 연결하는 길이 52m, 폭 30m 규모의 대형 

녹지연결로는 내년 2월 개통한다. 특히, 녹지연결로 

사업 최초로 기부채납(공공기여)을 통해 조성된다. 

개포2‧3단지 재건축조합에서 공사비 70억 원 전

액을 부담해 완공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포로(4차선)로 끊긴 달터근린공원~양재천 사이

에는 길이 35m, 폭 20m 규모의 ‘개포로 녹지연

결로’가 놓인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기본‧실시설

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자연생태과 (02)2133-2153〕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완료 
 서울시는 1976년 9월 건설되어 국내 최초로 

하루 15만㎥의 하수를 처리하던 중랑물재생센터 

제1처리장을 지하화‧현대화하여 기존 제3․4처리

장보다 방류수질이 향상된 하루 25만㎥의 하수

처리시설을 갖추어 6월초 완공하였다.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기존의 지상 

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공간에 크기는 

줄이고 성능은 높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를 완료

하였다. 기존 시설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 노

후화가 심하고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개선이 

요구되었었다.

 앞서 지상의 서울하수도과학관, 물순환테마파크 

등 주민친화시설(38,000㎡)은 2017년 9월 조성

하여 시민에게 돌려준 바 있으며, 현재 명소로 

자리매김 되어 한 달 5,000여명 내외의 시민과 

어린이 등 관람객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은 하수처리 반응

조에 미생물이 부착 서식할 수 있는 여재(여과용 

재료)를 충진하여 생물학적 처리와 물리적인 여

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공법으로 알려진 생물

막여과공법(SBAF)이 적용되었다. 대용량 수처리

시설에 생물막여과공법을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생물막여과공법은 1차 침전지→생물반응조→2차 

침전지 등 3단계로 처리되는 기존 공정을 고속여과

→생물여과의 2단계로 압축시켜 빠르고 안전하게 

하수 처리가 가능해진다. 

 하수처리 마지막 단계로 정밀한 여과가 가능한 

중력식 섬유디스크필터공법을 활용한 여과를 통해 

용존산소(DO, Dissolved Oxygen),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Chemical Oxygen Demand), 

부유물질(SS, Suspended Solid), 총질소(T─N, Total 

Nitrogen), 총인(T-P, Total Phosphorus) 등 방류

수질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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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대화 방류수질> (단위 : ㎎/ℓ, 개/㎖)

구   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방류수질기준
(환경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
하

3,000이하

시설현대화 
방류수질

1.1 7.4 3.3 14.8 0.223 10이하

 아울러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하수처리장에서 처

리되지 않는 하수와 빗물이 그대로 한강으로 유

입되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기우수처리

시설(50만㎥/일)도 지하에 설치했다. 방류수질은 

BOD, SS가 40㎎/ℓ이하로 처리되어 방류된다.

<초기우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구 분 BOD(㎎/ℓ) SS(㎎/ℓ) 비 고

유입수질 150 250

방류수질 40이하 40이하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은 단계별로 추

진되고 있으며, 금번  완료되는 1단계 사업을 시

작으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현재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84〕

서울시, 내부순환로 월곡IC~화랑로 

진출연결로 설치

 서울시는 내부순환로 월곡IC 주변 교통정체 해

소를 위해 내부순환로 월곡IC~화랑로 성북트리즘 

앞 평면교차로에 진출연결로를 추가 설치한다. 

 내부순환로 월곡IC는 정릉·태릉 방면과 하월곡

IC를 이용 북부간선도로로 진출하는 차량들로 

심각한 정체구간이다. 특히 60.3%의 차량이 정

릉방면 진출차량인데, 직결 연결로가 없어 하부

도로에서 우회하는 차량으로 인해 월곡로와 화

랑로 일대 교통정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는 이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17년까지 내부순환로 월곡IC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으며, 올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9년 착공해 ’20년 완

공예정이다.

 내부순환로 월곡IC 진출연결로가 추가 설치되면 

정릉방면 진출차량들이 내부순환로 하부도로에서 

우회하지 않고 바로 진출이 가능해지며, ▴종암

사거리~월곡역입구 교차로 15.2km/h ▴월곡역교

차로~동덕여대 방향 3.7km/h ▴월곡역 교차로~

성북트리즘 빌딩 교차로 2.6km/h 등 통행속도가 

증가돼 주변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계획과 (02)2133-8082〕

서울시, 제설장비로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

 겨울 내내 눈 오는 날 도로결빙 예방에 사용됐던 

제설장비가 올여름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장비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겨울철 초동 제설작업을 위해 서울 

전역 53개소에 설치돼 있는 ‘자동액상살포장치’를 

6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가동, 도로 위 미세

먼지 제거에 나선다. 제설장비인 ‘자동액상살포

장치’를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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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액상살포장치’에 깨끗한 물을 넣어 도로 

위에 물을 자동 분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배기

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뜨거워진 

도로 열기도 식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액체를 자동 분사하는 장치의 특성을 활용해 

발상의 전환을 한 사례로, 추가 예산이나 인력투

입 없이도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

 ‘자동액상살포장치’는 겨울철 강설시 눈을 녹이는 

염수를 분사하는 장치로, 노즐을 통해 도로 노면

으로 원격 자동분사한다. 현재 동작대교 남단, 

도림고가차도, 남산소파길을 비롯해 서울 전역의 

제설 취약지점 53개소의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

돼 있다. 

