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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국내 공공공사(이하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와 불가항력인 사유로 

공기연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추가 간접비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때 추가 간접비 산출을 위한 현행 

국내 제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준 시점과 간접비의 ‘양’과 ‘대가’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행정적인 단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대부분 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양보 또는 소송과 같은 분

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소되는 실정이다.

  지방광역단체인 S시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와 관련해 진행 또는 진행예정인 소송이 

29건, 소송가액은 1,390억원에 이른다(2017년 12월 기준). 이러한 현상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에 포함될 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약 상대자간 사전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정확한 추

가간접비 산출액을 도출하는 방법보다는 Simon에 의해 제시된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에 따

라 당사자간 ‘충분히 만족할만한’정책입안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추가 간접비 산출 현행 제도 및 선행연구

  공기연장은 설계변경, 예산배정 지연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

유에 따라 발생한다.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관련 분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해외와 달리 국내 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비 보상’ 원칙에 따른 관련 규정의 모호함에서 

비롯된다. 국내와 국외 규정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구  분 국내 (국가·지방계약법령) 국외(FIDIC)

현  장
관리비

대상항목
 ·간접 인건비 ·간접자재비
 ·기타경비

 ·간접 인건비 ·간접 자재비
 ·간접 장비비 ·현장 경비

산출기준  ·실비산출  ·1일당 현장관리비×지연기간

특    징  ·실비의 해석 기준 모호  ·단순

<표 1> 국내외 추가 간접비 보상 규정 비교 

》  칼  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도입방안
   
   이 승 준
     서울시 공공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관리 전문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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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산출을 위한 선행연구에 대해 자료를 취합하고 분류한 바, ①추가 

간접비 산출 방법을 제시한 연구, ②현행 간접비 산출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연구로 크게 구분되어졌다. 

  세부적으로 정기창(2016), 김기앵(2018), 신영철(2012)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일평균 간접노

무비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2017), 한국원가관리협회(2010)는 실비항목과 

클레임을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는 적정한 수준에 대한 기존 연

구는 찾아볼 수 없었고, 공공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간접비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였다. 

3. 현행제도의 개선방향

가. 현행제도의 문제점

 1) 산출시점에 따라 다른 노무량

    공기연장 시점과 간접비 산출 기준시점을 구분하는 것은 난해한 일이다. 정기창(2016)에 따르면 

동일한 공사에서 같은 기간의 공기연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실비산출을 위한 기준금액을 ①총 

공사기간 평균 금액, ②계약연장기간 실비 ③추가된 현장관리비로 산출했을 때 각각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2) 노무량 및 노무비 산출의 합의 요소 부재

    실제 소송중 법원에 제출된 소장, 답변서, 감정보고서를 검토한 바, 발주처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자와 같은 필수 법정인원에 대해서만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보고자 하고, 건설사는 법정인원 외에도 

현장에 투입된 인원 전체에 대해 비용을 인정받고자 한다. 그러나 현행제도에는 필요·불필요 인원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동일한 공사라 하더라도, 수급 받은 건설사의 임금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된 노무비가 달라질 

수 있어 적정 임금수준에 대한 논란 역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주했을 때 실지급된 임금의 차가 2배를 넘어선 경우도 존재했다.  

나. 개선방향

    현행 제도 운영에 대하여 발주자, 건설사, 감리자 총 5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 실비정산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94%에 이르고, 요율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1%에 달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면담조사를 분석한 

결과, 각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한 방식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용이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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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도입방안

가. 일평균 간접노무비율 도입

  추가 간접비 산출제도를 계약상대자간 합의 도달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실비정산 방식에서 

당초 계약된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한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 때 요

율은 현재 국내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사용하고 있는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중 ‘간접노무

비율’을 활용하는 것을 다음 <그림1>과 같이 제안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1일 평균 간접노무비율 = 변경당시 법정비율 / 당초 계약 공사기간

· 추가 간접 노무비 = 직접노무비 × 1일 평균 간접노무비율 × 연장 공사기간

  ※ 변경당시 법정비율 : 변경시점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그림 1> 추가 간접노무비 산출방법 

  첫째, 동일한 공사라 하더라도 수주한 업체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달리 실비가 산출될 뿐 아니라 매번 

반복되고 있는 간접노무비 대상자인지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공사별로 연장된 기간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매우 단순하여 현장적용이 용이하다.

  둘째, 공공공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공공공사의 간접비는〈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비율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데, 직접노무비의 증감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연동하여 산출하기 용이하다.

  셋째,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직접비에 대하여만 간접비의 산출이 가능하다. 대부분 공공공사가 관급

자재비를 포함하고 있고, 이 관급자재비는 총공사비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부분에서도 간접노무비가 산출될 수 있는데 직접노무비 대비 요율

방식은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다.

  넷째, 조달청 원가계산은 조달청에서 매년 2회 개정해서 발표하고 있으므로 공종별로 발생하는 비

율의 증감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조속히 반영할 수 있다. 

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양보 가능 수준

  이 결과를 제도에 반영할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추가 간접비가 적게 산출될 수 있다. 이 때 건

설사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소송사례를 추가 분석하였다. S시의 경우 간접비 

소송 완료된 14건의 1심 판결을 보면 청구소가 대비 원고 승소율이 최저 6%에서 최고 100%의 범

위로 나누어 분포(2017년 12월 기준)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비 규모와 승소율과는 상관관계 없이 흩어져 있었는데, 단순 평균한 원고 승소율은 

57%였다. 그렇다면 57%를 초과하는 일정 수준으로 간접비가 산출된다면 제도개선에 동의할 수 있

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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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전부승소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소송진행 중 발생하는 손실비용이 보존

될 수 없는 점, 수치화할 수 없는 계약상대자와의 마찰로 인한 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느 수준에서 사전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21명의 건설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 실비 대비 평균 66.2%의 비용 산출이 

보장된다면 여러 리스크를 감안하여 양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실제 사례 적용 검증

  실제 소송 사례 중 법원에 감정보고서가 제출된 공사에 본 연구결과를 대입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결과를 적용할 경우 소송가액 대비 최저 54%, 최고 189%의 비율로 산출되어 실 

소송가액 대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고 및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값은 소송가액 대비 

83%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사의 만족할 만한 수준 66.2%를 상회하므로 합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면담 및 실제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분쟁은 산출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 도출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따라서 현행 실비정산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리스크를 감안한 건설사의 동의 수

준에 대한 검토는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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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7017과 서계·중림 등 주변지역 잇는 

7개 길 조성  

 서울시가 ‘서울로7017’에서 서계동, 중림동, 회

현동, 후암동, 서소문동 등 주변의 도시재생지역

으로 실핏줄처럼 뻗어나가는 보행길 7개를 새롭게 

조성한다.

