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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렌치유도공법(ITI)의 역사와 트렌치내장공법(ETI)의 태동

가. 세렌디피티(Serendipity)

 2003년 가을 박사 첫학기에 지중매설 박스형관거에 걸리는 하중을 줄이는 방법중의 하나인 트렌치

유도공법(Imperfect or Induced Trench Installation, ITI)하에서 상부하중이 60%까지 줄어드는 

현상을 유한요소해석법으로 확인하며 기뻐하던중 하부바닥면의 하중은 20%정도밖에는 줄지않는 것을 

인지하였다. 지도교수님은 의아해하시면서 다소는 꾸짓으시듯이 ‘상부가 줄었으면 하부도 줄어야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시한데서 뜻밖의 발견이 이루어졌다. 1922년이후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ITI하에서 수직하중의 80%정도를 외벽의 전단력이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향의 

전단력으로 인해 관거의 바닥판은 여전히 큰 힘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그림 1>. 따라서 상부하중 감소

율에 의거한 설계는 불안전한 설계가 될 수 있으며 관거 상향으로의 융기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었다. 지도교수님은 상황을 다 정리한 후에 웃으시면서 내게 처음으로 세렌디

피티(Serendipity)라는 단어를 알려주셨다. 뜻밖의 발견이었다. 혹자는 ‘당연한거 아니야?’ 라고 말할

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서 지난 80년 동안 그 누구도 그런 내용을 주장하지 않았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그림 2>는 2007년에 출간된 ETI연구를 요약한 저서이다.  

                       

<그림 2. ETI 관련 저서> <그림 1. ITI의 기본원리> 

》  칼  럼

 트렌치유도공법(ITI)과 트렌치내장공법(ETI)
   
   강 준 석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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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TI와 ITI의 기본원리

 ITI란 고압충성 물질(나뭇잎, 볏집, 고압축성 흙, 고무, Expanded Polystyrene foam)을 지중매설 

구조물의 상단에 매설하여<그림1>, 인위적으로 상대처짐을 유도하여 추가적으로 생성된 상향의 전단력 

(V)이 구조물의 상부의 일부하중을 지탱하여 궁극적으로 구조물에 걸리는 하중을 줄이는 공법으로서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Anson Marston이 1922년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하였다. 콘크리트관등의 강성

관을 지면에 설치후 흙으로 메우면 강성관이 흙보다 강성이 더 크기에 <그림 1.(a)>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대처짐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하향의 전단력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매설구조물에 걸리는 하

중이 흙의 무게보다 증가하게 된다. 이를 Negative Soil Arching이라 한다. 반대로 플라스틱등의 

연성재료를 사용한 관의 경우는 흙보다 강성이 작기에 관의 상부에 상대처짐이 유도되어 <그림 

1.(b)>에서 보는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상향의 전단력이 발생하여 구조물에 걸리는 하중을 줄여준다. 

이를 Positive Soil Arching이라 한다. 

 이 원리에 착안하여 Marston은 <그림 1.(c)>와 같이 고압축성 물질(soft material)을 강성관의 상

부에 추가로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Positive Soil Arching을 유도하는 공법을 제안하였고, 예상대로 

상부하중이 40~60%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오랜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고압축성물질의 부식이나 

상부 흙구조의 재배열로 상부 하중이 다시 증가할꺼란 우려와 달리, 비록 부식할지라도 수년이 지나도 

줄어든 하중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Expanded Polystrrene foam등 부식이 잘되지

않는 물질의 개발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적으로 시공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적용사례가 없다.

 <그림 3.(a)>와 3.(c)는 전형적인 ITI공법의 시공단면이다. ITI가 효율적으로 상부의 하중은 증가시

켰지만 상부의 줄어든 하중이 구조물의 측면으로 이동하여 <그림 1.(c)>에서 보는바와 같이 추가적인 

측면 전단력(Vtr) 하향으로 크게 발생하여 구조물 바닥면의 하중은 여전히 큰 상태로 남게 된다. 이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이 Serendipity 이후 제안한 소위 트렌치 내장공법(Embedded Trench 

Installation, ETI)이다.  ETI란 ITI의 기본원리에 더하여 그 취약점인 측면 전단력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측면 및 하단까지 고압축성 물질을 설치하여 구조물 전면에 걸친 하중저감효과를 가

져오는 획기적 공법으로서, 2007년에 저자가 미국토목학회의 논문집에 처음으로 소개 하였다. <그림

3.(b)>에서 보는바와 같이 ETI는 측면흙과 구조물을 고압축성물질로 이격시키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당시 논문에서는 ETI란 용어대신 Proposed ITI란 용어를 썼으나 개념은 지금 사용하는 ETI와 동일하다. 

Trench(도랑)가 의미하는 바는 매설관을 도랑을 

파고 매설하면 Positive Soil Arching이 유도되기 

때문이며, Embedded란 말은 관이 Trench를 유도

하는 Soft Zone에 파뭍히는 것을 묘사한 말이다.  

즉 지중관을 인위적으로 조성된 Trench에 내장

(Embedded)시켜 하중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시킨

다는 개념이다.  <그림 3. ETI와 ITI의 시공단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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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TI와 ITI의 발전역사

 ITI에서 ETI까지오는 긴 여정동안의 많은 연구가들의 연구가 있었다. 그 주요 연구 성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구조물 타입별 (콘크리트 관거, 콘크리트 관, 강관, 강박스, PVC관)로 분류하여 

<그림 4>에 정리하였다. ITI의 기본원리상 연성관보다는 강성관 적용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 강성관 

(콘크리트관, 콘크리트 관거, 강관, 강박스)에 주로 적용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저자는 ITI 

및 ETI를 PVC관에 최초로 적용하여 하중감소 효과를 확인하여 본 기술이 연성관에도 적용가능함을 

입증하였었다. 또한 콘크리트 재질의 매설관에만 적용되어 오던 기술을 2007년도에 처음으로 강관에 

적용하여 역시 우수한 하중감소 효과를 최초로 입증하였다.

3. ETI 기술요약 및 우수성

  ETI 기술의 핵심은 Positive Soil Arching을 통한 상부하중의 감소 및 상부에서 줄어든 하중의 

측면부작용의 차단을 통한 하부하중 감소라 할 수 있다. Positive Soil Arching은 ITI의 원리로 발생

하며, 측면부 전단력의 상쇄는 압축성 물질의 내장(Embedded)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박스관거처럼 

측면부의 면적이 큰 지중구조물의 경우는 기존의 ITI를 적용할 경우에 전체 수직하중의 80%가 측면 

전단력이다. 따라서 박스관거에 ITI의 적용효과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으며, ETI효과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물 형상이기도 하다. ETI의 단면전체에 걸친 압축력 및 전단력의 감소효과저자의 

기본연구를 통해 ETI에서 추천되는 최적의 Soft Zone형상은 상부두께는 관사이즈의 25%, 측면은 

1922

1990
2000

2010

2018

No results were reported due to 
problems related to 

instrumentation
1979 Floyd & Clark

The vertical pressure was reduced to 
less than 50% of the overburden
1994 Valestad et al.

The vertical pressure at the 
crown was reduced to less than 

30% of the overburden
1994 Valestad et al.

