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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1. 개요

  - 서울특별시 교량 전수 조사 중 두모교 구조 안전성 검토시 세그먼트 이격 및 균열 부위 확인

  - 구조검토 결과 [두모교 구조 안전성 검토 및 긴급조치, 대한토목학회]에 따른 적합한 보수 재료 

및 공법 선정이 필요

2. 현장조사

  - 상하행 21개 교량 중 상행선 7개 교량 이격 및 균열 발생

  - 폭 0.1~1.0mm 이격 및 균열이 총 169.2m에서 발생 <그림 1, 2 참조>

<그림 1. 세그먼트 이격 및 균열 개소수>

a) 하부 슬래브 이격 b) 벽면 균열

<그림 2. 이격 및 균열 형상>

》  칼  럼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보수 신기술 시공 사례
                     (TPS공법 : 국토부 건설신기술 822호)
   
    김 경 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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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 설계

3. 1. 검토

 가. 구조검토

  -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접합부는 철근 없이 에폭시만으로 접합되어 있어 전면 압축응력이 발생해야 

하나, 활하중 30% 적용 조합하중에 대해 거더 하연 응력 2.488 MPa(인장) 발생 

  - 에폭시가 일부 인장을 받을 수 있으면 접합부 인장응력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나. 현장 육안 검토

  - 이격 및 균열 발생의 주원인은 세그먼트 연결부위에 접착재료로 사용된 에폭시 모르터의 성능저

하로 판단됨

  - 에폭시 모르터의 경우 주 부재인 콘크리트와 선팽창계수가 상이하므로 여름 및 겨울철의 급격한 

온도변화 환경에서 팽창 / 수축이 반복되며 취약부위인 이음부에 이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

  - 또한, 에폭시 모르터에 사용되는 에폭시는 콘크리트와는 다른 유기계 재료로서 외부에서 침투되는 

수분에 취약한 재료임

  - 세그먼트 이음부 주위에 발생된 균열은 에폭시 모르터가 접착재로서 성능을 발현된 상태에서 집중

되는 하중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 

3. 2. 보수재료 및 공법 선정

 가. 재료 선정

구분 특성 조건 선정 사유

탄성
경질형 접착강도 6.0 N/㎟ 이상

연질형 접착강도 3.0 N/㎟ 이상 Ｖ 진동 고려

인장파괴
표준장율형 인장 파괴시 신장률 10% 이하 Ｖ 인장파괴 고려

고신장율형 인장 파괴시 신장률 50% 이상

주입성능

저점도형 점도 100~1,000 cps Ｖ 0.3 ㎜

중점도형 점도 5,000~20,000 cps Ｖ 0.3~1.0 ㎜

고점도형 20,000 cps 초과 Ｖ 1㎜ 이상

온도
표준기용 주로 봄, 여름 및 가을에 사용하는 것 Ｖ 계절 고려

동절기용 주로 겨울에 사용하는 것

※ 보수재료 선정

  - 현장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재료선정 필요하며, 재료 특성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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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법 선정

    

구분
SKI 공법 

(국토부 건설신기술 419호)
건식균열 보수공법

(특허 제10-0628948호)
TPS 공법 

(국토부 건설신기술 822호)

개요

햄머드릴 및 중공형 코아비트를 사용 
균열부에 천공 후 마이크로패커 설치

저압․저속 주입하는 공법으로 재충전
이 가능하며, 시공성이 우수한 공법

탄성저장관을 사용하는 주입공법으로 
재충전이 가능, 무선주입기 사용

장점
- 주입여부 확인 가능
- 주입압력 조절 (3-60㎏f/㎠)
- 단기간 작업완료

- 재주입 가능
- 마감면의 손상 적음
- 시공성이 우수

- 재주입 가능
- 시공성 우수/ 주입 확인 가능
- 공기배출 가능, 주입압력 높음

단점
- 높은 단가
- 내부공기 배출 불가능

- 낮은 주입압력
- 내부공기 배출 불가능

- 신기술에 따른 낮은 인지도

공사비 91,000원/m 80,000원/m 65,000원/m

선정 Ｖ

선정
사유

- 저장량 증가, 높은 주입압력 및 균열 내부 공기 배출 가능에 따른에 의한 주입성능 향상
- 주입 상황 실시간 점검에 의한 품질 향상

3. 3. TPS 공법 특징

 가. 공법 구성

     본 공법은 에폭시 역류방지 및 공기 배출 가능한 스마트밸브, 저장량 및 주입압력 향상된 탄성 

저장관으로 이루어진 Port, 시공성 향상을 위한 무선주입기 및 확인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 밸브 T-Port PIN-Port

탄성저장관 확인창 무선주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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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공방법

균열조사 → 균열 실링 → 포트 부착 → 확인창 부착

주입 → 확인창으로 점검 → 포트제거 후 그라인딩 → 완료

 다. 특징

  1) 보수액 저장량 향상

     기존 주사기 공법의 최대 저장량 25cc 보다 약 1.5~2.0배 이상의 40~50 cc의 보수액을 저장

할 수 있어 재주입의 번거로움 없이 균열 보수가 가능하다.

  2) 주입속도 개선

     기존 주사기를 사용한 저압 주입공

법과 TPS 공법을 동일한 모의 시험체

(아크릴판, 균열폭 0.3mm 가정)에 

동일한 에폭시 주입재로 비교 평가하

였다. 평가결과, 기존 공법은 보수액이 

경화되어 주입이 불가한 시점이 되었

을 때 목표 면적의 1/3 밖에 주입되지 

못하여 최종 주입 완료시간 측정이 

불가능 하였으며, TPS 공법은 주입이 

시작하고 6.5 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체 면적에 주입이 가능하여 주입 성능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3) 주입압력 개량

     콘크리트 균열 주입 공법 적용시 주입이 될수록 더 큰 주입압력이 요구되는데 TPS 공법은 주입이 

진행 될수록 주입압력이 높아지는 원리로 기존 자동 주입 방법의 고무줄이나 스프링의 장력이 감소

되는 것과 차별 된다. 

주입 전 주입 후
<그림 3. 주입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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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입횟수에 따른 압력변화>             (단위 : kgf/㎠)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TPS공법 2.8 2.5 2.5 2.6 3.0 3.2 3.4 3.8 1.0 0.0

기존공법 2.5 2.2 2.2 2.2 2.2 2.0 1.8 1.4 0.6 0.0

  4) 균열내부 공기 배출

     본 공법은 스마트 밸브를 적용

함으로써 자동으로 균열 내부의 

공기만 배출하고 주입 보수액의 

역류는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5) 친환경성

     본 공법은 고탄성 저장관을 사용

하기 때문에 기존 주사기 공법과 

비교하여 보수액 저장량이 높고 

주입 장치가 작아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이 50% 저감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운송, 재활용 

등의 탄소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다.

4. 보수 시공

4. 1. 공사 개요

 가. 공사기간 : 2017.11.07. ~ 2018.05.31.

 나. 공사내용

  - 세그먼트 이격 및 균열 부위 

총 25개소, 폭 0.1~1.0mm, 

총 169.2m의 이격 및 균열

보수

  - 성능 개선된 에폭시와 기계식 

주입공법인 TPS 공법을 적용

하여 세그먼트 이격 및 균열

보수

4. 2. 시공 상세

  시공상세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4. 내부 공기배출 개념도>

<그림 5. 시공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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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시공 현황(일부 수록)

  가. PBR 1

위 치 PBR 1 (1) 위 치 PBR 1 (2)

  나. PBR 2

위 치 PBR 2 (3) 위 치 PBR 2 (4)

5. 보수평가
  보수평가는 서울시 자문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코어 채취를 하지 않고, 확인창을 설치

하여 에폭시 충전 여부 파악과 보수 완료 후 육안 조사를 통하여 보수 평가를 실시하였다.