 여름철 자동액상살포장치는 평일 9시부터 18시

까지 운영하며 서울시내 미세먼지 심한 날(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평균농도 50㎍/㎥ 초과))과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원격제어 방식으로 

가동된다. 2시간 간격으로 15분 동안 운영되는 

식이다. 시는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동시간과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액상살포장치 가동 사진>

〔도로관리과 (02)2133-8185〕

서울시 ‘근로자 편의시설 의무화’ 

 서울시가 앞으로 발주하는 1억 원(공사예정금액)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

게실, 탈의실 같은 근로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

영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 발주공사부터 본격 시행한다.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나 비용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

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

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

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할 예정

이다.

 또,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

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02)772-7210〕

2018년 ‘제3회 서울특별시건설상’ 후보자 공모

 서울시가 안전하고 수준높은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건설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과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건설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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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건설상」은 올해 세 번째 시행하는 

시민상으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실 조사·

확인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토목·건축·설비(전기·기계)분야 총 16명

(대상1, 최우수상 5, 우수상 10)을 선정·시상할 계획

이다.

 접수기간은 6월14일 ~ 7월11일이며,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

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10인 이상 연서로 추천해야 한다.

 후보자 추천 제출서식 및 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분야별정보→건설)를 참고하면 되며, 

접수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ccckil@seoul.go.kr)

으로 가능하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는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화와 공정한 

하도급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과 임금·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을 행정예고하고 7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

기관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사용 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4

제1항)

나.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

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 받은 자는 대금

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

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안 제20조의4제2항)

다. 도급비 50억 원 이상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

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5)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유사 기반시설을 일부 통‧폐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7.12. 

26.)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추가 정비하고, 한시적(’14∼’18년, 4년간)

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공장 특례에 대해 현재

까지 제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추가 

연장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ㆍ기능 등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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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합ㆍ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제1호․제4

호․제6호․제7호, 제3조 제1호․제2호, 제4조 제

1호․제2호, 제4조의2 제7호, 제22조 제7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6의2․제6의4, 제35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호․제2호, 제45조 

제3항 제2호․제5항)

 1) 설치목적 및 입지ㆍ구조기준이 유사한 운동장

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운동장”을 “체육시

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

리의 편의 도모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ㆍ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

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

율적으로 대응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

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

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4) 「하천법」상 하천시설의 일종이며 도시계획시설

로서 지정 실적이 없는 “운하”를 “하천”으로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중복지정하지 않고 

하천의 세부시설로 관리하도록 함

 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신설하여 

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6) 비 공공시설로 자동차검사시설과 같이 공공부

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고 다른 학원과 

기능적 측면에서도 동일하며 개별법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

원”을 기반시설에서 삭제

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

8.12.27.시행) 제85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도시 및 주

거환경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으로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 제2항)

다. 기존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안 제84조의2 

제1항․제2항, 제93조의2)

 1)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40%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해당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부지 내 증축 연장 허용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

지역 명확화(안 제44조제1항)

 1) 보전관리지역 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를 받아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 제한(최대 20%)을 받지 않도록 개선

마.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필요사항 규정

(안 제11조의2)

 1) 조사범위 및 조사항목 등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편입하여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

으로 통합·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6조 제1항 제9호 

및 11호)

 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시설 중 부령으로 규정이 필

요한 시설(운동장, 장사시설 중 일부시설)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조항 신설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

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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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

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나. 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

호에 의해 이미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주

차장이 시행규칙 제6호에 다시 한 번 임의시

설로 규정되어 있는 착오를 수정(안 제6조 제

2항 제1호 삭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

으로 통합․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항․제2항 제6호․
제3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8조 제2항 제8호,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9조 제7호, 제100조, 제101조 

제1항 제5호․제5항․제6항, 제115조 제3호, 제

116조 제5호, 제117조, 제120조 제3호, 제1

36조부터 제147조, 제156조부터 제158조, 

제158조의2, 제158조의3)

 1)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관리의 편의 도모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

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

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

적으로 대응

 3)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신설하여 

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4) 비 공공시설로 자동차검사시설과 같이 공공부

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고 다른 학원과 

기능적 측면에서도 동일하며 개별법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

원”을 기반시설에서 삭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비가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아 당초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비해 실제 안전관리비가 감액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건

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

정예고하고 7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안 제51조제2항)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

도록 함

나. 입찰참가자 사전 고지(안 제51조제3항)

 - 발주자는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사후정산 등의 사항을 공고문 등에 명시

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상에 차량통행이 금지되는 지상공

원형 아파트 등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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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주차장법」 제정 당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택배 

이사차량 진입 등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을 야기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정비 등 제도 보완을 위

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2.7미터 이상으로 상향(안 제6조의2제2항)

 1)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아

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 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하여 주민 간 또는 주민 및 업계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

본적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2)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이용

하여 공동주택 각 동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접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하면서, 각 목으로 

예외 사유를 규정

 3) 제도 정비를 통해 입주민 등 안전과 주거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입부 업계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

나. 공동주택 보안 방범 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에 요구되는 별도의 

설치 기준을 마련(안 제9조)

 1) 보안 방범 시설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등장 및 확산됨에 따라 

기존에 공동주택 보안방법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허용범위를 확대

 2)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에 대해서는 인

터넷 장애에 따라 영상정보가 단절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보완 조치와 함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초 수선주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지급 등 별도의 

설치기준을 규정

다. 소비자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선(안 제12조의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

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부분개정

 국토교통부는 가설공사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 향상을 위한 가설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코드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가설 설계

기준(KDS 21 00 00)」과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

CS 21 00 00)」를 부분개정하고 고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산업표준

(KS)과 건설기준 간 상충 항목 개정

ㅇ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품질 및 성능 규정 개정

ㅇ 최근 적용되고 있는 신기술 및 신공법과 거푸집 

공사 시 붕괴되는 원인 분석 결과를 반영

ㅇ 부분개정 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

방서 코드

 - KDS 21 10 00 가설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부분 개정

 - KDS 21 45 00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설계기준 

부분 개정

 -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부분 개정

 - KCS 21 45 05 가설교량 부분 개정

 - KCS 21 45 10 노면복공 부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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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부분 개정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발령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18.2월)에 따른 

기술형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로 입찰준비기간(현장설명일~

입찰일)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참여기술자에 대한 고강도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

950호, 2017.12.19.)을 일부 개정 발령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술형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기간 신설(안 제37조 제2항제6호)

 -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기술제안 입찰에서 충

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도록 권고 규정 신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4〕

타워크레인 연식별 검사기준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하였

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장비의 연식에 

비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권상장치, 스윙기

어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파괴검

사가 의무화된다. 