 ‘서울로7017’이 노후된 고가도로를 사람길로 

재생시켜 기찻길로 단절됐던 서울역 동-서 지역을 

잇는 1단계 연결길을 완성했다면, 새롭게 조성될 

7개 보행길은 서울로7017을 축으로 도시재생의 

파급력과 지역경제 활력을 인근으로 확산하는 2

단계 연결길에 해당한다.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 대상지>

 서울시는 ‘서울로7017’을 설계한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마스(Winy Mass)가 제안한 기본구상안 가

운데 현장답사 등 타당성 검증을 통해 7개 연결길 

총 7.6km를 우선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 각 

연결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단절된 길을 녹색으로 연결하고, 각 길의 여건과 

환경에 맞춘 다양한 사업유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이다. 예컨대, 리모델링 

등을 통한 건물 간 연결, 골목길 녹화, 거리카페 

조성, 보행공간 확장 등이 적용될 수 있다. 

 7개 길은 ①중림1길 ②중림2길 ③서계1길 ④

서계2길 ⑤후암1길 ⑥후암2길 ⑦회현1,2길이다. 

○ 중림1길(약 810m) : 약현성당, 성요셉아파트를 

지나 충정로역으로 이어지는 길로, 오래된 가

옥과 골목이 남아있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속 특색있는 장소로 변신 가능성이 높은 

길이다. 

○ 중림2길(약 790m)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들로 둘러 쌓인 지역을 관통해 손

기정체육공원, 경기여상, 봉래초등학교를 아

우르는 녹지가로를 통해 충정로역 방향 남측 

경사주거지로 이어지는 도심 속 숲길이다. 

○ 서계1길(약 780m) : 오래된 가옥과 한옥, 

흔적이 남아있는 좁은 골목을 통해 만리시장과 

효창공원으로 이어지는 길로, 서울역 일대에 

역사 깊은 봉제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 서계2길(약 1,100m) : 청파어린이공원과 국립

극단을 지나 청파언덕길로 이어지는 길. 구릉

지의 오래된 배후주거지를 관통하는 봉제공장, 

옛길, 일식가옥 등 생활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도심 속 특색 있는 ‘문화길’이다. 

○ 후암1길(약 1,300m) : 서울스퀘어 뒤편의 양동

공원, 후암시장을 지나는 길로, 서울역 일대 

시간의 단면이 켜켜이 쌓인 길이다. 

○ 후암2길(약1,400m) : 서울로에서 소월로 성곽 

등 빌딩 사이사이 다양한 길을 통해 남산으로 

이어지는 길이지만, 경사가 심하고 보행에 적

합하게 계획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 회현1,2길(약1,400m) : 적산가옥을 활용한 

회현우편취급국 같이 근현대 건축 자산이 풍

부한 지역으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

유의 정취를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다. 

 특히, 7개 길을 7명의 공공건축가가 각각 전담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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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골목건축가’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7

인의 골목건축가는 골목길과 길 위의 건축물, 기

념물, 공공공지 같은 주요 자원을 유기적으로 고

려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후에도 지역주민, 

공공, 전문가 간 소통‧조율을 통해 지속적‧장기적

으로 길을 관리하는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골목길 내에서 신축이나 

토목공사 등이 진행될 때 자문 등을 통해 마스터

플랜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골목길 같은 소규모 가로 정비는 민간

이나 공공에서 체계적인 밑그림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도로포장 위주의 일시적인 토목공사 위

주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7개 연결길은 건축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골목길 주변에 대한 

통합적인 디자인과 공간 개선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별화한다.

 서울시는 총괄기획가(서울시립대 유석연 교수)를 

중심으로 골목건축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로 2단계 연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7개 연결길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골목

건축가’ 방식을 서울 전역의 골목길 재생으로 확대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재생과 (02)2133-8643〕

서울시, ‘공평동 현장박물관’ 개관  
 서울시가 26층 건물인 센트로폴리스(종로구 우정

국로 26) 신축과정에서 발굴된 108개 동 건물지 

일부, 골목길 등 유구와 1,000여 점이 넘는 생활

유물을 전면 보존한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을 3년 

준비 끝에 지난 9.12.(수) 개관하였다.

 연면적 3,817㎡로 서울 최대 규모의 유적전시관

이며, 이 건물 지하 1층 전체가 조선 한양부터 

근대 경성에 이르는 역사의 흔적과 유구·유물을 

원 위치에 고스란히 보존한 살아있는 ‘현장 박물관

(on-site museum)’이다.

 특히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도심 재개발 과정

에서 개발과 보존의 공존을 유도한 민관 협력 

보존형 정비사업 모델의 첫 사례다. 2018년 사

대문 안 공평동 정비사업 중 대단위로 발굴된 

도로와 골목, 집터 같은 매장문화재를 원위치에 

전면 보존하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방식을 일명 ‘공평동 룰

(Rule)’로 이름 붙여서 앞으로도 도시개발에서 

발굴되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원칙으로 삼는

다는 계획이다.

 전시관의 핵심 콘텐츠는 각각 다른 형태의 가옥 

3채(▴전동 큰 집 ▴골목길 ㅁ자 집 ▴이문안길 

작은 집)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복원, 조선 한양의 

집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남은 

건물 터와 과거 실제 가옥을 비교해보고 당시 

모습도 상상해볼 수 있다.

< 이문안길 작은 집>

 전시관 입구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전동 큰 집’ 

터 앞에는 1/10 크기로 축소한 모형과 영상이 

있어 당시 모습과 현재 집터를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다. ‘골목길 ㅁ자 집’ 터에서는 가상현실(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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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기(총 10개 비치)를 착용하고 디지털로 복

원된 집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마치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문안길 작은 집’은 집터 내에 실제와 동일한 

크기로 재현했다.

 핵심 콘텐츠를 포함한 전시관 내부 전체는 4가지 

주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①개발과 보존의 상생

(보존과 공평동 룰) ②조선시대 견평방(수도 한

양의 중심) ③근대 공평동(공평동으로의 변화) 

④도시유적 아카이브(도시유적 발굴지도)다. 

 각 전시 구역별로 마련된 진열장과 유구 위에

는 2015년 당시 발굴된 유물 총 1,000여 점이 

총 망라돼 있다. 인근 청진동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 20점도 함께 전시된다. 청동으로 만든 삼

족화로, 중국 명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병 

조각, 청동거울, 조선 전기 무신인 구수영(具壽

永)의 패찰 등이 당시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특히 한 곳에서 다량 출토된 ‘참조기 이석’ 

등 생선 유체(遺體)를 통해 당시 한양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즐겨 먹었는지도 알 수 있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18시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 1월1일

은 휴관이다.