5.1. 확인

  가. PBR 1

위 치 PBR 1 (1) 위 치 PBR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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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BR 2

위 치 PBR 2 (3) 위 치 PBR 2 (4)

5.2. 결과

위치 No.
좌벽 바닥 우벽

시공 결과
폭 길이 폭 길이 폭 길이

PBR 

1

1 0.2 1.5 0.3 4.0 0.2 1.5
- 내부 확인창 에폭시 충전 확인(바닥/벽)
- 바닥면 외부 확인창 에폭시 충전 → 관통 균열
- 벽면 외부 확인창 일부 충전 → 일부만 관통 균열 

2 - 0.3 4.0 -
- 내부 확인창 에폭시 충전 확인(바닥)
- 외부 확인창 에폭시 충전 미확인(바닥) → 미관통 균열 

PBR 

2

3 - 0.3 4.0 0.1 2.0
- 내부 확인창 에폭시 충전 확인(바닥/벽)
- 바닥면 외부 확인창 일부 충전 → 일부만 관통 균열
- 외부 확인창 에폭시 충전 미확인(벽면) → 미관통 균열 

4 - 0.1 4.0 -
- 내부 확인창 에폭시 충전 확인(바닥)
- 외부 확인창 에폭시 충전 확인(바닥) → 관통 균열

6. 맺음말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변북로 두모교 상하행 21개 교량 중 상행선 7개 교량에 발생한 폭 

0.1~1.0 ㎜, 총 169.2 m의 이격 및 균열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시공 중 확인 결과, 25개 세그먼트 모두 내부 바닥면에 부착된 확인창으로 에폭시 충

전을 확인하여 균열 내부로 에폭시가 충분히 충진 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2) 시공 후 내/외부 육안 조사 결과, 세그먼트 이음부의 이격 및 균열부를 따라 에폭시가 충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모든 부재에서 에폭시가 완벽히 주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탄성저장관과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와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

공법(TPS 공법) 신기술 신청서, 대우건설,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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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호선 3단계 연장구간 개통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구간인 ‘종합운동장~

중앙보훈병원’이 12월 1일(토) 05:30분 첫 기차 

운행으로 개통되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구간은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의 종착역인 종합운동장역을 시작으로 

총연장 9.2km에 삼전역, 석촌고분역, 석촌역(8

호선), 송파나루역, 한성백제역, 올림픽공원역(5

호선), 둔촌오륜역, 중앙보훈병원역까지 8개 역이 

이어진다.

 종합운동장역, 석촌역, 올림픽공원역은 각각 지

하철 2호선, 8호선, 5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구간 개통으로 송파, 

강동지역과 강남, 강서지역이 직접 연결돼 서울 

한강이남을 강동에서 강서까지 동서로 모두 관통

하게 된다. 개통이 되면 환승 없이도 강동구 둔촌

동(중앙보훈병원)에서 강남으로 한번에 진입할 

수 있어 강동구민들의 이동편의가 대폭 개선되는 

등 강남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최초로 급행 도시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지

하철 9호선은 강동구에서 송파구까지 10분대, 

강남구까지 20분대, 강서구까지 50분대에 다다

를 수 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는 백제초기 적석총, 

몽촌토성 등 문화재 지역과 지하철 5호선, 지하철 

8호선을 하부로 통과하는 고난도 지역에 최첨단 

공법과 기술력이 집약된 사업이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인 터널굴착 기술인 최첨단 

‘쉴드(shield)터널공법’이 송파구 삼전동에서 올

림픽공원(3,343m)까지 적용되었다.

쉴드(shield) 터널공법은 화약을 이용하여 발파하는 기존의 터널

공법(NATM)과는 달리 마모에 아주 강한 원통형 커터날을 회전

시켜 토사 및 암반을 잘게 부숴 전방으로 굴을 파 들어가는 

최첨단 터널 공법이다.

 또한, 석촌역 구간은 일평균 18만 명 이상 이용

하는 지하철 8호선 바로 밑으로 더욱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 지하철 8호선을 안전하게 떠받친 

후 굴착해나가는 ‘가교형 받침공법’을 채택해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건설되었다. 

 * 일반적으로 지지말뚝에 강재를 부착하고 땅을 파내려

가는 언더피닝(Under Pinning)공법이 사용되는데, 이 

구간은 지하철 구조물을 한 번에 강재 파일 여러 개를 

박아 떠받친 후 굴착하는 가교형 받침 공법이 적용됐다.

 승강장 안전문에 사람 또는 장애물을 인식하기 

위한 안전문 장애물 검지센서를 기존 적외선에서 

먼지 등으로 인한 오류 발생이 적은 레이저 스

캐너로 업그레이드하여 설치하여, 승강장 안전문

(스크린도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고장을 줄여 시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승강장 바닥 연단과 전동차 사이에 간

격을 최소화하는 가동식 안전발판을 설치하여 휠

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편의를 강화시켰다. 

 또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내 지하철 

고장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차를 탈출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비상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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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스피커가 터널 20m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비상방송 설비 구축으로 비상시 열차무선설비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종합관제실, 역사, 터널 등 어디

에서든 방송 할 수 있다.

 범죄자 본인의 모습이 직접 화면에 보이는 

CCTV 모니터, CCTV, 비상전화, 비상벨, 대형거울 

등도 승강장에 설치되었다. 지하철 정거장 내

(內)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

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정거장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된 것이다. 

 실제 범죄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철 9호선 3단계 8개 정거장 상·하행 

승강장 10개소(길이 5m, 폭 2m)에 정거장 범죄

예방디자인이 적용된 안전구역이 설치되었다.

 스마트 라이프 시대 요청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거장 안내표지판은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동영상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었다. 안내표지판에는 지하철 

이용 시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좀 더 쉽고 편리한 목적지 안내와 공익광고,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은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의 개성이 드러나는 역으로 백제의 역사성과 

기억을 담아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밝고 

쾌적한 정거장,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정거장, ▴사용자 중심의 합리

적인 정거장 등으로 디자인되었다. 

 정거장 내부는 시각적 피로가 적은 따뜻한 회색 

계통 색상을 적용해 지하공간의 폐쇄감을 최소화

하고, 넓은 우물형 천장과 간접조명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해 이용객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했다.

 특히 한성백제역은 백제의 도읍이었던 서울 위

례성이 위치한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한성백제의 역사성을 담아내었다. 

<한성백제역>

 또한 일반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8개의 미술작

품이 각 정거장 대합실에 설치돼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는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거장에 

생태조경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교통약자가 더 

쉽고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

설을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BF, Barrier Free)’ 인증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외부 출입구,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 정거장 외

부시설물은 지하철 9호선 1,2단계의 디자인을 연

속성 있게 살리면서도 주변 경관과 환경에 잘 

어울리는 공공디자인으로 서울의 미적 가치를 높

였다. 특히 한성백제역 외부출입구에 접이식 캐

노피를 설치해 날씨(비 또는 눈)에 따라 열리거나 

닫히는 구조로 인접건물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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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 등을 개선했다. 

 지하철 정거장 구조물을 축조한 후 구조물과 

도로 사이의 빈 공간을 흙과 모래로 도로 메우지 

않고 공간을 활용해 대규모(8개소 1,134대) 자

전거 주차장을 설치했다. 자전거 도난예방 및 오

염·훼손이 방지되어 도시미관을 향상은 물론 친

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 주차장>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사는 2027년 완공 목표로 

2018년 12월 현재 기본계획 용역 시행 및 중앙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3단계 종착역인 중앙보훈

병원역을 기점으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샘터공원

까지 총 3.8㎞가 연장될 계획이다. 

 한편, 9호선은 ’09.7월 개통당시 24편성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높은 혼잡도를 개선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차를 추진해 ’18년 현재 

45편성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4량 열차를 

6량 열차로 확대해 높은 혼잡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19년 말까지 45편성 전체를 6량 열차로 

도입할 계획이며, 증량작업 완료 후 6량 증량작

업에 활용되던 3편성을 운행에 투입할 경우 혼

잡도는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9호선의 높은 혼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하기 위해 이용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열차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의 열차를 조기 발주해 운행

점검을 먼저 실시하고 운행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교통정책과 2133-4169〕

서울시, ‘안전 마스터플랜’ 발표 

 서울시가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2018~2022)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

장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며, 기존 계획이 담아

내지 못한 사회․인문학적․노동의 관점, 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최초의 계획이자,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다.

 이번 계획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2016) 

이후 제기된 재난의 사회구조적 맥락과 사회‧경
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 재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반영되

었다.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
보강 위주였던 기존의 도시안전‧관리의 개념을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회복 시스템도 

보다 강화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기술을 안전 분야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 또한 

이번 계획의 중요한 축이다.

 전문가와 시민이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통해 

제시한 서울의 도시안전 미래비전은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도시 서울’이다. 2022년까지 4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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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개 과제(19개 중점, 51개 일반)에 총 11

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①미래 안전위협에 선제적 대비 ②

안전약자 보호 ③4차산업기술 활용 ④국제적 협력

이다. 