 또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임대업체에게 해당 

장비에 대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 점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여 검사 

이전에도 철저한 장비관리가 되도록 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설치·해체 작

업과정의 안전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

료를 제출토록 하여 검사원이 기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

으로 강화하여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주지

토록 했다. 

 아울러, 검사 신뢰성 확보 및 검사 내실화를 위해 

2008년 이후 동결되었던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 

인상*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지속적으로 검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검사수수료(20톤 미만): 현행 91,000원 → 개정 160,000원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 중이며 

정책실명제를 통해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2〕

’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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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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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차 차집관로 성능개선 설계심의

○ 탄천 우안, 목감천 관로 가시설 Type-A(H- 

pile+토류판+S·G·R)구간은 공사중 환경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지장물 조사자료를 확인 후 

sheet pile 등 적정 가시설 공법을 검토할 것

○ 신구콘크리트 접합부는 수밀성 확보 및 시공성 

등을 고려, 수팽창지수재 사용을 재검토할 것

○ 당초 추진구간(4개소)에서 오픈컷 시공으로 

변경한 구간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을 보고서 

및 도면에 반영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지장물 및 

보행자 통행 등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하여 

보완할 것

○ 비탈면 안정성 검토시에는 터파기 주변에서 

1.0m를 이격시켜 하중을 재하한 상태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장비 근접이 불

가피할 경우 대책을 제시하여 시방서와 안전

관리 방안에 보완할 것

○ 구조물에 대한 부력 안전성 검토는 하천변 

공사임을 고려하여 공사중과 완공후로 구분

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검토·제시할 것

■ 제61차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변경설계심의

○ 근접시공구간에 대한 AGS그라우팅은 확실한 

차수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작성

하고, 시공단계별 지하수흐름에 대한 해석을 

시행할 것

○ 공사중(임시) 및 공용중(영구) 계측 관련 계

획을 명기하고, 구조물과 가시설 계측 관련

사항을 구분 보완할 것

○ 구조물 단면 검토 결과를 설계도서에 일목요연

하게 정리하고, 단면 변화 확인이 용이하도록 

설계도면을 보완할 것

○ 지하차도 진출입부 엇갈림구간 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선유도표지 설치 등 감속방안을 

강구할 것

○ 단면별 굴착 및 최종 굴착면 시공방안, 복공판 

상부 장비작업, 굴착면 장비 반입 및 소운반, 

상부슬라브 등 구조물 설치, 가시설 해체공

종을 상세히 연계하여 시공성과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버팀보 등 가시설 설계를 보완

할 것

○ 축류팬과 축류팬 사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

계를 보완하고, 민원을 감안한 소음기 계획을 

검토할 것

○ 접지방식 및 접지계획에 대하여 설계기준 만족

여부를 재확인할 것

■ 제62차 2018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3단계 1,2,3차) 용역발주심의

○ 금회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므로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실시설계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토록 할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설계하여야 함

○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구간에 기존 운행선 

및 각종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설계성과품

으로 언급된 설계기준 외에도 관련된 기준을 

명기하여 상세한 설계가 도출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명기하기 바람

○ 우기철 및 해빙기의 조건을 반영하여 설계단계

에서 안전성검토를 실시하도록 주변지장물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하수 영향범위를 검토

하는 등 주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명기(공사영향범위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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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전도 상세현황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별도 

발주)하여야 하므로, 그 평가 결과를 당 설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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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촉 시 

소방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이설 또는 증설

할 것

■ 제65차 동호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동호대교는 주로 강상판으로 구성되어 있음

에도 누수 및 부식 등에 따른 보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물 점검 및 진단기관 

조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철

저한 시설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 철도교 바닥판하면 데크플레이트 등의 누수, 

백태, 부식의 주원인으로 상부 몰탈층 파손 

및 연결부 누수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조사자의 추정사항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실제 바닥판내부 상태를 추가 조사하여 조치

방안을 제시할 것

○ 본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로 지속

적으로 조사되었으나, 상당기간 미조사된 것

으로 판단되는 단면결손 및 재균열, 볼프파단, 

거세균열, 도장불량 등이 추가 발견되는 등 

그간의 조사 및 관리가 미흡하였으니, 지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할 것

○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기초의 받침교체에 따른 

연직반력과 수평력과의 관계를 재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제66차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심의

○ 철근배근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내하력 검

토를 재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을 재

평가할 것

○ 콘크리트 탄산화 진행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중점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탄산화 보수부분 

제안시 보수구간을 도면에 별도로 작성 기입

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 탄산화 깊이 측정 결과가 전차 점검 및 진단 

결과와 편차가 크므로 전차와 동일한 위치에

서도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 탄산화 진행여부를 

확인할 것

○ 철근 직경 등 철근 규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고 부재 전단력 검토 결과를 제시할 것

○ 벽체 부분은 내부마감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은 바 향후 인테리어 공사시 점검구 

설치 등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안하는 

등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제67차 지양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설계심의