<전시관 평면도>

   〔서울역사박물관 02)724-0135〕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착공
 마곡산업단지 입주 강소기업을 통합 지원·관리하는 

허브기능을 담당할 공공지원센터(가칭 ‘M-허브

센터’)가 2021년 5월 준공목표로 지난 9.10.(월) 

착공하였다. 

 공공지원센터는 마곡산업단지 내에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21,425㎡ 규모로 건립된다. ▴
R&D 중심 강소기업 입주공간 ▴스타트업 발굴·

육성 공간 ▴비즈니스 지원공간(사업화·투자·컨설팅 등) 

▴국제회의실 ▴산업단지 관리기관 ▴홍보전시관 

등이 조성돼 신성장 산업지원에 나선다.

 특히, 강소기업 입주공간(40개)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할 연구공간(30개)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산업 간 융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R&D 환경을 구축한다. 영세한 규모와 재

정적 한계로 토지 매입·건축이 어려워 사실상 마곡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강소기업과 스타

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물리적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강소

기업과 스타트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영컨설팅,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인재양성 교육, 글로벌 진

출을 돕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공공

연구기관 유치, 기술교류, 협업을 위한 소통채널인 

M-밸리 포럼 운영, 강소기업 전 주기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서남권사업과 (02)2133-1516〕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본격 추진

 서울시가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및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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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등급제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자동차를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

이다. 현재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제도를 도입·시행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효과를 

얻고 있다.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

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8월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전기차 682

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민간 전기차 및 수소

차는 9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개선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

이템을 발굴하여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

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

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19.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7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

치 발령시 이를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19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등급제에 기반한 

LEZ(Low Emission Zone)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전기․수소차 1등급 표지 부착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

하고, 상위등급 차량의 구매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

이다. 한편, 현재 노후 경유차에는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정책과 (02)2133-4417〕

제36회 서울시 건축상 ‘PLACE1’ 선정
 서울시가 2018년 제36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PLACE1’(설계 : 김찬중, ㈜더시스템랩건축사사

무소)를 선정하였다.

 ‘PLACE1(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6, 연면적 

16,295.82㎡)’은 리모델링, 친환경성, 녹색건축, 

앞선 기술의 도입등 이 시대가 건축에게 요구하는 

[ 1등급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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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목을 두루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이를 뛰어난 

조형과 공간으로 녹여낸 건축적 성취가 탁월하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상 : PLACE1>

 특히 이중외피 시스템은 일조 환경 조절장치인 

동시에 발코니를 매층에 제공하기도 하면서 독

특한 외관 또한 만들어내고 있다. 일조가 양호한 

남측 벽면을 활용한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

전시스템)는 외피 디자인과 통합한 태양광발전시

스템으로 공해없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선큰을 통해 지하의 개방성을 극대화한 

점, 전면의 공지와 공용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용공간을 상당부분 할애한 점 등은 공공

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이다. 오

프라인 기능이 줄어든 은행을 지역자산으로 활용

하면서 야간 시간대까지 지역사회에 열어놓은 점도 

높이 평가되었다.

 최우수상은 신축 3점, 리모델링 1점으로 총 4

점이 선정되었다. 먼저 신축에서는 코오롱 

One&Only타워(설계 : 윤세한, ㈜해안종합건축사사

무소)과 은혜공동체 협동조합주택(설계 : 김현준, 

㈜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수락행복발전소(설계  

: 신창훈, 운생동건축사사무소), 리모델링에서 예진

이네 집수리(설계 : 김재관, 무회건축사사무소)가 선정

됐다.

 우수상은 신축 7점, 리모델링 1점, 녹색건축 1

점으로 총 9점이 선정되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설계 : 조진만, 조진만

건축사사무소), THE ILLUSION(설계 : 곽상준, ㈜종합

건축사사무소 오비비에이), URBAN MEMB RANE

(설계 : 홍만식, ㈜리슈건축사사무소), 시연재(설계 : 정

문철, 디자인그룹 꼴라보), 아산나눔재단 사옥(설계 

: 전숙희, ㈜와이즈건축사사무소), 사당동 소행성(설계 

: 조성익, TRU 건축사사무소), 홍릉 콘텐츠 시연장

(설계 : 최정우, ㈜건축사무소 유니트유에이), 평화문화

진지(설계 : 유종수, ㈜코어건축사사무소), 청연빌딩

(설계 : 김학건, ㈜친환경계획그룹 청연건축사사무소)이다.

 올해 36회를 맞이한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장려하기 위한 

상이다. 서울의 건축문화와 기술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여 격려하는 서울시 건축분

야의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총 116작품(신축 81작, 리모델링 26작, 

녹색건축 9작)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응모된 가

운데 7월 20일 서류심사와 8월 1일 현장심사를 

거쳐 수상작품을 선정하였다.

 건축상 수상자(설계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이, 

건축주에게는 건축물에 부착하는 기념동판이 수

여된다.

 한편, 2014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5회째를 맞이

하는 '올해의 건축가상'에는 민현식 건축가(72세, 

건축사사무소 기오헌 대표)가 선정됐다. 민현식 건축

가는 한국의 전통사상과 전통건축에서 도출한 ‘비

움의 구축’ 이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구축하여 

‘전통건축의 현대화’에 주목할 만한 이론을 제공

하여 한국현대건축뿐 아니라, 서울도시건축의 위

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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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울시 건축상' 시상식은 ‘2018 서울건

축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10월 5일(금) 문화비

축기지 T2 공연장에서 개최되며 10월 28일(일)

까지 문화비축기지 T6 전시장에서 전시될 예정

이다.

〔건축기획과 02)2133-7105〕

「서울건축문화제 2018」 개막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울건축문화제 2018」가 

‘한양山川 서울江山’이라는 주제로 10.5.(금)~ 

10.28.(일)까지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과 전시프로그램

으로 구성된다. 열린강좌, 건축영화상영 등의 시민

참여프로그램과 주제전,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서울시 건축상 등의 전시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눈

높이에서  건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 

하였다. 이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참여프로

그램은 사전신청 또는 현장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민참여프로그램(8)

①건축가 대담 ②오픈오피스 ③열린강좌  ④도

슨트 투어 ⑤건축영화상영 ⑥도시건축포럼 ⑦건축

문화투어 ⑧중고등학생 특별강연 

전시프로그램(10)

①주제전: 한양山川 서울江山 ②서울건축문화제 

10주년 기념전 ③제36회 서울시 건축상 ④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⑤한강건축상상전 ⑥건축 스토리텔

링 공모전 ⑦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⑧중고등학생 

건축사진 공모전 ⑨서울江山, 함께 살어리랏다 

◯10주제 파빌리온

 특히, 이번 서울건축문화제에 선보이는 10개의 

전시는 ‘한양山川 서울江山’ 주제와 연계한 전시

기획으로 시민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배경이 되는 

자연과 건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가는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서울의 미

래를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18 서울건축문화제에 대한 세부일정 확인과 

시민참여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http://www.saf.kr)에서 할 수 있다.