 첫째, 기후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일

상에 영향이 큰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인프라, 지진, 풍수해, 미세먼지, 폭염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 노후 인프라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

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

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

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경우 

'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18㎍/㎥ 

감축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둘째, 안전 불평등 문제 해소에 나선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안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문제가 시민 삶의 불평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

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세부과제로는 건설

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을 선

정해 추진한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

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한다.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로 올해 3월 문을 연 ‘서울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

해 공동 대응한다. 또한 시민 중심 위험 거버넌

스를 활용해 국내 도시가 당면한 위험에도 대처해 

나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11월 7일 안전관련 

민․관 거버넌스인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하

였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버넌스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총 1,171명이 참여한다. 일상 속 ‘안전무시 

7대 관행’과 위법사항을 발견해 신고하고, 지자

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캠페인 등에도 적극 참

여하는 등 ‘안전한 우리동네, 사고없는 서울’을 

위해 활동한다.

<우선 추진 안전무시 7대 관행>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⑥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총괄과 02)2133-8022〕

서울시-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 도시

홍수관리 기술’ 도입

 서울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와 22일 오전 11시 30분 ‘스마트 도시홍수관리 

기술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정밀 강우 레이더 관측 

및 운영 기술 실용화 개발 ▴서울시 스마트 도시

홍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등이다.

 ‘스마트 도시홍수관리 기술’은 고정밀 수문레이더 

기반의 첨단 강우관측기술과 기존의 도시 내 내수

배제시설인 하수도와 홍수관리시스템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다.

 이를 통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예측하여 침수 



- 13 -

위험지역을 사전에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하수

도와 빗물 펌프시설 등과 연계해 빗물을 빠르게 

배출하여 도시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연구단계의 고정밀 강우관측 기술을 

실용화하여 스마트 도시 홍수관리 체계를 서울

시의 침수취약지역 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침수 피해로부터 시

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해 및 수도권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청 및 민간 강우측정 자료와 

레이더를 활용하여 서울 외곽의 강한 비구름 유

입과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집중호우 사전예측 시

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 도시홍수 관리시스템(안)>

〔하천관리과 (02)2133-3863〕

‘북악스카이웨이1교’ 재시공 개통
 ’70년에 준공돼 안전등급 D등급이었던 북악스

카이웨이 1교가 철거 후 재시공하여, 11월 23일 

09시부터 재개통되었다. 

<북악스카이웨이1교 조감도>

 북악스카이웨이1교는 ’70년 4월 15일 준공된 

교량(폭 8.3m, 연장 60m)으로 ’14년 5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평가돼 당시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노후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교량 전체를 개축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는 올해 4월 9일부터 북악스카이웨이1교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임시가교를 설치해 통행을 

전환시켰다. 

 개축공사를 마친 북악스카이웨이1교는 2등급 

교량에서 통과하중을 총중량 43.2톤으로 높여 1

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했으며, 교량 및 보도

도 확장해 재개통하였다. 교량 폭도 기존 8.3m

에서 9.8m, 보도 폭도 1.0m에서 1.5m로 확장

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교량안전과 (02)2133-1969〕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2. 4. 시행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

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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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은 지난 포항지진(’17.11.15) 시 필

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

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

도록 한 것이다.

*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

하였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

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였다.

○ 또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기초, 필

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여야 한다.

   * (현행)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

래브 철근배치 시

     (개선) 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 필로티의 기초·

필로티층 기둥 및 보 철근배치 시 추가

○ 한편,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

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의 지정요건 구체화, 홍수

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

체의 확대 등과 관련하여 개정 「하천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

점용료 소액징수 면제범위 확대, 하천관리원의 

요구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법 시행령·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3

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가. 국가하천의 지정요건 구체화(안 제5조)

 ○ ｢하천법｣ 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지정 시 범람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최근 10년 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하천 지정요건의 합리성을 제

고함

나.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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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 개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 중 죽목의 재식이 허가 필요대상에서 

삭제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옮겨심기 쉬운 관

상용 식물의 식재 행위에 대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를 완화함

다.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안 제46조․
제48조․제62조)

 ○ ｢하천법｣ 개정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하천수 분쟁조정 신청 

등의 의무주체가 댐 등의 설치자에서 관리자

까지 확대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설치자 외에 

관리자까지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하천

관리를 도모함

라. 하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범위 확대(안 별표3)

 ○ 부과 점용료 기준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 

함으로써,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

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완화함

【시행규칙】

가. 하천점용허가 임대․전대의 허용사유 규정(안 

제18조의2)

 ○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임대‧전대가 제한적으

로 허용되어, 그 허용사유를 지방자치단체가 

친수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경우 및 

사유지 내 토지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

우로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 활용 및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함

나.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안 제20조)

 ○ ｢하천법｣ 개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 중 죽목의 재식이 허가 필요대상에서 

삭제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죽목의 식재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를 합리화함

다.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안 제22조)

 ○ ｢하천법｣ 개정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주체가 댐 등의 설치자에서 관리자

까지 확대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설치자 외에 

관리자까지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하

천관리를 도모함

라. 하천관리원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49호 서식)

 ○ 하천관리원의 하천관리원증 서식변경에 대한 

요구와,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관리원 

임명권한이 확대되는 규정을 반영하여 하천

관리원증의 서식을 변경함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1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

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장치 및 부품을 부품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기계

조종사의 수시적성검사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

하여 부적격 조종사의 건설기계 조종을 예방하며, 

또한,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완화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

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9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계 상속으로 이전 등록시 신고기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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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및 제6조)

 1) ’17년 제2차 행정제도 개선과제로서,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 등록 신고기간을 3개월 이내

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시와 동일한 신고기간

(6개월 이내)을 규정

나. 검사총괄기관의 타워크레인 정기․수시검사업무 

배제(안 제10조의3)

 1) 법률에서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이 수행

할 수 없는 검사업무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2) 검사총괄기관은 다른 검사기관이 수행한 타

워크레인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업무를 확

인․점검하므로, 타워크레인의 정기 및 수시검

사업무는 직접 수행할 없도록 규정함

 3)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의 공정한 업무수

행을 도모

다. 타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부품의 내구연한 

규정(안 제12조의3)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건설기계와 부품에 

대해 내구연한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 타워크레인 

마스트용 볼트 및 핀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규정 

 3) 타워크레인 및 부품의 내구연한에 대한 철

저한 관리 등 기계분야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설현장 사고 방지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 

라.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규정(안 제12조

의4)

 1)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 도입에 따라, 타워크

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타워크레인의 유압실

린더, 브레이크라이닝 등의 부품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규정함

마. 건설기계조종사 수시적성검사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

나 또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

적 신체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시적성검사 대상

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절차를 규정함  

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부품인증 업무 위탁

(안 제18조의3)

 1)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

기관에게 위탁하고, 부품인증 업무는 공공

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위탁함

    * 타워크레인 검사기관(6)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공공),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사)한국안전기술

협회, (주)한국산업안전, (주)KI기술, 한국산업

안전검사(주)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의4)

 1) 법 제44조에 따라, 검사총괄기관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

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5547〕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미래 4차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통한 자국 산업 육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스카트 건설기술 적용 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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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유도 및 고품격 설계를 위해 도입된 턴키로 

발주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 심의 대상 시설 확

대가 필요하여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

부 고시 제2017-926, ’17.12.22)[별표 1]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및 [별표 2] 발주공

사 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개정

* [별표 1]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야에 스마트 건설

기술 신설

 [별표 2]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및 검토항목에 

스마트 건설기술 신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4〕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으로 보게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온실설치공사는 

금속구조물․참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원예기술사(기사)는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

능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건설업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게함(안 관리규정 제7장)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

원예기술사(기사)는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

능력)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별지 5 중 전문

건설업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10〕

’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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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5차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단기대책(관로

부분) 설계심의

○ 이수역 인근 배수체계는 평상시 기존 배수체계

(자연유하)로 운영하고 일정 강우 이상시 계

획된 배수체계(펌프장을 통한 강제배수)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로 설비(전동 수문 등) 

계획을 검토할 것

○ 지역주민의 민원 등 사유로 펌프장 등 계획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설

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칠 것

○ 이수역 인근 펌프장은 사당천 및 기존박스의 

수위 상승시에도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펌프 용량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도로 하부

펌프장의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계획을 보완

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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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장 구조물이 도로의 중앙부에 위치하므로 