○ 휴게데크 중 주변 경관이 양호한 곳은 필요시 

간벌 및 전정을 시행하여 조망권을 확보할 것

○ 목재바닥판재의 폭을 W90으로 좁히고 뒷면 

홈따기로 할열을 방지하도록 검토할 것

○ 난간 설치는 추락위험구간, 경사구간, 평지형 

곡선구간, 직선구간으로 나눠 구분 설치토록 

하고 추락위험구간 난간 높이는 1.1m로 통일

○ 데크기둥이 2m이상인 곳(목교, 휴게데크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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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위하여 각관 규격 상향 및 횡종단 

보강재 설치를 검토할 것

○ 경사지에 데크가 시공되는 경우, 강우시 비탈면 

활동으로 인한 기초침하, 기초하부 토사유실 

가능성, 기초침하 허용량의 적정성 등을 검토

하고 대책을 제시바람

■ 제68차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신축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

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시설(가

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

계획서에 포함토록 공사시방서에 반영할 것

○ 흙막이 가시설공법 선정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시 주변이 아파트임을 고려하여 소음, 

분진, 진동 등을 최소화하는 흙막이공법을 

제시하도록 할 것

○ 옥상 등 휴게시설 개방 고려할 것(옥상공원화, 

야간 조명설치 등)

  - 유지관리, 범죄 등을 감안하여 부분개방 권고

하며 CCTV 등 필수 검토

○ 조경시설은 『서울시 무장애친화공원 가이드라인

(2015.서울시)』을 참고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

○ 우리시 「건설기술심의 도서작성 기준에 의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기술심사담

당관-16466, `17.9.21)」을 반영할 것

○ 유지관리 부서와 발주부서, 설계자는 설계단계

부터 준공시까지 T/F팀을 구성 ‧ 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

■ 제69차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심의

○ 1/12 경사로 설계되어 있어 눈·비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사부 및 동선교차부에 추가로 

미끄럼방지시설을 보완할 것

○ 어린이·유아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의 

간격을 보완하거나 능형망 설치 검토 필요

○ 구간 중 경사가 비교적 급한 구간에 대해서

는 비탈면 안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적용을 검토할 것

○ 시공성(양생기간 단축 및 자재 운반) 개선을 

위하여 데크로드 기초의 현장타설(인력비빔)을 

PC콘크리트로 대체 검토할 것

○ 휴게데크 구간은 수직하중 뿐만 아니라 다중 

이용인원에 따른 횡하중도 고려하여 기둥재 

규격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콘크리트 기초

부와 접하는 앵커, 플레이트의 부식방지 대책을 

검토할 것

■ 제70차 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심의

○ 폐기물처리방법에 있어 에너지 극대화를 위한 

최근 폐기물 처리 경향을 조사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것

○ 연소실안의 초기적정온도 도달 시간 조사를 

통한 기존 소각로의 최적 운전상태 확인 필요

○ 최대 처리 가능량과 현재의 처리량 관계를 

조사하고 시설물의 운전부하 검토

○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도축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1년)로 연장 검토

○ 연소실의 내화물, 내화벽돌 등 부위별로 고착

되어있는 탄화물 및 Tube의 부착물 상태도 

함께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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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형 단면과 U형 단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보(BESTOBEAM) 공법(제835호)

(보호기간 :  2018. 02. 06. ～ 2026. 02. 0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철골구조 건축물의 보 부재의 설계, 제작, 시공에 대한 것으로, 보 단부의 H형 단면과 

중앙부 U형 단면의 조합으로 구성된 시공개선형 합성보 공법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 기존 공법과 동일하면서도 쉽고 빠른 공사가 가능

    - 중앙부 U형 단면의 최적설계를 통해 층고 절감

    - U형 단면 상부에 콘크리트와의 합성효과를 위하여 전단연결재로 앵글을 사용하여 현장에서의 

스터드볼트 시공의 생략이 가능하여 시공성을 개선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개념도

 

개 념 도

 

신기술의 보-기둥 접합부 시공방법

합성보에서 U자형 철골단면 기본형상

H형단면과 U형단면의 겹침부 상세

 

》  건설신기술소개 



- 22 -

 (2) 신기술의 시공순서

[그림 1] 신기술의 공장 제작 및 현장 시공 순서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처명 시공자명 공사기간 공사규모 위치 특징

1
서울 동자동 플래티넘

오피스 신축공사
㈜동자프로젝트

금융투자
쌍용건설

2013.10.01.~
2013.12.28

지하1층
지상28층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37-85번지

시험시공

2
포항 두호동

호텔 신축공사
에스티에스개발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2014.07.05.~
2014.07.28

지하3층
지상17층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5, 1

시험시공

3
롯데몰 은평

신축공사
은평 PFV
주식회사

롯데건설
2015.01.08.~
2016.11.11

지하2층
지상9층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특별계획구역10-1

지상층
전체시공

4
군포시 산본동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주식회사

하나투자신탁
롯데건설

2015.04.18.~
2016.03.30

지하4층
지상10층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5-6

지상층
전체시공

5
여의도 업무시설 등 

신축공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2015.05.19.~
2017.02.28

지하5층
지상15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지상층
전체시공

6
경인 아라뱃길

물류센터(T3-1) 신축공사

웨스트우드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2016.11.01.~
2017.02.28

지상5층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9-4

지상층
일부시공

7
제주공항 Landside
인프라 확충사업

한국공항공사 금호건설
2017.03.~

시공중
지상4층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외

23필지

지상층
전체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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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외 건설환경은 친환경적이면서 공사비 절감, 인력 노후화 대비 등과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 신기술은 기존의 철골공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이면 대안 공법으로 적용 가능한 공법