〔건축기획과 (02)2133-7105〕

서울시, 학교 태양광 활성화 본격 추진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체험장 조성 등을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 협동조합, 기업 등과 상생과 협력을 통해 

학교 태양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학교 태양광은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총 484개

소에 24.2MW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

자유치 발전사업은 2017년 79개교, 2018년 12개

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500개소 학교에 총 49MW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학교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서울에너지공사, 협동조합, 기업 등과 연대

체계를 구축하고, 태양광 보급방안 강구, 기관별 

이해관계 조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학교 대상 현장조사, 

사업설명회, 유지관리 등을 합동으로 수행하고, 

소규모 민간사업자, 한전SPC(특수목적법인) 등 

학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발전사업자와도 

상생과 협력의 연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 태양광 설치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유도하고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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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스탠드와 주차장, 건물 외벽 등 주변 경

관과 어울리는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을 시범설치 

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부의 자발적인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

할 계획이다.

<국립국악고등학교 태양광 설치 사진>

〔녹색에너지과 (02)2133-35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지자체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

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10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마련 

(안 제10조의2)

  계약기간, 사용료 등 부지사용계약시 주요 기

준을 정하고, 부지사용계약 체결시 반영이 필

요한 사항, 부지사용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 안내 방법 등을 규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저하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 시 가격

입찰의 전면배제가 필요하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여력 등을 감

안하여 단계적으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처

리결과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확대 (안 제17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이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

으로 적용해야 하는 설계비 기준을 1억원 이상

으로 낮추어 적용대상 확대

나. 사전검토 결과 처리방향 통지 의무화 (안 제

20조 제3항)  

 -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의 처리방향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

할 것을 의무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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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그동안 

소형평형(평균전용면적 60㎡ 이하)은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큰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형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의무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폭염·폭설 등 기상이변에도 주거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최소한의 쾌적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의 에너지 성능향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을 일반평형과 동등한 

패시브 수준(에너지의무절감률 60%)의 에너지성

능을 갖도록 개선·보완하고자 「에너지절약형 친

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강화(안 제

7조, 별표1, 별표2)

 1) 소형주택의 패시브화를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소형주택도 평가기준주택 대비 60%이상 에

너지를 절감하도록 창의 단열, 벽체 단열, 

보일러효율, 조명 등 기존 설계기준을 강화

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5조, 별표5, 

별지2)

 1) 의무 에너지 절감률 상향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이

상)을 조정

 2) 유사 기후를 가진 지역과 분류가 다르거나 

기존 행정구역과 겹쳐 혼란이 야기되는 지역

(강화, 삼척 등)의 재분류

 3)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친환경주택을 평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에 조명 등 개정사항 반영

하여 서식 변경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기술자들의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반을 재검토하고 참여기술자 평가, 용역수행실적 

평가, 신용도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업무 중복도 평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7일까지 의견을 받

는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가. 참여기술자 평가 (별표1)

  참여기술자 평가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분

야별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건설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기술

자가 통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

경력을 가진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력·

실적의 요구 한도를 설정하며, 용역 경력·실적의 

교차 인정을 확대하여 다양한 경력을 가진 기술

자를 육성하고,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실적 인

정은 1인으로 제한하여 현업에서 일하는 기술자

들에 대한 우대 강화

나. 용역수행성과 평가 (별표1, 부표1)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 성과에 따라 등

급을 부여하고 이를 점수에 반영하여 좋은 성

과를 낸 업체를 우대하고 우수한 엔지니어링 성

과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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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30%), 우(40%), 양(3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양(60%)로 하고,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업체는 

우(80%)의 점수를 부여

다. 신용도 평가 (별표1)

  실제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정

상태 건실도 기준이 업체의 기술력 평가 결과를 

좌우하여 소규모 업체에 불리하므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업무수

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급간 

점수 격차도 축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별표1)

  개발실적 평가시 신기술·특허 등 개발시 부여

하는 건당 점수를 높여서 기술개발 및 구입 등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실적 만점 기

준을 낮춰 업계 부담 완화하며, 활용실적은 실제 

시공되기 전이라도 해당 기술이 설계에 반영되고 

설계가 준공이 된 경우에는 성과로 인정하여 추후 

증빙에 대한 부담을 완화

마. 중복도 평가 (제5조제4항, 별표1, 부표1)

  과도한 책임기술자 중복도 기준은 완화하고 

실무급의 중복도는 평가를 새로 도입하여 실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여건 조성

중복도 기준이 발주청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발주청에서 중복도 만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도 만점 기준은 20

0～300%로 제한하고, 중복도 평가 대상 분야도 

3～5분야로 제한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 평가와 

실무기술자 평가를 도입하여 실무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과도한 업무중복 수행을 방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3567〕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현행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기준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부합하도록 재정비

하고,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기준｣을 환경부 고시로 제정하기 위하여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안)」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22일까지 의

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내진등급은 기존과 같이 II등급을 유지하되, I

등급 적용대상을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설치

되는 폐기물매립시설로 구체화함

나. 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

구/인명보호, 붕괴방지 4가지 중 “붕괴방지

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적용함

다. 내진설계 적용대상 시설을 다음과 같이 확대함

    기존 폐기물성토제체 및 사면, 폐기물저류시설, 

기초지반 및 차수시설, 매설관로 이외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가스 저장시설, 관리사무소 등 추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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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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차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심의 

○ 신설도로의 계획 하수박스(2.0×2.0, SM4-1 

~SM4-4구간)에 대한 규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하수박스 종단(SM4-8) 기존관 D1,200 연결

부는 하수관로 병목현상과 와류발생 등으로 

역류가 우려되므로 인접 기존관의 확대개량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설계획을 재검토할 것

○ 종점측 교대 기초 편측 상단의 매스콘크리트와 

건축하중 재하에 대한 교량 “상부구조 재하전” 

단계에서 건축부분 시공완료 후 전도 검토 

등 각 시공 단계별 안전성 검토할 것

○ 보행로 데크 기둥의 좌굴 및 횡방향 브레이싱 

설치를 검토하고 기초의 근입장 검토내용과 

구간별 근입장을 도면에 제시할 것

■ 제100차 강서시장 청과물동 정밀안전진단심의 

○ MAIN TRUSS 일부 부재의 변형 진행여부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부재의 정확한 변형