65% reduction of overburden 
pressure at top slab and 

recommended optimum size 
and location of EPS geofoam

1994 Okabayashi

Concrete Box

Concrete Pipe

Steel Pipe

PVC Pipe

Steel Box

17% pressure reduction on 
the side walls and 70% 

pressure reduction at the 
upper wall was observed

2016 Ahmed

90% pressure reduction 
at the crown and about 

25% at the invert was 
observed

2016 Ahmed

30% reduction of overburden 
pressure at top slab

2002 Borque

The pressure at the top was 28% of 
overburden and 35% less pressure was 
obtained for ITI compared to positive 

projecting case
2010 McGuigan & Valsangkar

The average pressure was reduced to 
23% of overburden pressure and 

successfully prove a 17 year monitoring
2009 Valestad et al.

The vertical pressure at the bottom 
ranged from 9% to 39% of the 

overburden
2008 McAffee & Valsangkar

Suggested that the compressible material be 
placed directly above the conduit to obtain 

maximum earth load reduction
2005 Yoo et al.

Studied new EPS layout   (top+side) which led to 
additional 50% reduction at bottom slab and quantified 

drag down force effect up to 80%
2007 Kang et al.

Recorded 92% arching factor reduction rate related to axial 
force, and 18% reduction rate for bending moment

2007 Kang et al.

VAF were affected by height of backfill 
and installation practices for bedding 
and side fill. The modulus of elasticity 
greatly affects the load reduction rate

2007 Kang et al.

Arching factors were not affected by 
pipe’s slenderness ratio and fill 

height-to-diameter ratio
2007 Kang et al.

Formally called the 
technique Induced 

Trench Installation (ITI)
1922 Marston

RESEARCH TIMELINE
IMPERFECT TRENCH INSTALLATION to EMBEDDED TRENCH INSTALLATION

80% load reduction
on buried arch in 

Embedded Trench Installation (ETI)
2017-2018 Park & Kang

<그림 4. ITI와 ETI의 연구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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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을수록 좋기에 관거두께의 반정도, 하단부는 관거두께 또는 75mm이상이다. Soft Zone의 형상이 

결정된 상태에서 하중감소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Soft Zone을 구성하는 고압축성 물질의 

탄성계수이다. 예를 들어 탄성계수 345kPa (50psi)의 고압축성 물질을 사용하였을 때 하중감소율은 

80%에 달했다. EPS(Expanded Polystyren) Geofoam은 고압축성에 어떤모양이든 제작이 용이하며 

부식되지않으며 불개미등이 갉아먹지 못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Soft Zone 재료라 할 수 있다. 토양밀

도의 1%로 중장비의 도움없이 인력시공이 가능하며 충격흡수효과가 뛰어나 지진등 잠재적 충격하중시 

지중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단열효과가 뛰어나 관의 동파방지에도 탁월하다.

 ETI의 우수성은 모든 유형의 관거에서 입증되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콘크리트관에서의 전단응력 및 

압축응력 감소효과를 <그림 5>와 <그림 6>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상에서 soft zone 

geometry I이 ETI이고, soft zone geometry II가 ITI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ITI의 경우는 

상부의 하중 및 전단응력 감소는 크나 측면부 및 하단에서의 감소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ETI 적용시 전단면에 걸쳐 전단력 및 표면압축응력감소가 탁월함을 알 수 있다.    

4. 세계 최초 ETI 현장실험

가. 국토부 연구과제

 ETI연구는 기존엔 해석연구만이 있었고 이의 실증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2017년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토피가 큰 지중아치 구조물의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개념 Embedded Trench Installation (ETI)적용기술개발’ 과제 [17CTAP-C132629-01, 

17CTAP-C132633-01]를 상명대학교(주관)와 서울대학교(공동)가 공동으로 연구 수행 중에 있으며, 

올해 세계최초로 모형지중아치구조물에 ETI를 적용한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7>은 경남산청

에서 지중아치구조물을 ITI와 ETI를 적용하여 시공하는 현장사진이다.

<그림 5. ETI 와 ITI의 전단응력 감소효과 비교> <그림 6. ETI 와 ITI의 압축응력 감소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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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지중아치구조물 ETI 실증실험>

    

             <그림 8. ETI 아치의 상부압력>                        <그림 9. ETI 아치의 측면압력>  

 현장실험에 사용된 고압축성 물질은 EPS Geofoam(EPS15)이고, 아치의 크기는 폭 2m, 높이 1.5m, 

길이 8m이다. 압력게이지는 상단과 측면(아치하단에서 63도)에 부착하였다. <그림 8>과 <그림 9>에서 

보이듯이 토피고 6m하에서 ETI적용시의 압력은 미적용시(Only Soil, OS)와 비교하여 65%이상 압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현장실험은 향후 수년간 계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장기간 사용에도 ETI적용 구

조물에 하중이 감소된 상태로 유지함을 보이고자 한다.

나. 연구성과 및 향후계획

 2007년 ETI 초기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구조물 타입별(콘크리트관, 콘크리스박스, PVC관, 강관) 논문 

및 연구전체를 정리한 저서 <그림 2>가 출간되었다. 또한 2017년 국토부 과제를 통해 다수의 국내외 

논문을 출간하였고, 2편 이상 리뷰중이다. 또한 2018년 7월에 3건의 특허(상명대학교 1건: 출원번호 

10-2018-0083165, 서울대학교 1건: 출원번호10-20180083177, 공동1건: 출원번호 10-2018- 

0083171)를 출원하였다.  

 향후 ETI를 실물크기의 대형 지중구조물(원형, 아치)에 적용하는 실증실험을 통해 본 연구성과의 추가

적인 검증 및 사업화를 이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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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말

 지하공간 또는 큰 토피고에 종속된 구조물은 필연적으로 큰 토압으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로 인하여 특수설계 과다설계로 인한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지난 80여 년간 사용되어 오던 

ITI도 여전히 지중구조물의 상부하중 경감에 효율적이나 하부하중을 줄이는데는 크게 성공적이지 못

하였다. 새롭게 제안된 ETI의 해석결과과 모형실증실험을 통해 본 기술의 우수성이 일부 입증된만큼 

본 기술의 실물실증 실험을 통한 추가검증 및 보완을 통해 향후 지중구조물 등 토압에 노출된 구조

물의 경량화 및 수명연장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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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가지 테마 한강숲 조성 완료 
 서울시가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일환으로 잠실·

여의도·잠원 등 4곳에 ‘한강숲’ 조성을 완료하고 

8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새로 조성된 한강

숲은 총 40,800㎡ 규모로, 37,412주의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었으며, 강변 경관과 위치를 고려한 

4가지 테마로 각 공간을 다채롭게 조성하였다.

<한강숲 조성 개념도>

 잠실한강공원에는 소생물 서식공간 및 야생조

류의 먹이 수목 등을 식재하고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잠실 생태숲>으로 

만들었다. 

 여의도한강공원에는 도로변과 접한 경계지점에 

내공해성에 강한 대왕참나무를 밀도 있게 식재

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정화 기능과 함께 

자동차 매연,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한 <여의도 

완충숲>을 조성했다.