차량의 진동 등에 따른 계측기(지중경사계, 

침하판 등)의 측정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별도 검토 필요

○ 펌프장까지 우수가 원활하게 유입되어 배수

될 수 있도록 침수 구간의 빗물받이 및 연결관 

등 현장여건을 면밀히 조사할 것

■ 제127차 지하철 1~2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

능보강공사 실시설계(3차) 심의

■ 제128차 지하철 3~4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3차)

○ 정거장 및 본선 구조검토 시 한 단면 검토만

으로 전체 기둥을 일률적으로 보강하고, 보강

대상도 지장물이 저촉되지 않거나 경미한 기

둥에 한하여 내진보강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바, 설계조건(지하수위 등) 적정 여부, 보강범위, 

차후 보강 대상(과도한 지장물 이설 필요구간, 

벽체 매입기둥 등) 기준 등 재검토 요망

  - 신설 구조물이 아닌 공용 구조물인 점을 감

안한 지하수위 적용기준 검토 필요

  - 구조물 단면 형상, 위치 및 설계조건 설정 

등에 따라 내진성능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평가조건 설정을 

통하여 내진성능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최적 보강범위를 재검토할 것

  - 내진성능 평가 시(1차 응답변위→2차모멘트-

곡률해석→3차 시간이력) 벽체 또는 슬래브에 

NG가 발생할 경우 내진 보강대상으로 선정

하고 있으나, 공용중인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내진보강 기준을 검토 제시할 것

  - 벽체 매입 등 과도한 지장물로 인하여 차후 

보강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미 보강 시 구조

물의 내진성능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차후 보강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

○ 보강재의 재료성능(인장강도, 인장탄성률 등)에 

대한 설계기준과 검증방법, 비절연 성질인 탄소

섬유의 함유 여부 검증내용을 제시할 것

■ 제129차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설계용역

발주심의

○ 과업의 목적이나 과업의 범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축설계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과업의 범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할 것

○ 과업기간에 과업기간 변경 조건에 관한 내용 

추가를 검토할 것

○ 장애인 등 편의시설 계획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등 편익증진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적용 실무매뉴얼’ (기술심사담

당관-17770, `16.10.19.)을 준수한다.

○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부분에 도시공원위

원회심의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인허가를 포함

할 것

○ 통신설비 내용 중 공동시청 안테나설비 설치 

등 돌출부에는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피뢰설비를 검토하여 설계할 것을 추가

■ 제130차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설계심의

○ 주차장에서 화재시 자연배연 가능 조치 여부 

등 배연계획을 재검토할 것

  - 화재시 배연시나리오 작성 및 배연 송풍기 

용량 증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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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조명 전기 절감을 위해 공원 상부 천장에 

채광시설 및 광덕트 설치를 검토하고, 공공기

관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의무비율을 적극 검토

하여 반영할 것

○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로 건설신기술 의무 

반영 비율(2% 이상)을 검토·준수할 것

○ 주차장 1동과 2동 사이의 상부 슬래브 연결 

조인트부와 주차장 본체 구조물의 시공이음

부는 누수 발생 우려가 있고 취약부이므로 

시공 상세를 검토할 것

■ 제131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 용역발주심의

○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검토, 분석 및 자동제어와 연계방안 검토

○ 시스템 구성요소의 안전부문에 사고재난·비상

대응 시스템 외에도 자동화재탐지 시스템, 

승강설비 감시시스템, CCTV 감시시스템, 침입 

감시시스템을 구성할 것

○ 고도기능의 교통수단과 단순한 보행수단까지 

연계하는 통합기능에 안전 등 고도의 서비스와 

시스템이 연결되므로 프로토콜 차원의 기관

간 합의가 필요하며, 다양한 이용자, 관리자, 

운영자 계층에 대한 의견 반영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경우 IoT 플랫폼과는 

별도로 5대 연계서비스[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긴급 

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어린이·치매노인 

등) 지원]와 모니터링을 검토

■ 제132차 필동 보행네트워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보행네트워크 대상지 내․외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호, 연속가로(가시성), 시거기반 인지성, 

대중교통 연결성 등에 대한 전략을 검토할 것

○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리스크 항목을 선정하고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을 활용, 사고 위험성 

예측 및 제어방안을 강구하고 공종별 체크리

스트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할 것

○ 보행동선이 긴 점을 고려할 때 조사업무 내

용에 거점공간인 남산제1별관과 창작센터 외 

공중화장실, 휴게실 등 사용 가능한 건물을 

포함할 것

○ 교량(보행교) 설계 관련 건설기술용역관리편

람을 참고하여 설계기준, 공법검토, 교면포장 

설계 등에 내용을 추가할 것

○ 가로등 설계기준 관련 “등기구의 배광곡선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등기구를 

반영하여 인접 건축물에 빛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

■ 제133차 5호선 영등포 및 도심구간(목동~마포

제외)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슬래브 및 터널 천정부의 박리(들뜸), 반원형 

균열 등으로 박락 우려가 있는 구간은 열차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인 관찰보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유지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것.

   특히, 천정부 보수에 대하여는 열차운행 특수성

(탈락방지, 절연 등), 작업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공자재 및 보수방법을 검토 

제시할 것

○ 내구성 조사는 시설물의 건전성과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 진단과 금회 진단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작성할 것

○ 기 진단 및 금회 GPR 탐사를 통하여 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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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부족과 공동 탐지(추정)로 조사된 구간에 

대한 조사, 분석내용을 추가할 것

■ 제134차 서울교통공사 8호선 성남구간 토목시

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슬래브 및 터널 천정부의 박리(들뜸), 반원형 

균열 등으로 박락 우려가 있는 구간은 열차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인 관찰보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유지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것

○ 송파~가락시장역 대단면 구간의 보강이력에 

의하면 인장철근 정착장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

되어 주변 사각기둥 3개소를 보강한 것으로 

조사된 바, 기둥보강을 고려하여 구조해석

(대단면 BOX구간 휨모멘트 안전율 등)을 시행

하여 구조적 안정성평가를 추가 실시하기 바

라며, 상부중앙부 휨모멘트 안전율 부족

(0.935)으로 상부슬라브 균열부 보강이 필요

하다면 판넬(강판)보강은 열차 진동 등에 취약

하므로 열차운행 특수성(탈락방지, 절연 등),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법을 재검토할 것

■ 제135차 합정배수문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심의

○ 구조안전성 검토시 철근탐사시험 결과 측정값의 

철근간격, 피복두께를 적용하여 재검토 필요

○ 상수수문 강관에 발생한 내부부식은 관내부 

갱생공사로 인한 단면축소시 배수용량 적정 

여부 등 수리 안정성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 상수배수문 내수문에 발생한 부식은 부식면에 

발생한 녹을 완전 제거 후 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수방안(도장단가)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 상수수문 콘크리트 흄관 및 PE연결관은 이격

되어 누수로 인한 지반유실이 우려되므로 안

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 제136차 서울교통공사 7호선 강북구간 토목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도봉산 〜 수락산역 구간의 안정성 평가결과, 

상향조정(C등급 → A등급)된 주된 원인이 지

하수 변화(G.L–1.0m,-2.41→-6.69m,-3.6m)

와 활하중 감소(15kN/m→5kN/m)인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이 구간은 중랑천과 인접하고, 

학교 신설, 운동장 비포장 등 주변 환경 변

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당초 지하수위로 

재평가하는 방안 검토 요망  

○ 터널 천단부 공동부분은 GPR탐사 결과만 제시

되어 있으므로 공동부 철근 부식 최소화와 

외부 충격 등으로 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천단부 공동을 시멘트밀크 

등으로 채우는 방안 강구 요망

○ 본선터널에서 연결되는 노원역 BOX구조물은 

터널내 배수로가 정거장 BOX구조물에 연결

되지 않고 월류하는 배수구조로 되어 있어 

정거장입구 본선구간의 도상부분은 항상 침수

되어 반복적인 열차하중으로 인한 궤도들림 

등 전동차 운행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

므로 근본적인 지하수처리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요망

○ 노원역 집수정의 경우 지하수 유출량(3.15㎥

/min)과 펌프용량(3.3㎥/min)이 비슷해 고장 

등으로 인해 펌핑할 수 없을 경우 인접 집수

정까지 지하수 유출이 불가피 하므로 펌프증설 

등 유지관리방안 제시 요망

○ 도봉산역과 수락산역 구간은 BOX구조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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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물고임과 퇴적물은 청소수가 주원인