도를 측정하여 기록할 것

○ PIT층 슬래브 누수에 의한 백화현상에 대해 

균열보수 후 방수처리 등 보수 방안을 제시

할 것

○ 지붕 트러스에 열선 깔기 등 겨울철 폭설시 

적설하중 경감 방안을 제시할 것

○ 지붕 스페이스프레임을 지지하는 16개 RC기

둥의 중앙부 및 단부 등 누락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향후 시설 개·보수 시 

점검구를 설치토록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제101차 서울숲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설계심의

○ 포장재료를 개선하는 경우 종단 경사도는 물론 

횡단경사도도 적정 수준에서 확보할 것

○ 데크난간 및 핸드레일 등 시설물은 이용자에 

의한 횡하중 등 고려하여 각관 등 체결부위 

규격을 상향조정하고, 난간은 횡하중에 저항

할 수 있도록 구조검토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것

○ 데크재 고정 볼트 및 기초부 체결 플레이트, 

셋트앙카 등 구조물은 내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녹방지 가공처리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것

○ 시공성(양생기간 단축 및 자재 운반) 개선을 

위하여 구조물 기초의 현장타설(인력비빔)을 

PC콘크리트로 대체 검토할 것

○ 숲속놀이터 경사로에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난간 또는 볼라드 등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할 것

■ 제102차 신길배수문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심의

○ 영등포배수문 암거 상부슬래브(단면보수 부

분)에 발생한 망상균열(거북등 균열)은 정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손상원인을 분석하고 적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할 것

○ 신길배수문 영3호 바닥슬래브와 영등포배수문 

배수암거의 벽체침식은 체수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보수공사시 물돌리기 후 드

라이상태에서 시행되도록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반영할 것

○ 제어반 적외선 촬영측정결과 허용온도 이내 

발열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나, 허용온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판단기준이 되는 허용온도를 

제시할 것

■ 제103차 독산배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심의

○ 배수암거의 종단구배에 대한 조사 및 종단면도 

작성이 필요하며, 부등침하 등의 발생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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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사 내용을 보완·반영할 것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반영한 종합평가의 

흐름에 전반적으로 오류가 있으므로 정밀안전

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재작성 등 보완할 것

○ 문비에 대한 강재초음파 두께측정은 설계치

보다 증가된 측정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부식

여유율을 감안한 변화 정도 및 설계치보다 

증가한 이유를 검토하여 제시할 것

○ 독산배수문 문비 및 렉바에 대한 부식 증가는 

홍수시 수문작동에 지장영향 등 홍수시 수방과 

밀접한 사항으로, 손상현황 및 기능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기에 보수될 수 있는 방안 및 대

책을 제시할 것

■ 제104차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본 건축물 지상3~4층은 체육관과 댄스실로 

향후 실 사용시 진동(농구, 배드민턴, 댄스 

등)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진동 영향성을 

분석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경의선에 접한 대지의 굴토 깊이는 약 17m로 

지하수 등으로 인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굴토공법 선정 등 대응방안 검토 필요

○ 주차장 램프 바닥이 지하1층 LEVEL과 상이

하므로 주차램프로 전달되는 외벽 측압이 지지

될 수 있도록 힘의 흐름을 검토하여 보강할 것

○ 강당 장스판 부분 등 구조적 재검토 및 기둥·

보 연결부에 대한 상세도면 작성 필요

○ 무대 관리실과 남·여 분장실은 화재 등 안전

사고시 대피 동선이 너무 길어 불합리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제105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정보구축 및 

실태평가 용역발주심의

○ 설계 및 시공단계의 DB구축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력 정보구축에 필수적인 설계내

용과 설계단계의 weak point 등을 수집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 및 “시공단계의 변경

사항과 추가사항, 적용 공법의 장·단점 등을 

DB에 포함” 내용을 추가할 것

○ 시설물 최적 성능개선의 중장기 분석 관련 

“목표 성능 개량을 정량화하고 시설물별, 부

재별 관리기준 수립” 내용을 추가할 것

○ 학계와 협회 등과 협조하여 시설 유형별 국내 

학술자료와 해외 학술자료를 DB화 구축 및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을 참조하여 일반사항

(계약기간의 변경, 변경조건,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용역감독 등)을 보완할 것

■ 제106차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설계심의

○ 주차장 진·출입부분에는 신호등 또는 점멸등 

등 신호체계 설치를 검토할 것

○ 캠핑장 규모에 비하여 부족한 주차장은 주차면 

추가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주차면의 위치를 재검토할 것

○ 메타세콰이어 식재는 일부 군식으로 식재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게 검토할 것

○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

하고 우수유역을 충분히 반영하는 우배수 계

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계획이 

되도록 할 것

○ 차단기 용량변경에 따른 케이블 용량을 검토

하여 반영할 것

○ 레인가든은 기능을 고려 상세단면 계획 등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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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지형 링크와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교량용 신축이음공법(JHR-EJ공법)(제841호)

(보호기간 :  2018. 07. 10. ～ 2026. 07. 0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신축이음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강재 링크를 힌지 형태로 연결

하여 신축 거동을 수용하고, 링크 하부에 강재 이물질 차단판을 적용하여 교량 하부로 이물질 유

입을 방지하는 신축용량 35~800mm범위의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개념도

 (2) 신기술의 시공순서

 기존 제품 철거 작업(보수 시)  ① 자재 반입 및 자재 검수  ② 블록아웃 치핑/청소

기존 장치 파손/하자로 인한 교체 필요 
시 철거

공장 제작/조립 및 프리셋팅이 완료
된 제품 반입 후 자재 외형/치수 등 
현장 자재검수 실시

제품 설치를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 
철거/설치 공간 확보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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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재 거치/보강철근 결속  ④ 설치 검측  ⑤ 콘크리트 타설/양생/완료

확보된 공간에 신축이음장치 거치 후 
보강철근으로 기존 구조물에 용접 결속

자재의 결속 확인/도로와의 평탄 정도
/유간 확인등 설치 검측 수행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실시, 강도 
확인 후 통행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신기술공사금액

1
국도37호선 신진군교 등 

시설물보수공사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세다건설

2016년 08월
~ 2017년 09월

30m 505,800천원

2
부론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강원도
원주시

우일건설
주식회사

2017년 03월
~ 2018년 02월

38m 64,111천원

3
국도6호선 용담대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태평로건설

2017년 11월
~ 2017년 12월

30.5m 333,000천원

4
부산외곽 순환 
고속도로 5공구

한국도로공사 삼환기업 2017년 11월 92m 209,000천원

 * 상기 실적 외 25건의 신설/보수 교량 적용 실적 보유

나. 향후 활용전망

   교량 신설 시장은 2015년 기준 연평균 1,013개의 교량이 신설되고 있고, 국내 보수 시장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보수 교량 개소 및 보수비용이 약 2배 증가 되고 있어 이물질 차단판이 구비된 