 잠원한강공원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풍성한 그늘을 조성하고, 피톤치드가 풍부하게 

발생되는 소나무를 대량 식재하여 솔향기를 맡으며 

힐링할 수 있는 <잠원 치유의 숲>을 만들었다.

 한강 <미루나무 백리길>은 ‘광나루~강서한강공

원’까지 약100리(약 40km)를 고즈넉한 강변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숲길로, 미루나무 약 

1,800주가 한강변을 따라 식재되었다.

 서울시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식재 시 

양질의 토양을 사용하고, 토양에 산소공급 및 

빗물유입이 원활히 되기 위하여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수목용 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수목 생

육환경 개선에도 세심히 배려하였다.

 ‘한강숲 조성사업’은 서울시와 한강을 사랑하는 

서울시민·단체·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

되며, 함께 사람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업이다. 

<미루나무 백리길>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02)3780-0630〕

노원구에 ‘제1호 민관협력 도시숲’ 추진

 서울시가 미세먼지, 도시열섬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아ST(제약회사), 생명의 

숲(NGO단체)과 함께 ‘제1호 민관협력 도시숲’을 

노원구 월계동에 조성한다.

 면적은 3,588㎡이며, 미세먼지 흡착률이 높은 

수종으로 키 작은 나무와 중간 크기 나무, 키 

큰 나무를 혼합 식재해 복층·다층 형태로 조성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동아ST가 사업비를 

제공하며, 조성과 관리는 생명의 숲이 담당한다.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도시 숲과 외곽 

산림의 연결을 강화해 바람길을 확보하고, 외곽

의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미세먼지도 저감시킨다는 계획

이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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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는 학교·아파트·민간건물 등의 옥상정원, 벽

면녹화,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부터 

도시재생사업 중 조성되는 소형 숲이나 공원까지 

시민과 함께 조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단면도(예시)>

 

 서울시는 녹지 확대를 위해 정부, 민간기업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온데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공공×민간기업×민간단체가 손잡고 ‘도

시숲 조성 및 관리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게 됐

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만들고 가꾸는 제2호, 

제3호 도시숲을 점차 늘려 나가기 위해 기업 및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숲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미세먼지 및 폭염 등과 같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자연생태과 (02)2133-2163〕

동북선경전철도 국산 철도 신호 시스템 

도입
 서울시가 지난 '15년 국내 최초로 신림선경전

철에 국산 철도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경전철의 철도

신호설비에도 국산 신호시스템(KRTCS, Korean 

Radio based Train Control System)을 적용한

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외 의존도 

100%인 철도 신호시스템의 국산화를 서울시가 

선도한다는 목표다.

 

 철도 신호시스템은 열차 간 추돌·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 간격을 제어하며 자율주

행차처럼 승무원의 조작 없이 열차가 자동으로 

가속·감속하고, 승강장 정위치에 정차해 열차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는 열차제어시스템이다.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은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 

R&D사업을 통해 '15년 12월 17일 한국철도표준

규격으로 제정된 신호시스템이다.

 그동안 서울시 1~9호선 및 우이신설선 등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는 신설 시 외국산 

신호시스템으로 철도신호설비가 구축돼 있다. 

 국산 신호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외국 기술에 

의존해 신규노선 건설 시 많이 들던 비용을 절

감할 수 있게 된다. 길었던 공사기간도 단축돼 

공정관리도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장노선 건설 시 기존 노선과 호환을 위해 

기 구축된 외산 신호시스템을 적용할 때 외국 

제작사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던 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신호시스템 구축비가 ㎞당 

44.1억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15년 6월 국토

교통부가 승인한 9개 노선의 총연장 86㎞에 외

산이 아닌 국산 신호시스템(KRTCS)으로 구축할 

경우 약 3,793억 원의 수출 대체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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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6월, 국토교통부 승인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노선도

 아울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시철도에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을 상용화하면 타 지자체 도

시철도뿐만 아니라 남북협력 철도사업 등에도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이 적용될 수 있는 초

석이 마련돼 훨씬 많은 수출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남서울경전철㈜과 

국내 최초로 국산 신호시스템을 도입한 신림선

에 대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기술지원, 약 23

개월의 차량 시운전, 안전성 최고등급 SIL4 

(Safety Integrity Level 4) 보증서 취득 등을 

통해 신호시스템(KRTCS)을 충분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02)772-7327〕

서울시,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착공  

 서울시가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었던 창동 일대에 

창업·일자리 거점을 조성, 동북권 지역경제를 활

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가칭)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을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하

였다.

 젊은 창업가와 중장년층 제2인생 재설계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세대공유형 복합시설로, 창동·

상계 도시재생사업 마중물사업에 해당한다. ▴
청년창업 지원시설(동북권창업센터) ▴청년층 주거

지원시설 ▴중장년층 창업 및 재취업 지원시설

(50+북부캠퍼스) ▴동북권 NGO지원센터가 한데 

들어선다.

 지하철 1·4호선이 환승하는 창동역 역세권 일대 

부지에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7,744㎡ 규모로 

건립되며, 서울시가 376억 원, 국토교통부가 110

억 원 등 총 486억 원이 투입된다.

 건물엔 지열, 태양광 등을 설치해 에너지 사용

량을 절감하며,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친

환경 건축물, 유니버셜디자인 설계로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동북권사업반 (02)2133-8285〕

서울시, ‘제3회 건설상’ 수상자 선정  
 서울시는 '제3회 서울시 건설상' 수상자 총 15

명을 선정, 발표했다. '건설상'은 서울시 기반시설 

건설과 기술 발전에 기여가 큰 개인 또는 단체

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는 ▴대상 

1명(개인 1) ▴최우수상 5명(개인 4, 단체 1) 

▴우수상 9명(개인 6, 단체 3)이 선정됐다.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된 ㈜에스코컨설턴트 황

제돈 사장(60세)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하면서 각종 공사의 설계품질 향상은 

물론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공사 난공사 구간의 

설계 기술지원 및 현장자문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시철도 개통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건설상 수상자 심사는 수상 후보로 접수된 31명

(토목 17, 건축 8, 설비 6)을 대상으로 충북대

학교 김병하 교수(위원장), 시의원, 시민감사옴부

즈만, 언론계, 학회, 협회, 연구원 등 다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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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구성된 '2018년 서울특별시 건설상 공적

심사위원회'가 맡아서 진행했다.

 한편, 최우수상은 ▴서울시 하도급 개선정책 참

여 및 긴급재난복구 지원 활동에 기여한 대한전

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재림), ▴서울시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을 통한 방재분

야 기술발전에 기여한 배윤신(46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건설기술기술심의위원 및 안

전관리 자문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하며 건축물 안전

관리에 기여한 김정선(59세) 네오크로스구조엔지

니어링 대표, ▴서남권야구장건립에 참여하며 무

재해 달성을 통해 안전한 서울시 구축에 기여한 

이영록(55세) 현대산업개발 부장, ▴서울제물포

터널 및 용마터널 기계설비공사 설계에 참여하며 

에너지 절약형 설비 시설 기술발전에 기여한 박

찬정(52세) 설화엔지니이링 전무가 선정되었다.