이므로 배수로 정비 방법을 세정(689m)보다는 

준설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세정시 배수처리 

곤란)

○ 점검구간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전 구간 

종평면도를 추가해 주기 바라며, 정밀안전진

단에 빠지는 구간(U-Type 등)은 사유를 기재

하고, 정밀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경우 점검관리

방안(정밀점검 대상 등)을 제시하여 점검 시 

누락되는 구조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

 

■ 제137차 만리배수지 외 8개소 정밀안전진단

심의

○ 금년부터 실시되는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내진

성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 평

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에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반영할 것

○ 배수지내부 재료시험은 도장파손 등의 우려로 

시험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실시한 경우

에는 책임기술자 판단과 합리적인 분석 및 

사유를 명기하고 향후 재료시험 방안을 제시

바람

○ 만리배수지 2호지 바닥슬래브 누수에 대한 

보수․보강방안은 상시 습윤상태 및 화학적 

영향을 받는 등 수처리 구조물의 특성이 고

려된 방법으로 적정․보수될 수 있도록 관련 

시방서 및 시공도면을 포함하여 상세히 제시

하기 바람

○ 만리가압장 시설물 관리방법이 최근 무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실 상태인 기존 사무실 및 

지상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 제시

바람

■ 제138차 불광터널배수지 외 4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조사결과를 반영한 주요조사

항목 및 방법을 표기하여 수록바람(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시 중점점검

항목, 점검시 유의사항 등)

○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 및 외관조사망도 보완

하여 반영할 것

  - 결함물량표는 연번, 적출년도, 결함종류, 결함

규모, 최종보수내역, 비고 등을 구분하여 작성

하고, 최종 보수내역은 보수․보강의 최종내

역만 기재하도록 하고, 비고는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불광터널 가압장 벽체에 발생된 균열은 내력벽 

여부 제시 및 크레인 영향을 고려한 구조해

석을 실시하여 균열 발생원인 및 보수방안을 

검토 반영

○ 불광터널배수지 시공조인트 실링제 열화에 대한 

보수방안은 상시 습윤상태 등 수처리 구조물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시방서 및 시공도면을 포함하여 상세히 

제시하기 바람

■ 제139차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반영할 것

○ 토목 “가시설 설계편”에서 “23)설계하중은 토압, 

수압, 상재하중(장비하중 포함), 굴착영향 범위

내의 건물하중, 교통하중 등을 설계에 반영

한다.” 내용을 추가할 것

○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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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설계의 경제성검토(VE)가이드라인

(2015.1) 참고하여 설계VE를 받도록 할 것

○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인 경우, 서울시 건설

신기술 활성화 종합개선대책에 의거 건설신

기술은 최소 1건 이상, 의무적용 비율인 2%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의무반영비율 준수 불가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 제140차 불광천 복개1구간 정밀안전진단심의

○ 포장부에서 발생한 손상은 상부슬래브의 균열, 

방수층 손상, 토공부의 침하 등 복개구조물

과의 인과관계를 연계 조사하여 원인 및 대

책을 제시할 것

○ 외관조사 결과 여러 타입의 신축이음이 혼재

되어 있고 타입별 손상이 다수 발생되었으므로 

해당 구조물에 적합한 형식의 보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할 것

○ 보수․보강 공법은 다수 공법의 단순 나열을 

지양하고 손상 상태, 내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압축 

선정하여 비교 검토한 내용을 제시할 것

○ 안전성 평가는 기 진단시 검토된 결과와 상호 

비교가 가능토록 시험 위치 및 결과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향후 정밀점검 또는 진단시 

활용이 가능토록 보완할 것

○ 지장물 및 유수장애물은 강우시 통수단면적의 

감소, 탈락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여부 및 본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 의견을 명확히 제시할 것

■ 제141차 은평구 관내 배수기능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고, 개정된 시방서는 코드화된 

표준시방서(KCS)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공사

시방서 작성시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활용서를 추가 작성할 것

○ 침수지역의 기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상태를 

조사하여 원활한 우수의 유입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답사 및 현장조사 내용을 보완

할 것

○ 과업은 하수관로 통수능 향상 및 배수체계 

개선을 위해 침사지개선, 게이트펌프 설치, 

하천시설물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바, 과업

내용서에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으니 보완할 것

○ 불광천 외 금회 과업구역에 포함된 소하천 

및 하천복개 구간에 대한 수리․수문조사 및 

침수피해 가능성 분석 필요

○ 합류식 관거의 청천시 최소유속을 0.45m/ 

sec로 계획하였으나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거 

0.6m/sec로 조정할 것

■ 제142차 5호선 목동~마포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기존 진단시 GPR탐사 등으로 조사된 라이닝 

두께 부족 및 공동 구간 중  정밀조사(초음파

토모그래피)를 일부만 실시한 바, 전체 구간의 

구체적인 조사, 분석 내용과 정밀조사 실시 

기준을 제시하고 추가 정밀조사 및 안전성 

평가 실시를 검토할 것

○ 공동부분에 대한 보강방안으로 일반 콘크리트 

채움 타설 및 경화전 자중 지지를 위한 패널 

설치를 제시하였으나, 패널 설치에 대한 시공 

및 유지관리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량, 초속경 

콘크리트 사용 등 보강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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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에 대하여 구조물 안정, 

계측값 수렴 및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계측을 자동계측에서 수동계측(1회

/5년)으로 전환하였으나, 금회 진단시 “구조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의견과 하저 지하철 터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측주기 단축을 검토할 것

○ 전반적 체수 및 막힘 등 배수 불량에 대하여 

도상 콘크리트 열화, 들뜸 방지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배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배수계통 

분석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할 것 

○ 본선터널에서 연결되는 정거장 BOX구조물은 

터널내 배수로가 정거장 BOX구조물에 연결되

지 않고 월류하는 배수구조로 되어 있어, 정

거장입구 본선구간의 도상부분은 항상 침수

되어 반복적인 열차하중으로 인한 궤도들림 

등 전동차 운행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

므로 근본적인 지하수처리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요망

■ 제143차 대현산배수지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용마배수지 하부슬래브의 보호몰탈 박리 외

관조사를 참조하여 대현산 배수지 하부슬래

브의 액체침투방식과 타일마감방식에 대한 

보호몰탈 박리손상 원인을 비교 검토하여 제

시하기 바람

○ 기존 안전진단 손상부위 또는 기 보수부위의 

손상진행여부 및 진행정도에 대해 제시할 것

○ 용마소배수지 내부 방식타일에서 발생한 백태 

및 용탈은 음용수 시설임을 감안하여 용탈성

분에 대한 분석(타일 접착제 또는 줄눈 몰탈 

여부 등) 및 보수이력 조사 등 상세한 손상

원인 분석을 통한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 용마가압장 신축이음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누수는 기존 보수부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수원인 및 보수방안을 면밀히 검토

하여 적극적인 보수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제144차 사당3배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자료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 도면자료가 없어 

향후 계속적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복원도면 작성이 필요하며, 

금회 진단용역에서 조사된 철근 배근탐사 등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도면 작성을 적극 검토

하기 바람

○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하자보수 책임 범위

인지, 기간 내에 있는지를 검토․정리하여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있을 경우 관리청에서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할 것

  - 보수이력 자료를 재확인하여 보수 당시 손상

원인 등을 면밀히 파악할 것

○ 개략공사비 산출시 단가산출 기준 및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제145차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공사 설계심의

○ Vierendeel Truss 구조계획 보완

  - 철골보와 기둥의 일체성 확보(시공 시 책임

구조기술자가 반드시 구조감리 상주)

  - 수직비정형 부분 및 대경간의 하중 흐름에 

대하여 주요 구조부 등 대표부재 설계상세도 

추가

  - 트러스 입면도, 부재이름 등의 표현과 기본 

접합부 도면 추가

  - Truss의 사용성(처짐) 및 안전성 확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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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역타공법 및 흙막이 안전성 확인

  - 역타 적용에 따른 시공순서 확인 (수직재 

타설 시기)