JHR-EJ공법이 신규, 보수 교량에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수명 연장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예

상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교량주변에 대한 소음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배경으로 도심지, 주거지 및 교량 인접지역 등에서 기존 신축이음장치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 대비 소음 저감 효과가 탁월한 JHR-EJ공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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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JHR-EJ공법은 이물질로 인한 퇴적 및 고착으로 인한 신축이음장치의 누수, 방수재 파손, 본체 

파손 등의 파손으로 부터 힌지형 링크와 이물질 차단판을 적용함으로서 이물질에 의한 2차 손상을 

방지하고 개별 부분보수가 가능하여 유지관리 측면에서 경제성과 편리성을 확보하였으며, 각각의 

링크는 힌지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소음 저감 효과가 탁월하고 이륜차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며 

교량 형식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한 신축이음장치 공법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교량의 공용수명은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의 공용수명을 목표로 설계되고 시공이 된다.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는 파손/변형, 유간 부족, 고무 방수재 파손 등의 원인으로 교량의 생애주기 기간 동안 

빈번히 보수 및 교체 되며, 교량 유지관리 비용 중 가장 큰 비용을 신축이음장치 보수에 지출하고 

있다.

   또한, 소음 민원으로 인한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JHR-EJ공법은 유지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며 소음 저감 효과가 탁월하여 기존 신축이음과의 차별성으로 시장을 

대체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① 최초의 좌우 힌지형 링크를 연결하여 신축거동을 링크 회전부에서 수용하는 신축이음공법

   ② 차량 주행면의 이격 공간 최소화로 차량이동시 충격과 소음 저감 효과가 탁월

   ③ 이물질 차단판으로 이물질 상시 침투 및 자연적인 거동으로 이물질 퇴적 방지로 제품 수명 연장

   ④ 교축직각방향 변위 수용으로 사교, 곡선교에 적용가능하고 힌지형 링크 개별교체로 보수가 용이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명칭 규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JHR-EJ공법
No. 80 m 2,056,659 215,949 32,258 2,304,866

No. 160 m 4,026,815 222,441 32,258 4,281,514

비교대상공법
No. 80 m 2,010,347 279,602 44,650 2,334,599

No.160 m 4,380,256 286,094 44,650 4,711,000

(단위 : 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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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이 신축이음장치인 JHR-EJ 공법의 신축량 No.80의 1m당 공사비를 100으로 한 경우, 비교 대상 

공법은 101.2%, 신축량 No.160의 경우 비교 대상 공법은 110.3%로서 경제성이 우수하다.

 

 (3) 공사기간  

    신축이음장치의 시공 절차는 자재반입, 자재검수, 블록아웃 치핑, 자재거치, 자재 결속, 설치 검

측, 콘크리트 타설, 양생 및 공용사용으로 동일하지만 이 신축이음장치의 구조안정성과 자체 공장 

제작 및 사전 프리셋팅 등으로 공사시간은 기존 신축이음 대비 1시간 이상 단축하여 시공 가능하다. 

    

 (4) 유지관리비

 

명칭 규격 단위 공사원가 유지관리비 합계 비고

JHR-EJ공법
No. 80 m 2,964,589 2,256,610 5,221,199 1

No. 160 m 5,429,796 2,256,610 7,686,406 1

비교대상공법
No. 80 m 3,029,407 3,489,094 6,518,501 1.248

No.160 m 5,992,628 3,489,094 9,481,722 1.233

(단위 : 원/부가세 포함)

   이 신축이음장치인 JHR-EJ 공법의 신축량 No.80의 1m당 수명주기비용(LCC)을 100으로 한 경우, 

비교 대상공법은 124.8%, 신축량 No.160의 경우 비교 대상공법은 123.3%로서, 부분보수가 가능

하고 제품 안정성으로 LCC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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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신축이음장치 제품의 이물질에 의한 장치의 기능 상실, 제품 파손, 누수 등의 하자 발생, 생활

안전 문제 및 소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교량의 거동을 수용하는 부속자재로서의 신축이음

장치가 아닌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신규 교량 및 교량보수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이 JHR-EJ공법의 

교량 적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미국 특허 등록(US 9,938,676 B2) 및 유럽, 인도, 이란, 

베트남 PCT 지정국 출원으로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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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앵커 상대변위 측정장치 및 그 시공기술

(STK 지반앵커 공법)(제842호)

(보호기간 :  2018. 07. 20. ～ 2026. 07. 1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신기술은 지반앵커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상대변위 측정재를 설치

하여 측정된 상대변위와 탄성이론(Hook의 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지반앵커 보유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량

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호 캡이 이탈되도록 하여 지반앵커의 건전성을 스스로 표현하고 이러

한 결과를 육안에 의해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사전경보 기능을 내포한 지반앵커의 보유응력 측정 

및 유지관리가 매우 용이한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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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비  고

1  앵커 조립 앵커 + 상대변위 측정재 조립

2 천공 및 앵커 설치 천공 및 앵커설치

기존기술과 동일3 그라우팅 및 양생 그라우팅 및 양생

4 정착두부 설치 앵커 정착두부 설치

5 인장 작업 인장작업 +신호캡 설치

6 - 보유응력 자가진단 및 경보

7 Lift off 실험 육안에 의한 상대변위확인

8 재인장 및 유지관리 재인장 및 유지관리 기존기술과 동일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번호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
기간

공사
규모

신기술공사
금액

비 고

1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중 기초공사
익산시 ㈜범 한

2017. 01.
~ 2017.08.

수압
대응

62,700,000 공 사

2
호산지리산 보천 

생수공장 옹벽보강공사
SPC그룹 성서건설

2016. 08.
~ 2016.10.

옹벽
보강

63,800,000 공 사

3
문정 컬처 밸리 

조성공사
서울시 풍림산업

2016.11.
~ 2016.12

흙막이 2,208,690
자 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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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
기간

공사
규모

신기술공사
금액

비 고

4
상도동 노빌리지 

신축공사
재건축
조합

대림산업
(보우건설)

2016.10.
~ 2016.11.