 우수상은 ▴서울시 우이신설경전철 1공구 건설

공사 및 지하철 922공구 건설공사에 참여하며 

건설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김희철(56세) 대우

건설 상무,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노후하수관로 평가기준마련으로 하수도분야 

기술발전에 기여한 도중호(54세) 삼보기술단 본

부장, ▴서울지하철 920공구 및 잠실사거리 지

하광장 및 잠실광역환승센터 시공에 참여하며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한 장지영(49세) 롯데건설 

상무,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

축물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서울시 제로에

너지 주택단지 구현에 기여한 이명주(51세) 명지

대학교 교수,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안

전관리 자문위원 등 활동을 통해 전기설비분야 

안전관리에 기여한 신효섭(61세) 더힐코리아 회장,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기여한 이수연(57세) 한일엠이씨 사장,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된 다수의 하수관거 보수보강을 통

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여한 리플래시기술㈜(대표 

이희원), ▴서울시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한강

교량 보수보강 공사에 참여하며 구조물 내구성 

확보에 기여한 비엔에스이건설㈜(대표 장태민)▴
서울재사용 플라자 및 서울시 장충체육관 리모

델링사업 등의 책임감리를 수행하며 건축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 ㈜펨코엔지니어링(대표 김수호)가 

선정됐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서울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

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이다.

*전자카드 : 금융사에서 발급하는 출퇴근 확인카드로 

신용 및 체크카드 기능을 하고 출퇴근, 

근로내역 정보 등을 관리

 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지난 ’15년부터 서남물

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

으로 시범 추진․도입하였으며, ’16년은 100억 원 

이상 30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18년은 50억 원 

이상 24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확대 추진 중이다.

 이에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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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도입하여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

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

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특수조건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근

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 ▲전자카드 태

그 단말기 설치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 

안내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제출 등, 8.2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한편,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7〕

서울시,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작업 중지 임금 보전

 서울시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휴식 

보장, 작업중지와 일일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8월 7일부터 즉각 시행중이다.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근로자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에 귀책사유를 발주청인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해석

한 것이다. 

 또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

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이외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

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의

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

에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잘 지켜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구조요소 기준 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

여 비구조요소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

어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

〔교통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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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포항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강화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하고,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과 확인 시기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특수

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마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및 바닥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나.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

도서 인정 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

허가나 건축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

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안 제91조의3)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층 이상 필

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

자의 협력 의무대상 확대

【건축법 시행규칙】

가. 건축신고 시 제출도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

제1호라목)

 건축신고 시에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표 2)

 구조계산서 항목에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를 

추가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다. 착공신고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지 4의2)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제출

하여야 하는 구조도의 주요부분 상세도면을 배근

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조안전 확인 시 지반상태를 고려

하도록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소규모 건축물 및 인접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

하는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

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

14920호, 2018.10.25.공포)됨에 따라, 내진보강대

책 추진상황 점검 평가의 절차 방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지진방재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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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안 제7조, 제7조의2)

 1) 기상청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하고 

위촉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지진 화산방재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안8조의

3, 8조의4, 8조의5)

 1) 지진 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

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진 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 구성(안 8조의

6, 8조의7)

 1) 전문위원회 자문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안 제10조)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열수송관

마.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안 11조)

 1)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 평가의 절차 방

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인증운영위원회(안 11조의3)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사.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11조의4)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

려는 자의 요건과 인증기관 지정신청, 지정 

및 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 인증대상 기준 및 절차(안 11조의5)

 1) (인증대상)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

하는 시설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으로 

규정

 2) (인증기준) 내진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 및 등급을 정하도록 규정

 3) (인증절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절차, 

심사기간,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과태료(안 16조)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규정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35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

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시험기관 인정을 삭제하고, 외모상 흉터가 

생긴 경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 통일 및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

격을 추가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환경의 변

화 등을 반영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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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놀이시설 바닥재의 중금속 등 검사가 환경부로 

이관(’17.1.1.)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요건

에서 시험기관 인정 부분을 삭제(제5조)

나. 혹한 등의 기후적 요건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물이용놀이기구에 대한 검사를 최대 3

개월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 제8조)

다. 정기시설검사 기간 연장 및 합격판정의 유효

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제8조)

 1)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을 ‘직전 검사 합격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 1개월간’에서 ‘2개

월간’으로 변경

 2)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내에 검사를 한 경우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직전 검사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함

 3)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외에 검사를 한 경

우에는 ‘해당 검사의 합격판정일’로 함

라.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감독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와 방법 규정(제8조의3)

마.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제13조) 및 외모상 흉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 통일(별표7)

바. 그 외 용어 및 서식 정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가.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중 ‘시험기관 인

정서’ 삭제(안 제2조)

 1)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

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에 필요했던 

시험검사기관 인정서가 불필요해짐

나. 놀이시설 안전검사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14조, 제16조, 별지 제12호, 제

15호)

 1)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의 보급에 따라 불

필요해진 시설배치도, 설치장소 약도를 안전

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제외

다. 물이용 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격 

추가(안 제16조의2)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래

프팅가이드 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물이용 

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격에 반영

 2) ‘수영장협회’를 공식명칭인 ‘한국수영장경영

자협회’로 수정

라.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교육의무 유예(안 제20조)

 1) 시설보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장기간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마. 안전관리지원기관 외의 기관(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

으로 인정하는 예외조항 삭제(안 제20조)

 1) 교육인정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안전

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해당 조항 

불필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6〕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비용 산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가.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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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계상하도록 규정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

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나.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 사용계

획서 양식 제시(안 제8조)

 ○ 시공자는 제시한 양식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초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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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를 개정·고시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안 제51조제2항 신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

도록 함

나. 입찰참가자 사전 고지9안 제51조제3항 신설)

  발주자는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사후정산 등의 사항을 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5〕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

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

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8월 10일(금)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

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이상 3건이며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① 공공시설의 설치 강화

ㅇ (임대주택 확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경제자유구역‧
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

주택에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하여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중소기업 전용 단지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 용지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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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

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하는 중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 또한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

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② 공영개발 원칙 강화

ㅇ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을 2/3 미만인 특수목적

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지
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③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

ㅇ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찾지 못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훼손지를 

찾지 못하여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

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곤

란한 곳 등(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4항)

 **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수 대비 훼손지 복구 건수 

비율 : (`09) 71% → (`11) 67% → (`13) 17% 

→ (`15) 20% → (`17) 11%

ㅇ 이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하여 훼

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
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 학교, 공원 내 교양시설, 체육시설, 노인요양

시설의 합이 20% 이하

(개선) 학교, 공원 내 교양‧휴양‧편익시설, 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합이 20% 이하

 개정안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7〕

’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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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차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물순환 회복 계획 수립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상수도 관련자료의 

조사·분석을 포함, 상수도 시설 및 사용량을 

검토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할 것

○ 물순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가시적 달성 

목표(주요개선 달성 항목)를 설정할 것

  - 도시홍수 저감, 비점오염 저감, 합류식 하수

관거 월류수 저감, 하천 생태유량 확보 등 

목표량 결정 내용 추가

○ 빗물관리 필요량 및 대책량 설정시 다음 내

용을 고려할 것

  - 홍수대비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강우사상에 

대한 재분석 및 증가된 불투수면을 고려한 

도시홍수 분석을 수행할 것

  - 물재이용 : 취수원 및 서울시 물수요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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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가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