  - 역타 철골보와 RC코어의 접합상세 추가

  - 흙막이 공법 CIP적용 사유, 지하외벽 설치 

방법 등 검토

  - 합성보(Eco-girder)와 역타공법의 수행업무 

범위 확인

○ 부력 및 양압력에 대하여 안전성 재검토

  - 공사 중과 완공 후의 지하수위에 의한 부력 

및 양압력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

  - 드레인 매트시스템을 적용한 타 적용사례 

비교검토 및 효율성 재검토

  - 집수다발과 토목섬유의 막힘(클로깅) 방지 

방안 검토

  - 바닥부의 집수를 위한 트렌치 및 구배 도입 

검토

  - 드레인매트 배수시스템의 배치 평면도, 집수

정과 이음부 상세도 작성

○ 방수 대책 반영 철저

  - 옥상 방수층 부실로 인한 누수 방지

  - 지하층이 깊으므로 외벽 물유입 방지(전기실, 

전시홀 누수 사고방지)대책 반영

■ 제146차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 용역발

주심의

○ 이용자의 특성(이용시간 및 이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

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에 적

합한 소방 설비를 계획할 것

○ (설계공모 지침서) 심사기준 평가항목 중 건

축구조항목에 “지하터파기공법의 적절성” 항을 

추가할 것

○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시설 계획”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규정 이외에 “장애인 엘리베

이터” 설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옥상조경 설계시 건축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인공토(경량토)를 반영할 것

○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은 방문객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할 것

○ 지역주민 및 유지관리 부서 등이 설계단계부터 

준공시까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토록 할 것

■ 제147차 월드컵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과업 대상 시설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고, 

준공 이후 내진성능평가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금회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진단 실시 규정과 

관련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방

안을 검토할 것

○ 박리, 박락에 대하여 4순위 유지관리로 제시

하였으나, 현장점검 결과 일부 손상은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손상위치(천정부, 벽

체부 등) 및 손상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유지

보수 방안을 제시할 것

○ 월드컵 터널은 개착박스 비배수 터널로 청소수 

및 시종점부 우수 유입외 지하수 유입이 없으

므로 터널 내 스틸 그레이팅 불량 구간 보수시 

통행 안전성과 향후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 및 재질 변경 등 다각적인 방

안을 검토할 것 

○ 포장면 신축이음은 누수에 취약하므로 우기시 

신축이음 누수여부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

하며, 배수로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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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시가 필요

■ 제149차 지하철 1~2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 실시설계심의

■ 제150차 지하철 3~4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능

보강공사 실시설계심의

○ 정거장내 기둥 미보강 구간을 내력벽 기둥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정거장 기둥 하부는 플랫폼, 

상부는 천정부 건축마감, 설비시설 등 지장시

설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기둥 보강이 어려운 

구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정거장 3D 해석결과 미보강 기둥의 인접기둥에 

추가 보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강성이 커지게 

됨에 따른 하중 분배 효과에 의하여 구조물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은 동일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바, 정거장 구간의 보강과 미보강 구간을 

정형화하여 보강방안을 강구할 것

○ 인근 정거장과 지하수위 차이가 많은 경우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지하수위를 

적용하여 내진성능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할 것

○ 보강자재의 적정 성능 검증을 위하여 반입 전, 

시공 중 검수 및 시험방법과 대상자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수록할 것

■ 제154차 개봉고가 성능개선 실시설계심의(11.30)

○ 기존 구조를 적용하는 하부구조에 대하여는 

시공 중 및 시공 후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 시공시 차량 통제 후 말뚝 건전도 평가 및 

장기허용 지지력 평가 관련 건전도 평가 방법 

및 구체적인 보강 공법을 제시할 것

○ PSP 강 거더에 대한 장수명 고품질 도장 방

안을 제시할 것

○ 경인선 상부 횡단하는 고가차도 공사이므로 

크레인 등 건설장비가 전철 시설물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구역 설정 및 작업방법

을 제시할 것

○ PSP 거더 I형 복부판 하부측면 프리텐셔닝 

강판 용접 부착부에 대한 정밀한 부착 성능 

품질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제시할 

것

■ 제155차 경인1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심의(11.30)

○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을 위해 치핑 한다는 

것은 구조물 자체에 손상을 주는 것이므로 

열화부위를 확실하게 제거한 후 보수면이 오래 

유지 될 수 있도록 보수 방안을 상세히 제시 

할 것

○ 경인1지하차도는 ΄84년 준공된 구조물로 30년 

이상 공용된 노후화 시설물로 상부 공원화 

사업 시 신설되는 구조물과 동일한 기능과 

내구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회 정밀안전

진단 시 전면적(강화된 벽체 등) 보수·보강 

방안 등을 제시 할 것

○ 공원화 사업에 따른 철거대상 구간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시점 

이전까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 제시 할 것

○ 외관망도상에 손상별 보수여부/손상 재 발생 

등을 표에 기입할 것

○ 옹벽 벽체 표면열화 부위는 전단면을 충분히 

구체 전처리조치(고압수, 치핑 등) 후 단면보수

+내오염도장 처리 될 수 있도록 전면보수방

안을 상세히 서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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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원형강관 거더 상부에 강재 브라켓과 목재 데크를 설치한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 시공기술(제846호)

(보호기간 :  2018. 08. 24. ～ 2026. 08. 23.)

1.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단일의 원형강관 거더에 좌우 길이 조절(최대편심 50cm 이내)이 가능한 횡방향의 역삼각형 브

라켓을 다수 체결한 후 그 위에 바닥판(목재 데크)을 올려 교각의 상부를 구성하는 단경간 자전

거 보도교(경간 15m, 폭 3.0m 이내 / 경간 12m, 폭 3.4m 이내)를 시공하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다수의 거더 설치로 시공성이 낮은 기존 기술의 단점을 해결하고 단순한 구조로 재

료비를 절감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량의 선형을 따라 단일의 원형강관을 이용한 주거더

를 설치하며, 주거더의 측단에서 복수의 횡방향 강재 브라켓을 연결시킨 후 목재 데크와 난간을 

설치하는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 시공 기술이다. 

 다. 신기술의 절차 및 방법

1. 파일기초 천공작업

- 시공 전 측량을 하여 정확한 천공 위치 
좌표를 표시

2. 파일매입 및 파일캡 설치

- 두부절단 후 완전용입용접 접합

3. 공장조립 거더 및 브라켓 설치

- 브라켓은 거더 설치 전 거더와 조립하여 
거더와 일괄 설치하며, 강관 거더 설치는 
종단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밀 시공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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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선 및 난간기초 설치

- 장선 및 난간기초 설치 시 현장 선형에 
맞추어 절단 및 밴딩 시공

- 장선 및 난간기초 설치 시 이음부는 신축
장치를 설치

5. 합성목재 바닥판 설치

- 합성목재와 장선 체결 시 합성목재 신
축을 고려하여 3～5 ㎜의 이격을 주며, 
합성목재 전용 클립으로 체결

6. 안전난간 설치

- 난간 기초 선형에 맞춰 정밀시공

- 주변 환경에 맞는 디자인 난간 적용

2.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순번 공사명 발주자 위치
공사
기간

공사
규모

비고

1 영산강 7공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 7공구 일원
2010.04～
2012.06

B=3.6 m, 
L=190 m

시공완료

2 명사항 다목적해상데크 설치공사(1차) 경상남도 거제시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일원
2013.12～
2014.06

B=3.0 m, 
L=180 m

시공완료

3 안성천 수변 자전거 순환도로 특화사업 평택시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일원
2014.03～
2014.12

B=5.2 m, 
L=73 m

시공완료

4
지세포 해안경관 

산책로 조성사업(1차)
경상남도 거제시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일원

2014.08～
2015.03

B=2.5 m, 
L=556 m

시공완료

5
칠성교 네거리일원 자전거 사고다발구역 

인프라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북구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일원
2014.10～
2014.12

B=3.5 m, 
L=10 m

시공완료

6
지세포 해안경관 

산책로 조성사업(2차)
경상남도 거제시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일원

2015.03～
2015.12

B=2.5 m, 
L=132 m

시공완료

7 명사항 다목적 해상데크 설치공사(2차) 경상남도 거제시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일원
2016.06～
2016.11

B=3.0 m, 
L=82 m

시공완료

8
소양강 신북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1차)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일원

2016.06～
2016.07

B=3.4 m, 
L=166 m

시공완료

9 도장포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일원
2015.11～
2016.12

B=3.0 m, 
L=127 m

시공완료

10
소양강 신북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2차)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일원

2016.11～
2016.12

B=3.4 m, 
L=72 m

시공완료

11 소야교 확장 및 보수공사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일원
2017.08～
2017.11

B=2.5 m, 
L=35 m

시공완료

12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공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2018.05～
2018.06

- 시공중

나. 향후 활용전망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전거도로의 연평균 증가율은 노선 수 기준 20.6 %, 연장길이 기준 

5.5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장길이 짧은 자전거도로의 노선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고, 신기술과 같은 단경간의 자전거 보도교 적용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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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3년까지의 자전거 보도교는 약 310㎞ 가량 적용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전거도로 노선수(개) 19,427 23,430 28,258 34,080 41,103 49,572

자전거 도로(㎞) 23,605 24,920 26,309 27,775 29,322 30,956

자전거 보도교(㎞) 236 249 263 278 293 310

※ 출처 : 자전거도로 현황(행정안전부, 2015～2017)
※ 자전거 보도교는 광역시의 자전거도로 대비 보도교 연장비율을 산정한 결과인 1.0%를 활용하였다.