흙막이 18,513,000
자 재

(시스템)

5
목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재건축
조합

롯데건설
(시재건설)

2016.10.
~ 2016.11

흙막이 10,098,000
자 재

(시스템)

6 휘경동 SK뷰 신축공사
재건축
조합

SK 건설
(한국기초)

2016.12.
~ 2017.03

흙막이 2,222,000
자 재

(시스템)

7
태안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구축공사
중부해양경비

안전본부
한터종합건

설
2017.04

~ 2017.06
타워

전도방지
33,000,000 공 사

8
고대 안암병원 첨단 
융복합센타 증축공사

고대 
안암병원

현대건설
(근일건설)

2017.11
~2018.06

합벽식 
옹벽

159,835,000
자 재

(시스템)

 9
경부선(상행선)100km 

비탈면 보강공사
한국

도로공사
성화토건

2017.10
~2017.12

사면보강 80,909,000
자 재

(시스템)

10
경주 화물차 휴게소 

비탈면 보강공사
한국

도로공사
성화토건

2018.05
~2018.06

사면보강 12,920,000
자 재

(시스템)

11 한림 L 타워 신축공사
한림

종합건설
한림

종합건설
2018.05
~2018.06

수압
대응

100,000,000 공 사

12 한림 S 타워 신축공사
한림

종합건설
한림

종합건설
2018.06
~2018.07

수압
대응

100,000,000 공 사

13
생연주공아파트 뒤

도로 개설공사
동두천시 명현건설

2018.05
~2018.08

흙막이 82,430,000 공 사

 나. 향후 활용전망

  (1) 국내의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및 수급전망

    국내 지반앵커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추산하기 어려우나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실적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실적 중 지반앵커 분야의 실적은 2013년 7,858억원, 2014년도 

8,712억원, 2015년도 약8,693억 원으로 추정 집계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자연재해 및 저품질 시공 등으로 지반앵커 공용수명 증진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반앵커 기술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획기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한 신기술이 지

속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 신기술의 활용도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신기술은“2016년 도로공사 기술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신기술의 보급이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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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시장 수출전망

    이 신기술은 지반앵커공법의 한계를 극복한 세계최초의 지반앵커 상대변위측정 및 유지관리 기술

로 비교적 품질관리 및 방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선진국형 기술로 평가된다. 또한, 신기술의 궁

극적인 목표는 지반앵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반앵커 적용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장수명화를 달성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의 개발목표는 기존 선진국들의 품질관리 및 유지관

리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지반앵커의 정착장의 거동을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반앵커 정착장과 

앵커 정착두부 간에 발생한 상대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상대변위 측정재를 설치함으로 

지반앵커의 보유응력측정이 가능한 기술이며 또한,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이 설정된 관리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 설치된 상대변위 측정재로 하여금 앵커두부에 설치된 신호캡(signal cap)을 이탈되도

록 하여 육안에 의해 지반앵커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세계최초의 지반앵커의 상대

변위 측정 및 유지관리 기술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최근, 자연재해 및 저품질 시공 등으로 지반앵커 공용수명 증진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반앵커 

기술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획기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한 신기

술이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조만간 지반앵커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의 핵심인 지반앵커의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 측정을 위한 “상대변위 측정재”를 설치

하고 이를 이용한 지반앵커 보유응력 측정기술은 설치된 앵커에 대한 전수 조사가 가능하고 관리

기준 초과 시 경고가 가능한 세계최초로 개발된 원천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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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원가계산서에 의한 설계단가 

규 격 제 작 설 치 합 계

400kN, L=14m, 1 공 783,687원 1,347,482원 2,131,169원

  (2) 공사비                                                                (단위:원)

검토조건 (400kN, L=14m) 제 작 설 치 합 계

신청 기술(A) 783,687 1,347,482 2,131,169

기존 기술(B) 792,000 1,347,482 2,139,482

기존기술과
의 비교

절감액(B-A) 8,313 - 8,313

증감대비율(%) 1.04% 절감 - 0.4% 절감

  (3) 공사기간

    시공절차는 기존기술과 동일하나 유지관리를 위한 보유응력 측정이 매우 간단하고 육안에 의한 

   판독이 가능하므로 유지관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4) 유지관리비

구   분 신기술(A) 기존 기술(B) 대 비 (A/B)

원가항목

(원)

취득원가 2,131,169 2,139,482 99.61%

사용원가 402,861 829,073 48.59%

폐기원가 56,453 56,453 100.00%

합  계 2,590,483 3,025,008 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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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의 보유응력 자가진단 및 관리기준 초과 시 신호캡 이탈에 의한 자가경고 기능은 앵커 

구조물의 재난 대비 및 방재에 효과적인 기능으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이 신기술의 사용원가 절감효과 및 산업재해 예방효과 등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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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도로 위험물질 수송관리 현황 

및 시사점

들어가며

 지난 2017년 11월 2일 오후 1시 23분 경, 지

방도 1020호선 창원방향 창원터널 진출 1km 

지점에서 윤활유 6.8톤(추정)을 실은 5톤 화물

차가 중앙분리대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하였고, 

대향차로로 적재물이 넘어가 승용차, 화물차 등 

10대 차량이 전소하고 사망 3명, 부상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본 사고는 도로 위험물질 수송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터널 내

에서 사고발생 시 그 피해는 매우 극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생존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말 끔찍한 건, 터널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쩔 뻔 했는지’라고 언급하면서 터널 

내의 위험물질 수송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사고가 도로 위험물질 수송사고의 

처음이 아니다. 2015년 10월 26일 중부내륙고

속도로 상주터널에서 시너를 적재한 3.5톤 트럭 

화재사고로 자동차 11대가 전소되었고, 2명 사망, 

18명 경상의 피해가 있었다. 터널 화재사고임에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터널안전 

지킴이 등 신속한 사고대응체계가 작동하여 화재

발생 1시간 30분 만에 진화가 완료되었기 때문

이다. 

 도로 위험물질 수송사고 증가는 국내 산업구조상 

필연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화학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간산업 중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량은 2012년 1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위험물 3천여 종을 포함하여 약 4천5

백여 종의 위험물질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험물질 수송량 증가는 위험물질 수송사

고로 귀결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화물수송의 약 90% 이상이 도로를 이용

하고 있으므로, 위험물질 수송 역시 대부분 도로를 

통해 수송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 위험물질 수송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 수립과 더불어 사고예방 역시 필요한 시점

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외국의 도로 위험물질 수송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외국의 도로 위험물질 수송관리 현황

 일본은 도로법에서 장대터널, 물밑터널에 대하여 

통행금지/제한 위험물질 적재차량의 통행을 규제

하고 있다. 장대터널은 길이 5km 이상의 터널이며, 

물밑터널은 물가에 있는 터널 노면의 높이가 수

면의 높이 이하의 터널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일본 도로의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금지/제한규

정에 적용되는 터널은 총 16개이다. 이 중 장대

터널은 8개소로 칸 에츠 터널, 에나산 터널 등

이 있으며, 5km 이상의 모든 터널에서 위험물질 

수송을 금지하고 있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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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CFR49 규정을 기반으로 각 주정부에서는 