○ ‘물순환 회복 목표 설정시’에는 정성·정량적 

목표를 구분하고, 물순환 회복 지표 설정을 

통한 점검 계획(주기, 방법 등)을 검토할 것

■ 제85차 도로시설물(터널, 지하차도, 복개) 도면 

복원화 용역발주심의

○ 개착식 터널 및 지하차도의 철근 배근상태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험결과 및 기존자료 

분석을 통한 철근 배근도 작성시 토목구조기

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할 것

○ 시설물의 높이, 토피 등을 포함한 종단면도, 

배수 계통도 및 지장물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작성 내용을 추가할 것

○ 현장 조사에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

전관리계획서 및 교통통제계획서 등을 작성

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것

○ 지하시설물 측량시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안전

교육 실시, 감시인 배치, 안전이행확인서 등 

「공공측량 작업규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것

■ 제86차 북악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설계용역

발주심의 

○ 제연용 제트팬 용량 산정시 열부력에 의한 

환기저항을 고려한 해석을 설계에 반영할 것

○ 터널 환기시설은 터널 외부로 배출되는 공해

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계획할 것

○ 터널외관조사 항목에서 제연설비 설치구간에 

대한 터널 라이닝의 상태 (피복두께, 균열 등에 

대한 검토와 필요시 보수보강안 계획 등)를 

평가하고, 실제 제연설비 설치시에 현 상태에 

대한 구조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보완할 것

○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시설물 

설치 시 예상되는 앵커 등 깊이의 2.0배 이

상을 시행하도록 내용을 변경할 것

■ 제87차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설계용역

발주심의

○ 구조안전성 검토 및 설계반영 방안 마련

  - 지질특성을 고려한 기초 구조의 안전성을 충

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 구조형식의 선정에 대해서는 최적인 방안에 

대하여 제안(형식별로 비교 검토 필요)

○ 공연장 환기설비에 청각소음 고려

 - 최소 환기량을 확보하기 위한 환기설비(자연

환기포함)를 설치 및 강제환기방식인 경우, 

청감소음이 실의 허용 NC레벨 이하로 유지

■ 제88차 암사정수센터 수전 전압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커패시터(콘데서) 용량이 변압기 무부하 손실 

보상용만 계산되어 있으므로 APFR에 구성된 

커패시터의 용량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시할 것

○ 한전 책임 분계점에서 수전반 인입까지의 지

중 전선로는 경제적이고 성능에 문제가 없는 

전력케이블 규격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것

○ 장비 반입 반출을 위한 크레인이나 레일 설

치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하중과 지지부재에 

대해 검토하여 반영할 것

○ 변압기의 과전류 및 내부고장 등 전기적, 기

계적 보호대책 검토하여 반영할 것

○ 폭우로 인한 취수장 변전실 침수방지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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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차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기본설계

심의

○ 강재트러스와 아치구조를 조합하고 전체부재 

강결 및 고정단 구속조건이며, 비대칭 단면 

및 상이한 양측 교대부 형식인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물로서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면밀히 검토할 것

○ 사계절 온도변화에 의한 물리적인 신축량이 

강교에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

○ 교량의 안정성 검토 시 비대칭 단면, 외장재, 

난간, 식재수목, 풍하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안정성을 검토할 것

○ 외장재는 유형별 Frame 해석으로 주거더 거

동과 독립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는 바, 주

거더 변형을 고려한 안전성 검토를 추가 바람. 

진동과 처짐 등은 외장재 연결부에 피로하중을 

누적할 수 있으므로 상세 검토할 것

■ 제91차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기본설계심의

○ 가시설 흙막이 벽체와 신설 구조물간 공간이 

1m 정도로 되메우기 공간이 협소하여 다짐 

시공이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품질확보 

방안을 설계도서에 명기할 것

○ 광역 상수관 위치, 관종, 압력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근접 시공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누락된 교통표지판 계획을 보완하고 교차로 

설계기준(회전 교차로 또는 일반 교차로)을 

명확히 하는 등 부대시설 계획을 재검토 할 것

○ 대표 단면의 가시설 안정성 검토시 지하수위가 

높은 지점에서 구조 안전성 및 침투시 굴착 

바닥면의 안전서에 대해 검토할 것

○ 본선 BOX와 연결로 등이 인접 시공되는 구

간에서의 시공순서, 구조물 사이 방수 및 되

메움 처리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것

■ 제92차 한강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사업 

기본설계심의

○ 부유체 고정시설 및 인도교에 적용한 말뚝기

초에 대한 말뚝위치별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

하며, 설계외력(유수력, 부유체 작용외력, 충

격하중 등)을 고려한 말뚝 안정성(연직 및 

수평 지지력, 수평변위, 침하, 근입 깊이 등) 

검토를 추가할 것

○ 부잔교와 강관파일의 경우 상하부이동에 따른 

마찰로 인한 도장의 벗겨짐, 이로 인한 부식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반영할 것

○ 기계 장비 및 배관, duct 등의 고정·진동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장비 

전도방지조치, 배관연결부위 변위흡수 방법 등)

○ 수배전반 판넬의 전기실 배치를 위한 여유공

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전기설비 설치가 가능한 

면적을 검토·반영할 것

○ 한강 하구와 인접한 위치이며 만조시 바닷물의 

영향을 받으므로 염해에 강한 도장방식을 검토 

반영할 것

■ 제93차 서울숲의 미래상 설정 및 조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문

제점(민원 등) 및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숲 포럼 운영지원 시 전문가 외에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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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조사 및 분석 시 현재 서울숲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숲 컨서번시”의 활동현황 및 공원의 

이용과 운영현황 등 사항을 반영할 것

○ 경제성 분석 시 사후 유지관리비 등이 비교,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94차 한강통합선착장 조성사업 기본설계심의

○ 차도교 교대 옹벽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차도교의 반력을 적용한 옹벽구조계산서를 

추가하고, 차도교 받침하단에 교좌받침 보강

철근 배치를 검토·반영할 것

 - 옹벽 기초 안정성 및 한강 수위조건을 고려한 

옹벽 시공방안 등을 제시할 것

○ 계류시설은 한강의 계획홍수시에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조적 안정성도 담보되도록 검토·반영할 것

○ 지붕 구조의 경우 대부분 곡선 절곡이므로, 

부재 유형을 분류하고 적합한 시공 방안을 

반영할 것(곡면 알루미늄 판넬 포함)

○ 전력설비의 진동방지 설치 및 반입·반출구를 

검토·반영할 것

■ 제95차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실시

설계심의

○ 보강토 옹벽 상부에 구조물(방음벽 기초 및 

방음벽) 설치로 인한 추가하중 및 풍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하고, 단면 외 옹벽구간 전체의 배수기능 확

보를 위한 유공관과 보강재 길이 등을 세부적

으로 설계할 것

○ 구간별로 적용된 가시설 관련 띠장 등 강재 

및 토류판의 규격과, 설치예정인 옹벽구조물은 

타입별로 보다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각 램프교량에 설치되는 점검시설에 대하여 