  또한 전년대비 자전거 보도교의 연장길이 증가분에 신기술 및 기존기술의 평균 공사비용(496만원

/m)을 곱하여 국내 자전거 보도교의 잠재적 시장 규모를 산정한 결과, 2023년 기준 8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기술명 비교항목 기존기술 신기술

자전거

보도교

원형강관 거더를 

이용한 자전거 보도교 

시공 기술

주거더 다수의 I형거더 단일 원형강관거더
경간장 7.0 m 15.0 m 이상

현장공기 4일/경간 2일/경간
공사비 100 % 75 % 수준

선진기술수준과의 기술격차 동등수준 +3년

  (2)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최근 교량 기술의 트렌드는 경량화, 첨단화, 경제성이다. 신기술은 기존 자전거 보도교 시공 기

술에 비해 월등한 시공성(경량화)과 경제성을 갖춤과 동시에 우수한 안전성과 구조안정성을 확

보하였기에, 향후 국내의 소교량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해 갖는 차별성은 단일 거더를 활용함에 따른 도시미관 향상, 거더와 

브라켓의 일체화에 따른 급속시공, 주요 접합부 및 교각 상부의 구조안정성 초과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자전거 보도교 시장에서는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교량 연속화, 상부 캐노피 설치, 급행보도교로의 개량 등과 같은 

기술연계가 유연한 신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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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및 공사비                                              

 (2) 공사기간

 

 (3) 유지관리비

   신기술은 기존기술 1(플레이트 거더교)와는 다르게 가로보와 같은 2차부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해당 부재의 유지관리비용만큼 차이가 발생하고, 기존기술 2(2열 강관 거더교)는 콘크리트

로 된 교대 부분과 교량 받침 부분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단 신기술에서는 

기존기술과는 달리 볼트 접합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폭의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된다. 

결론적으로 신기술의 m당 유지관리비용은 48,200원으로 146,582원으로 계산된 기존기술 1과 

82,215원이 산출된 기존기술 2 대비 각각 67.1%, 41.4%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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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으로 국민의 건강이 좋아지고 레저활동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송부문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절감 할 수 있고 탄소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자가용 대수는 17,121,786대이고 서울시 평균 

통근 통행거리는 약 13.0㎞, 경기도는 약 16.7㎞, 인천시는 약 15.7㎞ 등으로 평균 15.1㎞로 가

정했을 때 이 신기술의 보급으로 출퇴근 시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을 5% 달성한다면 하루 약 

1,943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연간 경제적 효과로 환산한다면 

709,313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2017년 말 기준 탄소배출권 시세

(21,296원/t)를 통해 환산하면 약 15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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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계와 실시간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RTK-GNSS)을 이용한 

초장대 교량의 동적변위 실시간 정밀계측 기술(제847호)

(보호기간 :  2018. 08. 24. ～ 2026. 08. 2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3축 가속도계와 실시간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RTK-GNSS)을 

통해 각각 측정한 후 2단계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통해 해석함으로써 정밀도와 해상도가 

향상되어 상시 실시간으로 동적 변위의 측정이 가능하므로 정밀한 변위계측이 필요한 구조물의 균

열 및 붕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계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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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현장 명 현장 위치 주요 제원 계측날짜

1 영종대교 인천시 (대한민국)
∙전체 길이 : 4,420 m

∙주경간 : 300m
2016. 07

2 이순신대교 전라남도 (대한민국)
∙전체 길이 : 2,260 m

∙주경간 : 1,545 m
2016. 09

3 Xihoumen Bridge 저우산시(중국) 
∙전체 길이 : 2,588 m

∙주경간 : 1,650 m
2016. 10

4
San francisco-Oakland Bay 

Bridge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미국) 

∙전체 길이 : 3,102 m

∙주경간 : 430 m
2018. 03

5 Qingfeng Bridge 닝보시(중국)
∙전체 길이 : 3,654m

∙주경간 : 280 m
2018. 04

 나. 향후 활용전망

   개발 센서는 구조물의 변위와 가속도를 계측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RTK-GNSS 센서와 가

속도계를 대체 할 수 있으며, RTK-GNSS 센서, 가속도계와 같이 교량, 빌딩, 댐 등 다양한 구조

물에 활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국내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 

19.88백만 달러, 해외 시장은 2022년 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기존기술(RTK-GNSS) 신기술

구성요소 RTK-GNSS 칩셋, GNSS 안테나 RTK-GNSS 칩셋 및 안테나, 포스피드백 가속도계

샘플주파수 20㎐ 100㎐

정확도 변위기준 수평 8㎜, 수직 15㎜ 변위기준 3㎜

산정 물리량 변위, 속도 변위, 속도, 가속도

가격 4,455만 원(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포함) 3,136만 원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온도 센서를 제외한 국내 특수교에 설치된 구조물 모니터링용 센서의 국산제품 비율이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센서의 국산화를 도모할 수 있음. 또한 구조물의 가속도, 속도, 변위를 하나의 

센서로 산정함에 따라 계측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어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 신뢰도 향상을 통한 구조물 안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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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구 분 내    용

구조물 3자유도 

동적/정적거동 산정
 단일 센서로 구조물의 3자유도 동적거동(변위, 속도, 가속도)을 동시에 산정 가능 

고정밀도 및 고해상도

변위 산정

 이 신기술은 가속도계, RTK-GNSS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기존 변위계측 기술보다 

높은 정밀도(3㎜ 이내)와 샘플주파수(100㎐)로 변위를 산정함.

높은 가격 경쟁력
 기존 변위 센서인 RTK-GNSS(4,500만 원 내외), LDV 및 LiDAR(1억 원 이상) 장

비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용화가 가능함.

다양한 적용 분야와

장기 계측 가능

 이 신기술의 변위계측 장비는 일체형으로써 교량, 건물, 댐 등 다양한 구조물에 설

치하여 상시로 동적거동 산정이 가능하며, 휴대용 장비로 내하력 검사 및 현장실험 

장비로도 활용할 수 있음. 특히 센서에 고정된 기준점이 필요한 기존 변위센서와 비

교해 이 신기술의 변위센서는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 부착식이므로, 해상 교

량의 주탑 및 중앙 거더부,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 등 기존 변위센서로 계측이 어려

운 지점도 계측이 가능함.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및 공사비

    신기술은 기존기술(RTK-GNSS)에 비해 25.7%의 설치비용(14,695,872원) 절감이 가능하다.