도로로 수송되는 폭발물과 지정된 위험물질에 

대하여 터널 및 교량에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뉴욕州와 뉴저지

州는 George Washington Bridge, Bayonne 

Bridge, Goethals Bridge, Outerbridge 

Crossing, Holland Tunnel과 Lincoln Tunnel에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버지니아州는 Chesa 

-peake bay bridgetunnel에서, 펜실베이니아州는 

지정된 Turnpike 등 5개 터널에서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콜로라도州는 Eisenhower 

Johnson Memorial Tunnel(EJMT)에 한하여 

위험물질 Division 1.1, 1.2, 1.3, 1.4, 1.5, 2.3, 

4.3, 5.2, 6.1 수송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애틀市는 Battery Street Tunnel에 대하여 

첨두시간(Peak hour) 동안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어, 주중 7:00AM ~ 

9:00AM, 4:00PM ~ 6:00PM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이 해당터널을 통과할 수 없다. 각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통행금지

/제한 터널 및 교량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최소 

통행 두 시간 전에 도로관리자에게 사전허가증을 

받고 전후방 에스코트 차량과 함께 정해진 시간

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유럽은 ADR(Europ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에서 제시하는 터널 카테고리에 

따라 적재 위험물질별로 통행금지/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위험물질 수송차량이 고속도로 출발지 

또는 차량등록소재지의 도로관리기관으로부터 통행

허가증을 발급받을 경우 운행이 가능하며, 원칙

적으로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통행금지/제한이 

가능하다. 위험물질에 따라 통행금지, 통행제한, 

자유통행의 3단계 수준으로 구분되며, 현재 9개의 

고속도로 구간에 대하여 통행금지/제한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중 8개 구간은 터널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소방안전규칙에 따라 환경부

(NEA) 및 시민방위청(SCDF)에서 지정한 위험물질 

차량들에 대하여 추적장치, 이모빌라이저, 주황색 

허가번호판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험물질 

수송차량이 통행가능한 도로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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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계속되는 위험물질 수송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방법과 규제

사항이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는 

위험물 종류 및 취급유형 등에 따라 10개 부처 

13개 법령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도로

수송과 관련한 법제도가 없어 사고발생 시 대규

모의 인적, 사회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대

터널 등 특별한 도로구간에 대한 차량통행 규제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에 반해 일본, 미국, 유럽, 

대만은 오래전부터 위험물질의 ‘도로수송’과 관

련된 법제도를 수립·운영해오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금지/제한, 운행허가, 

도로운행방법, 운행노선지정, 위험물질 표식, 운

전자 의무사항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도로법에서 위험물질수송심의

위원회를 규정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모여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금지/제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공론화 자리를 가지고 있다.

 위험물질 생산 및 유통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도로 위험물질 수송

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 차량 사고는 폭발 및 

화재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피해와 터널 구조물의 

붕괴 등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적 재난과 같은 위험

물질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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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8년 9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05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정보 구축 및 실태평가 용역

․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에 따른 종합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시설물 실태

평가 용역

(1,568)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99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공원 및 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원조성 74,411㎡

․ 주차장 조성 9,489.85㎡

․ 교통체계 개편 : 교량 2개소 신

설, 도로 8개소 신설 및 변경

46,912

(1,883)

조건부

채택
토목

101
서울숲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 경사데크 설치, 무장애 놀이터 확충, 

음수대 교체, 포켓 쉼터조성 등

1,300

(51)

조건부

채택
조경

104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연면적 : 5,314.48㎡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4층

․ 주차대수 : 37대

14,787

(704)

조건부

채택
건축

정 밀

안 전

진 단

심 의

100
강서시장 청과물동

정밀안전진단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3층 

․ 연면적 : 67,588㎡
(147)

조건부

채택
건축

102
신길배수문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 신길배수문, 영등포배수문, 양평1

배수문 정밀안전진단
(94)

조건부

채택
토목

103
독산배수문(이중)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 독산배수문(이중), 독산1수문 정밀

안전진단
(57)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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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8년 9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8.09.

건     축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설계용역 등 33건 7,499 6,607

교 통
복합환승센터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 
기본구상안 마련 용역 등 5건

609 507

기 계 설 비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및 탈취배관 설치 
설계용역

15 15

도 로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등 13건

3,874 3,836

도 시 계 획
역세권 캠퍼스타운 대학, 기업 혁신거점 
시범 조성 용역 등 14건

5,890 5,596

상 하 수 도 기존하수암거 내전성능평가 용역 등 9건 873 872

소 방 
남태령 변전소 소방설비 개량공사 감리용역 
등 3건

22 15

전 기 통 신
서울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 전기분야 
설계용역 등 13건

2,165 1,800

정 밀 진 단
서울교통공사 2호선 시청~을지로입구역 등 
11개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12건

8,372 7,424

조 경
대현문화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5건

111 102

지 하 철
서울교통공사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보고서 수립용역 등 5건

1,831 1,790

하 천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 용역 등 3건 1,162 1,151

기 타
발원지 기반 황사 발생 예측 기술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탐색개발 등 6건

706 690

 계 122건 33,129 30,405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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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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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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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닝아웃
 (Meaning out)
    

 의미, 신념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뜻의 ‘커밍아웃(coming out)’이 결합된 

단어이다. 남들에게 밝히기 힘들어 함부로 드러내지 않

았던 자기만의 의미나 취향 또는 정치적ㆍ사회적 신념 

등을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을 뜻

한다. ‘소확행(小確幸)’, ‘케렌시아(Querencia)’ 등과 

더불어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8년 대한민국 

소비트렌드로 선정되었다. 

 전통적인 소비자 운동인 불매운동이나 구매운동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흡사 놀이나 축제와 같은 특

징을 지닌다. 즉, 미닝아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의 해시태그 기능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공유하고, 사회적 관심사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옷이나 

가방 등에 메시지가 담긴 문구나 문양을 넣는 ‘슬로건 

패션(sloganfashion)’ 제품, 환경보호를 위해 ‘업사이

클링(up-cycling)’  제품이나 페이크 퍼(fake fur)라고 

불리는 인조 모피 제품을 구매하고, 이러한 내용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나타낸다.

 점점 증가하는 미닝아웃족의 요구에 기업도 응답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불필요한 포장재 축소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이다. 국내 제과 기업은 포장재 크기와 

잉크 사용량을 줄였고, 생수 기업은 생수 뚜껑을 변형

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13년 대비 625톤을 줄였다. 

해외 음료 기업은 캔과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동물 윤리를 더욱 엄격히 

실천하는 기업도 있다. 화장품의 원료인 꽃의 묘목을 

다시 심는 캠페인, 동물 실험 반대 운동, 환경 보호 단체 

기부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기업의 움직임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더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블러그[https://dibrary1004.blog.me]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