이다. 철골공법과 비교하여 철골량 절감을 통한 이산화탄소(CO2)배출량 절감을 이루어 친환경적이면서 

공익성을 확보한 공법이며, 직접공사비 측면에서도 기존 철골공사와 비교하여 약 8.4%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공법과 비교하여 경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시장확대를 통한 활용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중앙부가 U형 강판이고 단부가 H형강으로 구성되며, 전단연결재로 앵글을 적용한 

공법으로 현재 국내외 유사 합성보 공법과 비교하여 형상 및 시공 방법에서 유일한 공법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보-기둥 접합부에서 기존의 H형강 철골조 공법과 같게 개발되어 기존 유사합성보 

공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접합부에서의 강접합 성능확보를 완전히 해결한 공법이다. 따라서 

최근의 빈번한 지진발생으로 인한 내진성능 확보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는 현재상황에서 건설시

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기존 합성보 기술은 물량절감 및 층고절감의 장점이 있지만 시공이 기존 철골보 대비 까다로운 

단점이 있었다. 이 신기술은 기존 합성보 기술의 장점을 가지면서, 기존의 H형강 철골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공되고, 현장 전단스터드 작업을 최소화하여 시공성을 개선하였다. 따라서, 기존 합성보 

기술 대비 공사기간 단축 및 설치비 절감을 통하여 이 신기술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원, 부가세 포함)

   

순번 공  종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품    셈

1 철골가공조립
(공장생산) 전용접부재(Built up) ton 382,139 　 382,139 건축 7-1

2 철골가공조립
(공장생산) H형강부재 ton 272,163 　 272,163 건축7-1 

3 철골설치
(현장세우기)

6층미만
강재총사용량 30ton이상 

50ton미만
ton 108,508 　 108,508 건축 7-2-1

4 철골설치
(현장세우기)

6층미만
강재총사용량 50ton이상 

80ton미만
ton 104,830 　 104,830 건축 7-2-1

[표 1] 신기술의 설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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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공  종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품    셈

5 고장력볼트 본조임 90본/1ton미만 ton 156,60 　 156,660 건축 7-2-2

6 스터드볼트(Stud bolt)
설치 자동용접(19x100) EA 891 397 　 1,288 건축 7-5

7 녹막이 페인트칠 벽체/1회 m2 707 2,432 　 3,139 건축 17-4

8 철골 내화 피복뿜칠 질석계/습식 mm/m2 45 211 　 256 건축 7-8

9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복잡/HD13 (SD500) ton 643,081 716,628 　 1,359,709 건축 6-2-1

10 철골 SHOP DRAWING 
비용 작성난이도:단순 장 　 113,142 　 113,142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별표5

11 콘크리트 타설 무근구조물/인력운반타설 m3 66,798 34,777 　 101,575 건축 6-1-1.1

12 철골세우기 장비비
(BESTOBEAM) 크레인(무한궤도)÷44.736ton ton 8,644 16,609 20,746 45,999 　

13 운반비(BESTOBEAM) 덤프트럭÷44.736ton ton 27,553 16,609 21,392 65,554 　

14 철골세우기 
장비비(H-BEAM) 크레인(무한궤도)÷61.946ton ton 8,844 16,992 21,225 47,061 　

15 운반비(H-BEAM) 덤프트럭÷61.946ton ton 28,189 16,992 21,886 67,067 　

 (2) 공사비 

   

구분 규격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합계 비고

신기술 BESTOBEAM 55,615,410 36,551,063 1,885,086 94,051,559 91.6%

기존기술 H-BEAM 60,052,881 39,931,310 2,670,540 102,654,731 100%

주) 상기 금액은 직접원가를 산출한 것으로 간접원가(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 계상되어야 할 것임

[표 2] 신기술과 기존기술과의 직접원가 분석결과                                                 (단위:원)

 

 (3) 공사기간   

     신기술과 기존기술(철골구조-H형강골조)의 공사기간 비교를 위하여 경제성평가를 위해 VE설계를 

진행했던 건물을 대상으로 공사기간 단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78톤의 강재물량 절감과 2일간

(전체공기의 약 4%)의 공사기간 단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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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의 합성보는 일반적인 철골보의 H형 단면에 비하여 화재에 노출되는 면적이 적어 내화

뿜칠 양이 절감되므로 그만큼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유리한 공법이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한 내화성능에서도 일반적인 철골보와 비교하여 약 35~40% 정도 뿜칠두께가 절감되는 것으

로 확인되어 공용기간의 내화피복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도 이에 비례하여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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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각종 재료에 대한 탄소배출량 국가 LCI DB를 제공하고 있는 탄소성적표지/환경

성적표지(http://www.edp.or.kr/)에 의하면 탄소강의 국가 LIC DB 기준에 따른 탄소배출 원단

위는 다음[표3]과 같다.

    

금속
DB명칭 원단위 단위

탄소강 2.34 kg-CO2/kg

주) LCI DB 원료 및 에너지 생산에 따른 탄소배출계수

[표 3] 국가 LCI DB 기준의 탄소배출 원단위

     이를 탄소강의 톤당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면 2,340kg-CO2/ton이다. 앞서 기술한 공기단축효과 

분석에서와 같이 VE설계 결과에서 절감된 철골물량에 LCI DB의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여 기존 

공법인 H형강 철골공사와 신기술과의 탄소배출량을 비교한 결과를 [표 4] 나타내었다.