교량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유지관리요령을 

제시할 것

○ SEB 거더교는 복부 및 단부 등 단면 구조검

토시 T부재 및 중공부, 스터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시행할 것

○ 포장단면 관련 기존 포장 및 접속부의 절삭 

후 재포장 등에 대한 설계내용과 도면을 제

시하고, 신설 포장 단면은 실제 시공 후 하

자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 제98차 ‘신길 특성화 도서관 건립공사’ 설계

심의

○ 옥내소화전은 화재시 신속하고 1인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 방식’으로 검토할 것

 - 설계된 호스 방식은 호스 꼬임이 없도록 펼

쳐야 하는 시간(지연)과 반발력을 고려하여 

2명이 사용하여야 하므로 소방안전성 및 신

뢰성이 적음

○ 변압기는 일반용과 동력용을 분리해서 사용

하는 것이 비상시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적

절하므로 반영 방안을 검토할 것

○ 건축물 전체의 관리 및 제어를 위해 지상3층

(사무실)에 적정한 공간(Control Space) 계획 

필요

○ 기초부 지층변화가 있는 곳은 부동침하가 발

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필로티 구간 등 외부 노출 부분에 결로 및 

동해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선 등 조

치가 필요하며, 동 조치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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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제거제,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와 

아크릴계 표면코팅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공법(제840호)

(보호기간 :  2018. 05. 28. ～ 2026. 05. 2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염분제거제로 오염된 콘크리트에서 염분을 추출하고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복구하고 표면코팅제로 마감하여 미세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내구성능을 향상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신기술은 오염된 콘크리트에서 염분을 추출하고,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와 아크릴계 표면코팅

제를 이용하여 표면 및 단면보수가 필요한 부위의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으로 ①열화부제거 및 고압수 세척공정 ②염분제거제 도포공정 ③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 도포

공정 ④아크릴계 표면코팅제 도포 공정으로 구성된다. 

☞ 열화부제거 및 고압수 세척

 •브레이커, 그라인더 등을 사용해서 치핑

 •고압세척기를 이용해서 치핑면 청소

 •치핑 후에 제거되지 않은 열화부위를 완전히 제거

☞ 염분제거제 도포

 •콘크리트 내부에 침투한 염분을 제거하고, 강도 
및 내구성을 증진시킴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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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 도포

 •역학적 특성 및 내구성능이 우수한 PVA섬유
혼입 보수모르타르 도포

☞ 아크릴계 표면코팅제 도포

 •내구성이 우수

 •장시간 지속가능한 표면보호성능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 사 명 발 주 자 공사기간 규모(m2) 비고

1 우암동 우암초등학교 앞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부산광역시 남구청 2014 183 준공

2 운산천 복개구조물 외 8개소 보수보강공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2015 109 준공

3 동항초등학교 앞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부산광역시 남구청 2015 147 준공

4
해양로117번길32~송남원일원 외 2개소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2015 263 준공

5 부곡1,2동 주민센터 일원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2015 97 준공

6
하나길 412~신선아파트 외 2개소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2015 288 준공

7 제2만덕터널 옹벽 보수공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5 251 준공

8 감전수로 복개구조물외 4개소 보수공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6 17.3 준공

9 망미번영로16번길 하수관로 정비공사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6 219.8 준공

10 문현교차로 일원 외 1개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2016 711 준공

11 엄광로 일원 노후하수시설 정비공사(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6 141.3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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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에는 주요 국가 사회자본시설을 보수하는 경우에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보수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이 기존에는 2년으로 신설구조물의 하자보증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형편이다. 

비록 보수비용은 기존 신설 구조물에 비해서 공사비용이 적은 편이지만, 과거와 달리 노후 구조물 

증가로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하자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LCC 설계를 도입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공법에 대한 선호도가 국가정책에 반영되면서 환경 친화적인 

재료와 공법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신기술 활용성은 기존공법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신기술은 기존기술과 다르게, 보수단면의 치핑 및 물세척 이후에 콘크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염분을 

제거하는 염분제거제를 도포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 부위를 포졸란 반응을 통하여 

콘크리트 내의 공극을 메워, 균열을 통해서 침입하는 각종 열화물질을 차단하고, PVA섬유를 사용

하여 인장강도를 증진시키며, 균열주위에 Calcite를 생성시켜서 미세균열을 봉합토록 하는 다중 

봉합작용의 보수모르타르로 단면을 복구하여 유지관리 및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보수공법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년한이 도래하면서 구조물의 장수명화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시설물(SOC) 유지보수는 2013년 기준으로 약 3.1조원으로 향후 증가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더욱 어려

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친환경적인 공법의 개발과 함께, 조기 철거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기존 시설물을 장수명화 할 수 있도록 건설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신기술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염분제거제를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면 모세관(미세한 균열)을 통하여 염분제거제가 침투하고, 

모재와 화학반응 및 삼투압 작용을 통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머물러 있던 염분이 콘크리트 표면 

외부로 추출된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이용해서 염분을 콘크리트 내부에서 제거하는 방법은 최첨단

기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신기술이 최초이며,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신기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적용성이 향상되고,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다면, 선진국

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북미 또는 북유럽 등에 적용성이 

우수해서 수출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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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한 일반 원가계산결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수두께 

50mm의 설계단가는 288,669원/㎡이다. 

     

 (2) 공사비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신기술 제477호)
기존기술

(신기술 제522호)

항목별 
공사비

(원/)

재료비 50mm 200,605 재료비 50mm 242,101 재료비 50mm 213,063

노무비 50mm 88,064 노무비 50mm 147,871 노무비 50mm 112,666

경비 50mm 977 경비 50mm 19,711

단위면적당 
공사비

(원/)
50mm 288,669 50mm 390,949 50mm 345,440

경제성 50mm 100% 50mm 135% 50mm 120%

 

 (3)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보수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면적100㎡을 가정하여 신기술로 공사하면, 열화부

제거(3일) ➡ 고압물세척(1일) ➡ 염분제거제도포 ➡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 타설(16일)➡ 

표면코팅재도포(1일) 총 23일이 소요되어 기존공법에 비하여 월등히 단축되지 않지만, 염분제거제 

도포를 위한 치핑깊이가 얕고, 균열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존 기술에 비

해서 재보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든다.  

    

 (4) 유지관리비

    신기술은 시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가능성이 적고, 균열 발생 후에도 균열을 봉합하는 자기

치유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기술은 공사전후로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시공의 우려가 많지만, 신기술은 재열화 발생 가능성이 낮고, 균열이 발생

하여도, 자기치유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기술에 비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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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보수공사에 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유지관리비용을 낮추고, 정부 시책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구조물(지하철)등 보수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지고, 경제성 및 공익성을 확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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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U형 상부강판과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을 용접 조립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AU 합성보 공법)(제843호)

(보호기간 :  2018. 08. 01. ～ 2026. 07. 3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신기술은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 상부에 역U형 상부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된 박스형 강재 보의 

중간플랜지 위에 슬래브를 일체로 형성한 합성보 공법으로, 벌어짐과 비틀림, 기둥과 접합되는 단부

에서 부모멘트 저항성능 및 콘크리트 구속효과에 유리한 폐단면 구조이고, 역U형 상부강판이 슬

래브에 매입되어 시어커넥터로 기능하여 슬래브와 일체로 합성되며, 중간플랜지 위에 딥데크

(deep deck)를 시공할 수 있어 층고절감과 장스팬 슬래브 구현이 가능하고, 내화뿜칠재 2시간

(16㎜)과 3시간(21㎜)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합성보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단면 구성요소 및 특징

   · AU보의 역U형 상부강판이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되어 별도의 스터드를 설치할 필요 없이 

AU보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가 함께 휨에 저항하도록 구성된 합성보

   · AU보의 춤 내에 형성된 중간 플랜지에 데크플레이트를 거치하여 세미슬림플로어 시스템 구현

   · 역U형 상부강판 플랜지에 형성한 타설공을 통해 AU보 내부로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충전

그림 1. AU 합성보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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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기술의 시공순서

① 기둥 설치 ② 작은보 설치(단변방향) ③ AU보 설치(장변방향)

④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철근배근 ⑤ 보 및 바닥콘크리트 동시타설 ⑥ 콘크리트 양생

그림 2. 신기술의 시공순서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AU 합성보 공법은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과 같은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및 복합시설 등 상업시설, 

그리고 주차장 등에 다수 적용되고 있다.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에프엠에스 공장 
신축공사

㈜에프엠에스 ㈜기린산업
2017.07∼ 
2017.09

5,017.32㎡
/지상3층

2,450,000,000원
(150,931,000원)

배곧 오피스텔 
신축공사

한국자산신탁㈜ ㈜동우개발
2016.12∼ 
2019.06

24,447.41㎡ /
지하5층, 지상20층

34,166,000,000원
(668,000,000원)

제주 메가박스 주차장 
건설공사

㈜터칭 ㈜조일종합건설
2016.11∼ 
2017.03

3,249.21㎡
/지상3층

1,338,700,000원
(858,000,000원)

과천 경마장 
부설주차장 건설공사

한국마사회 ㈜현성종합건설
2016.05∼ 
2016.08

6,662.28㎡
/지상3층

5,831,900,000원
(1,251,580,000원)

㈜범어통상 금어리공장 
신축공사

㈜범호통상 우영산업개발
2016.03∼ 
2017.02

3,974.11㎡/
지하1층, 지상4층

2,695,000,000원
(695,000,000원)

표 1. AU 합성보 공법 적용 대표실적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외 건축물은 대형화 추세로 단위모듈이 커지고 구조부재가 대형화되고 있다. 이는 층고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는데 신기술은 세미슬림플로어구조로 층고를 절감할 수 있어 수많은 건축물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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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의 성형강판을 이용한 합성보는 개방형 단면으로 구성되어 열린 단면의 시공적 불안정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전단연결재를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데크의 걸침길이 부족이라는 문제

점이 수반되나, 신기술은 별도의 강재앵커 설치공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데크플레이트 걸침

길이를 확보할 수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신기술은 박스형 폐합된 단면으로 개방형 단면의 불안정성을 극복하였으며, 특히 기둥과 접합되는 

단부에서 발생하는 부모멘트에 보다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또한 보 내부에 타설되는 콘크

리트의 구속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장점으로 현재까지 여러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보급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은 중간플랜지 위에 딥데크를 시공할 수 있어 층고절감과 장스팬 슬래브 구현이 가능하므로 

많은 종류의 대규모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추후 해외건설 현장으로의 시장 확대

가능성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공 종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비고

 AU합성보 공법

철골가공조립(공장제작, 표준라멘구조) Built, 42.967ton ton 43,975 406,469 243,881 694,325 건축7-1-1,2

철골가공조립(공장제작, 표준라멘구조) Rolled shape, 44.657ton ton 20,514 288,593 173,156 482,263 건축7-1-1,2

고장력 볼트 본조임 51본/ton ton 3,512 117,082 120,594 건축7-2-3

철골세우기
6층미만, 

강재사용량:87.624ton
ton 418 98,220 98,638 건축7-2-1

철골세우기장비비
크레인(타이어)80ton, 
강재사용량:87.624

ton 12,787 16,613 58,317 87,717 건축7-7-2

철골 SHOP DRAWING 작성난이도:단순 장 113,142 113,142 엔지니어링사업대
가의 기준 별표5

데크플레이트설치 10층이하 ㎡ 390 7,819 8,209 건축7-3-2

건축물현장정리 철골조 ㎡ 7,479 7,479 건축2-10

철근현장조립 보  통 ton 9,685 410,717 420,402 건축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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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비고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철근구조물, 슬럼프(cm):12,

타설량(㎥):491.46078
식 658,295 3,472,035 975,491 5,105,821 건축6-1-2

녹막이페인트칠 철재면,붓칠,1회 ㎡ 788 2,549 3,337 건축17-4

철골내화피복뿜칠 하이코트ET 16mm ㎡ 1,871 3,674 92 5,637 건축7-4-3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철골, L:40km ton 702 9,015 3,614 13,331 (표4-2)참조

  (2) 공사비                                                                  (단위:원)

    

구 분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교 비고

AU합성보 공법 식 256,000,639 120,142,108 24,722,981 409,865,728 1

H형강 합성보 공법 식 268,215,194 140,474,219 34,686,710 443,376,123 1.081

  (3) 공사기간

· 동일한 딥테크 적용 시, 보 강재량의 

차이는 있으나, 골조 공사기간 차이 없음

  → 시공 공정 동일함

· 세미슬림플로어구조로 내화뿜칠 면적 

및 두께 감소

  (1,329㎡→1,189㎡, 23㎜→16㎜)

  → 공사기간 4일 단축 기대(약 8%)

  (4) 유지관리비

    신기술은 AU보의 박스형 단면 내에 충전된 콘크리트의 축열효과로 내화성능이 향상되므로 내화

뿜칠 두께가 감소(2시간 기준 23㎜→16㎜)될 뿐만 아니라 강재보 일부가 슬래브에 매립되어 내화피복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차원에서도 내화피복재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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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은 기존 공법 대비 강재량의 절감이 가능해 H형강 합성보 공법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약 10% 감소되고 신기술인 AU 합성보 공법 관련 시장확대에 따라 해외파견인력 및 전문시

공인력, 관리기술인력 등의 신규고용창출이 기대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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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로 화물수송 효율화 정책 및 시사점

들어가며

 최근 들어 물류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물류비용 절감 및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도로 화물 수송 효율화 정

책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 도로 화물수송 효율화 정책

 일본은 도로 화물수송 효율화 정책을 크게 3가지 

분야, 교통관리, 복합수송 확대, 연료 소모율 실증

사업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실행사업 

대부분은 교통관리 분야이며, 교통관리는 교통류 

관리, 주차 관리, 차량 관리, ITS 활용, ICT 활용 

등으로 나누어진다.