공사구분 설계량 절감량 탄소배출량 탄소배출 저감량

기존공법(H형강) 268.2 ton - 627,588 kg-CO2 -

신기술(합성보) 190.4 ton 77.8 ton 445,536 kg-CO2 182,052 kg-CO2

[표 4] 신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효과(2개층 기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존 공법 대비 약 29% 탄소배출량을 저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기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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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캐스트 코핑과 긴장재의 일부를 단부에서 비부착시킨 

PSC 거더 및 데크를 활용한 조립식 잔교 공법(SPC 잔교 공법)(제836호)

(보호기간 :  2018. 02. 23. ～ 2026. 02. 22.)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코핑,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및 데크를 이용하여 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잔교 공법으로, 코핑을 구성하는 받침

부재를 통해 단순거치 조립시공이 가능하면서도 코핑 내부에 원뿔대형 형상의 강판을 설치함으로써 

구조적 성능이 향상되도록 하였고, 부분 비부착 긴장재를 통해 단부에 선택적으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프리캐스트 거더 및 데크를 활용함으로써 경간을 증대시키고 말뚝의 수를 감소시키는 동

시에 균열을 억제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 잔교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코핑 가설 및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

 ◾프리캐스트 코핑 가설

 ◾받침부재의 활용으로 안정적인 가설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시 가시설 불필요     

2. PSC 거더, PSC 데크의 제작 및 가설

 ◾비부착충진재 도포로 단부가 부분 비부착된 PSC거더, PSC데크의 제작 및 단순 가설

 ◾프리캐스트 PSC 거더 및 PSC 데크의 연속 단순가설 공정으로 가시설 및 동바리 거푸집이 불필요한 급속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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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배근

 ◾프리캐스트 구조재(코핑, PSC 거더 및 데크)의 활용으로 철근배근 최소화

 ◾코핑-PSC 거더-PSC 데크 연결부 및 토핑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철근배근

4. 토핑 콘크리트 타설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1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전남 강진군 수성토건
2011.05.02.

∼2011.06.25

2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설치(화명)

공사
부산광역시 현종종합건설

2012.02.29
∼2012.04.30

3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편

의시설
경북 포항시 대흥종합건설

2013.02.11
∼2013.04.15

4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사업공사 

(1차분)
전북 군산시 군장종합건설

2014.04.25
∼2014.06.08

5
서생대송항 요트계류시설  설치

공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원산업개발

2015.01.22
∼2015.02.03

6 월곶항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경기 시흥시 길이엔씨
2015.01.27

∼2015.07.31

7 보령 요트경기장 충남 보령시 흥진건설
2015.09.14

∼2016.06.30

8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 충남 태안군 씨지종합건설
2016.02.18

∼2016.12.21

9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건설공사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금광기업

2015.12.29.
∼2018.12.27

 

 나. 향후 활용전망

   연안정비사업 실무편람(2015)에 따르면 1차 연안정비사업(2000∼2009) 대비 2차 연안정비사업

(2010∼2019)에서 연안경관보전 및 시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항만친수시설 조성의 사업지구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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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도심과 인접한 항만공간들을 친환경, 레저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하는 

해양공간 조성을 위한 항만친수시설인 잔교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며, 특히 이 신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 우위 요소를 지니고 있어 향후 활용 전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내 용

신규성

◾원뿔대형 강판과 받침부재를 포함하여 구성된 프리캐스트 코핑 적용

◾프리캐스트 코핑과 말뚝을 연결부재, 철근, 속채움 콘크리트로 일체화

◾단부에서 긴장재의 일부에 비부착 충진재를 도포하여 선택적 프리스트레

  스가 도입된 부분 비부착 PSC 거더 및 데크 적용 

◾가시설 설치 및 해체가 배제된 단순가설로 급속시공

진보성

◾프리캐스트 코핑과 말뚝의 연결부 휨성능 및 압입 성능 향상

◾선택적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따른 부모멘트구간 균열 억제

◾비교기술 대비 탄소배출량을 33% 절감한 친환경 기술

경제성

◾비교기술 대비 공사비 16% 절감

◾프리캐스트 부재의 활용으로 시공기간 28% 단축으로 시공성 우수

◾현장 사례 분석 결과 공사비 11%이상 절감, 공사기간 23% 이상 단축

현장적용성

◾가시설,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의 최소화로 안전성 우수

◾설계기준에 따른 시공단계별 이론 및 실물 검증으로 구조안정성 확보

◾내구수명 7% 증가 및 유지관리 비용 41% 감소로 유지관리편리성 확보

보급성
◾친수연안사업에 대한 시장 수요와 적용성 확대

◾안전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잔교는 해상에서의 가시설 설치 및 해체, 동바리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으로 시공성이 매우 불량하고 공기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이 신기술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잔교의 단점들을 해소하는 탁월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건설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부재를 활용하여 간편한 시공을 통해 가시설 설치를 완전 배제하고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였으며, 장경간 연속화를 이루면서도 긴장재의 일부를 단부에서 비부착 시킨 PSC 



- 28 -

거더 및 데크를 사용하여 부가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기술이다. 따라서 단시간내 유사기술의 출현은 

어려울 것이며, 현장타설 콘크리트와의 복합적인 사용으로 그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해상가시설의 설치 및 해체 배제와 교량의 장경간화로 비교기술 대비 공사원가가 16% 감소하였다.

구 분 비교기술(A) 신기술(B) 비 교(B/A) 비 고

순 공사원가(원) 2,385,170,031 1,997,049,726   84% (16%감소) 50m×51.4m규모

  (2) 공사기간

     해상 가시설 설치 및 해체 배제와 동바리, 거푸집 설치 최소화로 비교기술 대비 공사기간이 

28% 단축되었다.

   

구 분 비교기술(A) 신기술(B) 비 교(B/A) 비 고

공사기간(일) 175일 126일  72% (28%단축) 50m×51.4m규모

  (3) 유지관리비

      공장제작된 PSC 부재의 활용으로 비교기술 대비 유지관리비가 41% 절감되었다.