도로 화물수송 효율화를 위한 일본의 교통관리 정책

 

 화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화물을 빠르게 수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중차량을 위한 추천 경로를 제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중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차로 개선, 교량 보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경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는 사전 허가 없이 이

용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성의 주관 하에 일본 

전국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화물차 운행의 안전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휴게소(Service area) 및 간이휴게소

(Parking area)의 주차면 이용현황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수송량이 많지 않은 지방부의 효율적인 

화물수송을 위해 여객과 화물을 통합하여 수송

하려는 움직임 역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이와테

(Iwate)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 확대

될 예정이다.

 

 화물차는 환경오염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대책으로 노후화된 디젤 화물차의 도심진입 억제 

및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친환경 CNG 트럭과 전기화

물차 개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교토에서는 

전기트럭을 이용한 배송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화물수송 효율증대 방법 중 하

나는 차량당 수송량 확대에 있으므로, 일본에서는 

차량 크기와 중량 제한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풀 트레일러 크기 제한을 

19m에서 21m로, 축별 중량 제한은 10톤에서 

11.5톤으로 완화하려고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대상이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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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화물수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송량 

확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운전자이다. 장거리 

장시간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요 중계지에서 운전자를 교대해 수송 효

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은 사야마(Sayama), 사이타마(Saitama–

Suzuka) 지역에서는 기업 내에서만 시행되고 있

으나, 추부(Chubu) 지역에서는 여러 회사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다.

도로 화물수송 효율화를 위한 일본의 ITS 이용 사례

 일본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로 화물수송 

효율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트

럭에 장착된 GPS 데이터를 이용, 매 1초마다의 

위치, 가감속, 속도, 경로 등을 수집하여 이를 총

괄적으로 분석한 후, 화물차에게 실시간으로 가

감속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혼잡하지 않은

경로를 추천하는 시범사업이다. 현재 국토교통성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2개 물류회사와 5개 

운송주선자가 참여하고 있다. 군집주행 역시 화

물차 연료 효율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국토교통성과 도로국 등 여러 관련 기관이 참여

하여 자율주행 화물차의 군집운행과 관련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진, 폭풍 등 재난 

이후에도 도로를 활용한 적절한 물자 및 물류의 

공급을 위해서 각 재난 등급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경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민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진도 

6 이상은 전국, 진도 5강 이상은 도쿄도 내에서, 

지진 이후에도 통행가능한 경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 화물수송 효율화를 위한 일본의 ICT 이용 사례

 일본에서는 공차의 주행시간과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동 주선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 물류센터를 건설·운영하여 보다 실제적인 

효율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컨테이너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컨테이너 

활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물건을 수송하고 하역한 

빈 컨테이너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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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효

율적인 배차 관리 통합시스템을 위해 물류회사, 

운송사업자, 운송사마다 각기 다른 포맷의 운송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트럭협회에서는 각 차량에 연료 효율을 측정

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 연료소모 감소에 

기반한 에코 드라이빙을 장려하기 위한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등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WIM 시스템을 이용

하여 과적차량을 적발하고 상습적인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중량정보 중량 초과 허가차량과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단의 공동 

물류수송을 통해 물류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실제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일평균 850대 차량통

행이 380대로 감소하게 되었음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시사점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화물수송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

외는 아니며, 전기트럭, 화물차 군집주행 등 다

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

본은 중차량 추천경로, 여객과 화물의 공동수송, 

화물차의 중량 및 크기 제한 완화 등 실제 실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물류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일본의 적용사

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현재 국내에서 도입이 가

능한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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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8년 8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84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용역
․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수립 (962)

조건부

채택
토목

85
도로시설물(터널,지하차도,

복개) 도면복원화용역

․ 서울시 전역(총 도로시설물 189개소 

중 부분손실 시설물)
(919)

조건부

채택
토목

86
북악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설계용역
․ 제연설비 1식(2열 L=810m) 등

3,971

(209)

조건부

채택
토목

87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

립 설계용역

․ 지하1층/지상5층

․ 연면적 5,410㎡

15,041

(753)

조건부

채택
건축

93
서울숲의 미래상 설정 및 

조성 · 운영 기본계획용역

․ 서울숲 및 주변 일대 미래상과 목표 

및 전략 설정, 기본계획 등
(500)

조건부

채택
조경

설 계

심 의

88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 취,정수장 수전분리, 수전설비 교체

․ 변전실동 신축 등

29,600

(275)

조건부

채택
전기

90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녹지연결로 L=100m, B=10~16m

․ 이동동선 및 수목식재 등

11,675

(495)
재심의 토목

91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2단계) 기본 및 실시

설계

․ B=6~8차로, L=6.38km

․ 지하차도 신설 및 활용, 도로 다이

어트 등

390,334

(3,979)

조건부

채택
토목

92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통합센터 : 부유식 수상구조물 

․ 부유식 방파제, 수상계류장 등

11,289

(558)

조건부

채택
토목

94
한강통합선착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지상1층/지하1층

․ 연면적 1,653㎡

27,500

(1,151)

조건부

채택
건축

95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 북부간선도로 : 묵동IC~구리IC,

 서울시구간 연장1.38km(6→8차로 

확장)

58,500

(1,949)

조건부

채택
토목

98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공사 

설계

․ 지하2층/지상5층

․ 연면적 8,292.58㎡, 주차대수 59대

26,564

(1,101)

조건부

채택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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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8년 8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8.08.

건     축 
광진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23건

2,642 2,388

교 통
2018년 교통시설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등 3건

88 80

기 계 설 비
상암 수소스테이션 승압공사 설계용역 등 
5건

159 136

도 로 대치교 외 6개소 정밀점검용역 외 42건 6,712 6,284

도 시 계 획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수립 등 6건 2,153 2,082

상 하 수 도
수색차량기지 하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3건

4,900 4,780

소 방 
5호선 마곡역 출입시설 추가설치 소방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45 45

전 기 통 신
자동차전용도로 방음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0건

249 242

정 밀 진 단 봉천천복개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16건 4,659 4,440

조 경 통의동마을마당 조성공사 설계용역 등 3건 33 32

지 하 철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등 6건

2,614 2,629

하 천
탄천 자전거통행로 겸 보행교 설치 
설계용역 등 3건

186 179

기 타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용역 
등 4건

76 71

 계 146건 24,516 2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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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8년 제116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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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기사 ·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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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8.30 9.15 10.12 10.15~10.24 11.10~11.23
11.30
12.21

< 2018년 제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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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8.23 9.8~9.16 9.21
9.3~9.4

10.22~10.25
11.24~
12.7

12.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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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투어리즘
 (overtourism)
    

 지나치게 많다는 뜻의 'Over'와 관광을 뜻하는 

'Tourism'이 결합된 말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

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

하게 되고 관광지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말한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들게 되면 그 관

광지는 환경 생태계 파괴, 교통대란, 주거난, 소음

공해 등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며 급기야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는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신규 호텔 허가를 중단하고 불법·미

등록 주택관리를 강화했다. 남미 페루는 안데스 
산맥을 따라 마추픽추로 향하는 하이킹 코스인 잉카

트레일 이용자 수를 하루 500명, 마추픽추 방문객은

하루 2500명으로 제한하는 관광객 총량제를 도입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과 이화 

벽화마을 주민들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사

생활 침해와 소음공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불

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광 허용 시간제'를 도입해 

가장 붐비는 북촌로 일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