구 분 비교기술(A) 신기술(B) 비 교(B/A) 비 고

유지관리비
(원/50년)

101,020,640 59,808,800 59% (41%절감) 50m×51.4m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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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탄소배출계수를 활용하여 CO2배출량을 분석 결과, 해상가시설의 설치 및 

해체 배제와 교량의 장경간화로 비교기술 대비 CO2배출량이 33% 감소하였다.

      수변공간에서의 여가 및 휴식 욕구 급증으로 친환경 워터프론트 확보가 필요하여 2017년도 해양

발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환경과 어루러지는 해양공간의 조성으로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

으며,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분야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구 분 비교기술(A) 신기술(B) 비 교(B/A) 비 고

CO2 배출량 1,939,638 1,294,214 67% (33%감소) 50m×51.4m규모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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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고려한 제한속도 설정 및 시사점

차량속도와 충돌 위험

 차량이동속도는 교통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차

량속도 증가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성을 향상하

지만 소음 및 오염 물질 배출을 높이고 도로환

경 내 차량 및 사람들 간의 사고에 의한 부상 

및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면성이 있

는 속도의 효과로 인해 도로 차량운행속도는 교

통정책 적용 시의 주요 목표이자 지표로 기능하

고 있다.

 차량운행속도와 충돌 위험 사이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 

ITF(Inter natioanl Transportation Forum)의 

IRTAD(Inter national Traffic Safety Data 

and Analysis Group)은 차량 속도와 충돌 위

험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

표로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10개국의 다양한 속도 제한에 따른 사고위험 변화 

사례를 평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해당 분석사례

를 통해 차량속도와 충돌 위험과의 상관성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차량속도와 사고간의 상관성

 속도는 충돌 발생 및 심각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주행 속도가 높을수록 사고 발생 및 

심각도가 불균형하게 증가하고, 속도가 낮을수록 

충돌 및 충돌 심각도는 감소한다. 충돌속도별 상

대적 보행자 사망위험도는 충돌속도 30km/h에 

비해 50km/h에서 4~5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충돌속도별 보행자 사망위험도

 

출처 : Kroyer, Jonsson and varhelyi(2014;ITF IRTAD, 2018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계는 다양한 모형에서, 특히 Nilsson

의 ‘Power Model’에서 뚜렷하다. 평균 속도가 

1% 증가하면 경상사고 빈도가 약 2% 증가하고 

중상사고 빈도가 3% 증가하며 사망사고 빈도가 

4% 증가한다. 이는 달리 말해 소폭의 차량속도 

감속을 통해 사고 위험 및 심각도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차량평균속도 변화에 따른 사고율 변동

    출처 : Nilsson(2004;ITF IRTAD, 2018에서 재인용)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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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상대적 변동성은 실사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가별 차량평균속도 감소율에 따른 

사망자수 감소율을 보면 해외 각국의 제한속도 

변경, 과속 카메라 단속 적용 등의 정책변동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관적으로 소폭의 

차량평균속도 감소에 대폭적인 사망률 감소효과

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 차량평균속도 감소율에 따른 사망자수 감소율

출처 : ITF IRTAD, 2018

 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해 차량평균속도를 조절

하는 가장 간단한 정책조치는 제한속도 변경일 

것이다. 이 경우 잠재적인 도로 안전 효과 예측

을 위해서는 제한속도 설정 증가분 또는 감소분

의 일부만 실제 주행 속도변화에 반영된다는 사

실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Elvik, R.(2012)

은 제한속도를 20km/h 낮추면 평균속도는 약 

8km/h 감소하고, 제한속도를 20km/h 높이면

약 3km/h의 평균속도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제한속도 증감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화

출처 : Elvik(2012;IFT IRTAD, 2018에서 재인용)

 도로운영의 안전성 제고측면에서 도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도로 내 차량운행속도를 낮

추고 동일 도로 내 균질적 차량 속도유지를 위

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동성에 방점을 

둔 도로의 효율적 이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관점

에서 도로 평균 속도 감소는 상당한 안전 확보

의 이점이 있다.

안전시스템 원칙에 따른 제한속도 설정

 인간의 신체가 용인하고 생존할 수 있는 물리

력 수준을 고려한 도로시스템 설계 및 속도제한 

설정 방법론을 ITF에서는 소위 ‘안전시스템(Safe 

System)’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Sustainable Safety’(네덜란드), ‘Vision Zero’

(스웨덴)로 표현하기도 한다. 안전에 취약한 도

로 사용자와 자동차 교통량이 혼합된 도로환경

에서 ‘안전 시스템’ 측면의 합리적인 제한속도는 

약 30km/h 수준이다. 교차로 같은 측면충돌 위

험이 있는 지역의 경우는 50km/h, 중앙분리대가 

없는 지방지역 도로에서 정면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70km/h, 비동력 기반 교통수단과의 

상호영향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간선도로

를 제외한 도시지역 도로환경에 서는 50km/h 

이하의 제한속도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차량과 보행자가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지역은 최대 30km/h의 제한속도 적용을 제시하

고 있다. 지방 및 도시지역 속도별 부상사고 수

치를 보면, 지역별 초기 최대속도에서의 사고 발

생량을 각각 100으로 봤을 때, 도시지역은 

30km/h, 지방지역은 70km/h 근처에서 사고발

생건수가 차츰 일정수준으로 수렴해 감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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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및 도시지역 속도별 부상사고량

출처 : Elvik(2014;IFT IRTAD, 2018에서 재인용)

제한속도 상향 적용을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 및 

법률적용 강화의 병행이 필요

 도로운영의 안전성 제고측면에서는 차량속도를 

하향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나, 이동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속도제한을 상향 관리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속도 변화에 따른 충돌 위험 

변동수준을 고려할 때 특정 도로구간의 제한속

도를 상향하는 경우, 평균 차량운행속도 상승으

로 인한 위험도 증가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엄

격한 도로교통법 집행 및 인프라 강화가 요구된

다. 차량 이동의 물리적 특성에 기반하여 설계되

는 도로 시설 특성 상 도로안전시설 등의 인프라 

강화가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

향하는 경우, 도로이용자의 사건 사망 증가로 이

어질 수 있다. 또한 차량간 속도 차이를 높이고 

평균통행속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속차량

에 대한 법률적용 강화를 통해 급격한 사고위험

도 증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ITF IRTAD, 2018, “Speed and Crash Risk”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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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8년 6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62

2018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3단계 1차)

․ 선릉역E/S, 남부터미널역E/S, 창동역 

E/L, 이촌역E/L, 서울역E/L 
(310)

조건부

채택
토목

63

2018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3단계 2차)

· 강변역E/S, 낙성대역E/S, 방배역E/S, 

영등포구청역E/S, 교대역E/S, 충무

로역E/S

7,787

(502)

조건부

채택
토목

64

2018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3단계 3차)

· 종로3가역E/L, 종로5가역E/L,

 구로디지털단지역E/L, 봉천역E/S, 

역삼역E/S, 독립문역E/S

6,389

(452)

조건부

채택
토목

68
도봉 다목적 체육센터 신축 

설계용역

·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5,112㎡

 다목적 체육센터 신축

14,258

(757)

조건부

채택
건축

70

서울시 양천/노원자원회수

시설 정밀진단을 통한 개선

계획 수립용역

· 소각설비 및 폐열보일러 계통에

 대한 시설 안전진단 등
(600)

조건부

채택
기계

설 계

심 의

60
차집관로 성능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 굴착개량 D=300~1.8*1.8

          L=10,659.17m

202,200

(1,670)

조건부

채택
토목

61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1공구) 변경설계

· 위치 : 신림동 1674-6~1569-29

· 규모 : 지하차도 연장설계420m,

 지하차도 종단경사 변경설계977m 등

202,200

(1,670)

조건부

채택
토목

67
지양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 데크로드 614m, 휴게데크 6개소, 

편의시설, 종합안내판 등

1,500

(47)

조건부

채택
조경

69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 위치 : 용건약수터~오거리쉼터

· 내용 : 무장애 목재보행로 1.1km 등

2,000

(46)

조건부

채택
조경

정밀안전

진단심의

65
동호대교(도로 및 철도)

정밀안전진단

․ 규모 : 동호대교(연장 1,220m, 

폭 10.2m), 옥수고가(연장 355m,

 폭 8.2~14.2m), 압구정고가(연장 

672m, 폭 8.4~15.4m)

(941)
조건부

채택
토목

66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 영등포역,영등포로터리 지하도상가

· 소공1,2,3차, 명동지하도상가
(130)

조건부

채택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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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8년 6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8.06.

건     축 
금천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25건

10,861 9,692

교 통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실시설계용역

597 575

기 계 설 비
서울대공원 동물사 노후설비 개선공사 등 
6건

177 152

도 로
2018년 맨홀정기점검(외관상태) 용역 등 
4건

195 192

도 시 계 획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등 3건

606 564

상 하 수 도
대림2빗물펌프장 30년빈도 성능개선 
기본설계 용역 등 11건

436 420

소 방 
도선사 마애석불 소방시설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

42 42

전 기 통 신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등 5건

281 259

정 밀 진 단
은평구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1·2·3권역) 등 8건

868 842

조 경
초안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6건

68 67

지 하 철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건

1,676 1,646

하 천
하천 내 위험지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건

60 58

기 타 산불소화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등 9건 2,250 2,126

 계 87건 18,117 1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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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8년 제115,116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4.06~4.12 5.13 6.22 6.25~6.28 7.21~7.28 9.7

7.20~7.26 8.11 9.14 9.10~9.14
9.17~9.19 10.28~11.4 12.7

< 2018년 제64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6.22~6.28
7.14~
7.15

7.20 7.23~7.26 8.25~9.7
9.14
9.28

< 2018년 제2,3회 기사 ·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3.30~4.05 4.28 5.18 5.21~5.25
5.28 6.30~7.13

7.20
8.17

7.20~7.26 8.19 8.31 9.3~9.6 10.6~10.19
10.26
11.16

< 2018년 제3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6.22~6.28 7.7~7.15 7.20 7.23~7.26 8.25~9.7
9.14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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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에

너지, 시설 등의 생산,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 단위와 국가 단위, 지구 단위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생태발자국은 헥타르(ha) 또는 지구의 개수로 

수치화하는데, 그 수치가 클수록 지구에 해를 많이 끼친

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에 남긴 피해 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생태발자국은 1996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생 마티스 웨커네이걸(MathisWackernagel)과 지도

교수 윌리엄 리스(WilliamRees)가 창안한 개념이다. 음식, 

주거, 교통, 소비재, 서비스 등 5개 소비범주와 에너지생산

소비, 구조물환경, 정원, 경작지, 초지, 인공림, 자연림, 비

생산적 토지 등 8개 토지이용 범주로 나누어 총소비량을 

산출하고 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1인당 토지면적을 추정

하는 방식으로 측정 대상지역의 연평균 개인 소비량을 

도출한다. 요점은 생태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하나 뿐인 

지구에 이롭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세계자연기금(WWF)이 발표한 <2014 지구생명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생태발자국 한계치는 1인당 1.8ha이다. 그러나 실제 평균 

생태발자국은 2.7ha로 조사되어 한계치를 0.9ha나 뛰어

넘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152개 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태발자국 크기 1위는 쿠웨이트였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한계치를 넘어선 한국은 31위에 올랐는데, 

4.41ha를 기록해 평균에 비해 1.7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한국인이 사는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지구가 2.5개 필요하다는 뜻이다.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