단위 : 원

공   종
신기술

기존기술
(RTK-GNSS)

단위 수량 금액 단위 수량 금액

자
재
비

변위계(RTK-GNSS) EA 1 31,364,880 EA 1 33,000,000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EA 1 11,550,000

소계 31,364,880 44,550,000

설
치
비

변위계측기(GPS) 설치 개소 1 4,253,291 개소 1 4,253,291

자동연산 시스템 설치 개소 1 1,083,740 개소 1 1,083,740

충전기 설치 개소 1 1,026,148 개소 1 1,026,148

Surge Protector 설치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개소 1 490,671 개소 1 490,671

광케이블 포설 개소 1 998,983 개소 1 998,983

광 컨버터함 설치 개소 3 1,953,180 개소 3 1,953,180

디바이스 서버 설치 개소 2 1,510,752

광케이블 코아 접속 개소 1 51,095 개소 1 51,095

광케이블 시험 및 측정 개소 1 99,757 개소 1 99,757

전력케이블 설치 개소 1 725,033 개소 1 725,033

후렉시블 전선관 설치 개소 1 463,648 개소 1 463,648

소계 11,145,546 12,656,298

계 42,510,426 57,20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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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기간                                                   

    기존기술과 신기술의 차이점은 계측에 이용하는 장비의 종류에 있다. 기존기술은 GNSS로 변위를 계측

하는 반면, 신기술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변위계측기 모듈(데이터 융합을 위한 Board 포함)을 이용하고 

디바이스 서버 없이 광컨버터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바이스 서버의 설치, 서버 연결을 

위한 케이블 포설 등의 세부 작업을 포함하여 약 3～4시간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유지관리비

    각 공종에 활용된 장비의 내용연수를 바탕으로 장비 교체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비용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신기술은 기존기술(RTK-GNSS)에 비해 8.1 %(456,182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공종
원가

(천원)
품명

내용
연수(년)

연간
유지관리
비용(천원)

유지관리비용
신기술
(천원)

기존기술
(천원)

자
재

변위계측기 31,365 - 8 3,921 3,921 　
RTK-GNSS 33,000 GPS 수신기 8 4,125 　 4,125 

설치
비

자재(계측기) 설치 4,253 광송신기 또는 수신기 8 532 532 532 
자동 연산시스템 설치 1,084 광송신기 또는 수신기 8 135 135 135 

충전기 설치 1,026 충전장치 9 114 114 114 
서지 프로텍터 설치 491 서지방지장치 9 55 55 55 

광케이블 포설 999 광케이블 10 100 100 100 
광 컨버터함 설치 1,953 신호변환기 10 195 195 195 

디바이스 서버 설치 1,511 컴퓨터 서버 6 252 　 252 
광케이블 코아 접속 51 광송신기 또는 수신기 8 6 6 6 

광케이블 시험 및 측정 100 광케이블 10 10 10 10 
전력케이블 설치 725 전력케이블 10 73 73 73 

후렉시블 전선관 설치 464 전력케이블 10 46 46 46 
소계 1,266 1,518 

합 계 5,187 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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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교량 내하력 평가 
및 잔존수명 예측

∙ 교량의 공용성 평가를 위해 내하력 산정은 가장 필수적인 절차

∙ 정확한 변위의 상시 계측을 통해 교량 내하력의 정밀 산정이 가능하며 잔존수명 예측 용이

구조물
안전도 평가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의 실시간 평가 가능

∙ 구조물의 변형 형상을 취득을 통해 구조물의 부재 수준 및 건전도 평가의 정확성 향상

구조물
내진성능 평가

∙ 변위 및 가속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진 발생 후 구조물의 내진력 평가 가능

∙ 허용층간변위의 실시간 계측을 바탕으로 건물 사용성 평가의 신속성 확보

∙ 구조물 내진성능의 실시간 예측을 통한 신속한 관리 가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 34 -

해외 공유교통 현황과 시사점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우버를 비롯한 차량공유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카풀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카카오T 카풀 서비스 출시로 택시업계의 

대규모 반대집회가 있을 정도로 그 파장은 대단

하다. 공유교통 서비스는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념과 전망

 카셰어링(Car Sharing)은 자동차를 공유하여 

함께 빌려 쓰는 방법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주로 

시간단위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교통의 개념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NFP(Not For Profit), 

기업이 개인을 상태로 운영하는 B2C(Business 

to Customer),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P2P(Peer to Peer) 방식이 있다. 내비건트 리

서치(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카

셰어링 시장 규모는 2024년에 약 65억 달러(7조 

8,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

내의 경우는 2016년말 기준으로 1,000억원 수준

에서 향후 5년 내 1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쏘카는 2014년 회원수가 51만명에서 2017년 2월 

현재 250만명으로 3배 증가하였다.

 카셰어링 업계 변화추이는 2000년에 B2C방식의 

카셰어링 회사인 Zipcar가 진출했고, 약 10년 후 

인 2009년에 P2P 카셰어링인 Relayride가 출범

하고, 그후 Uber를 위시한 라이드셰어링(Ride 

sharing) 회사가 등장하였다. 국내는 2011년을 

기점으로 쏘카, 그린카의 카셰어링 회사가 진출

하였고, 2016년에 풀러스, 럭시, 2018년 카카오

T 카풀 등의 라이드셰어링 업체가 생겼다. 

▶카셰어링 업체 추이

해외 공유교통

 카셰어링은 초기 유럽에서 시작하여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는 회사에서 보유한 

차를 개인이 공유하는 B2C 방식의 1세대 카셰

어링에서 개인 소유차량을 개인간에 공유하는 

P2P 방식의 2세대 카셰어링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해외 라이드셰어링은 2010년 Uber의 개인형 

택시 서비스에서 최근 카풀 서비스로 범위를 확

장하고 있다. Uber와 같이 수익형 승차공유는 

개인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구글의 WazeRider와 

프랑스의 BlaBlaCar의 카풀은 비영리를 지향하여 

가격상한제 등으로 수익을 제한하고 있어 개인 

자동차보험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카풀 서비스가 늘

어나는 이유는 고정적인 승객 유치가 쉽고, 출・
퇴근시간에 택시 시장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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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라이드셰어링 중 카풀 서비스

미국의 라이드셰어링 보험

 개인車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미국의 라이드셰어링 

보험 상품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개인車로 

라이드셰어링을 할 경우에 보험적용을 위해 기간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기간1은 승객을 찾는 

기간, 기간2는 승객을 데리러 가는 기간, 기간3은 

승객이 타고 목적지로 가는 기간이다. 개인車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App을 켜는 순간부터는 개

인용 車보험에서 사고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승차공유 플랫폼 회사에서 적용되는 

보험은 승객과 매칭이 되었을 때부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승객을 찾는 기간 동안인 기간1은 

어디에서도 사고보장이 불가능한 회색영역이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보험사는 기존의 자동차

보험의 보장영역을 회색영역까지 늘리는 상품을 

개발하여 운전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사점

 최근 카카오T 카풀 서비스에서 보듯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교통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줌

으로써 새로운 이동성을 탄생시키고 있다. 국내는 

아직 기업과 개인간의 차량공유와 카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 개인과 개인간의 차량공유 

서비스의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공유

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이 

선행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공유교통 사고감소를 위해 주 고객층인 

20·30대의 사고 및 운전경력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개인운전 경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보험측면에서는 개인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운전 

경력 및 사고이력 정보를 활용한 보험료 할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2세대 공유교통인 개인간 

차량공유(P2P)와 개인차량으로 유상운송이 가능해 

질 경우의 사고보상처리 및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카풀 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놓고 많은 논

란이 있고 공유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범죄도 발생

하고 있다. 해외의 라이드셰어링 P2P 제도와 사고

처리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공유교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

하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도 법제화되어야 한다. 

 스마트폰과 ICT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량을 이용

하는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 플랫폼 사업자가 많이 생겨 

나겠지만 근본적으로 안전과 사고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가져갈 때 공유교통의 이용 활성화가 

더욱 본격화 될 것이다.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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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8년 11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29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설계용역
․ 지상2층, 연면적 1,220㎡

4,946

(278)

조건부

채택
건축

131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 용역

․ 지하6층, 연면적 약 16만㎡

 (복합환승센터 630m, 철도본선 370m)

1,306,700

(1,350)

조건부

채택
전기

132
필동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세운~필동 약수터 및~남촌 보행연결

․ 활력있고 걷고싶은 공간조성

4,100

(291)

조건부

채택
건축

139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5,867㎡

․ 지하주차장 181면, 축구장 등

15,184

(632)

조건부

채택
건축

141
은평구 관내 배수기능 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하수관로 통수능력 향상 및 배수

체계 개선 L=7.4km 등
(577)

조건부

채택
토목

146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856㎡

․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5,163

(222)

조건부

채택
건축

설 계

심 의

125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단기대책(관로부분) 기본 및 

실시설계

․ 하수관로 신설 및 개선 L=1,351m

․ 펌프시설 신설 :3개소

20,228

(694)

조건부

채택
토목

127

지하철 1~2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3차)

․ 1호선 10구간, 2호선 40구간

 3호선 5구간, 4호선 4구간

38,850

(1,746)
재심의 토목

128

지하철 3~4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3차)

․ 내진보강공사 설계 20,649m

․ 3호선 35구간, 4호선 31구간

42,859

(1,718)
재심의 토목

130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 도로확장 B=10m→12m, L=760m

․ 주차장 지하1층, 208면

15,135

(373)

조건부

채택
토목

145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공사 설계

․ 지하4층/지상3층, 연면적 15,900㎡

․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51,924

(2,421)

조건부

채택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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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설 계

심 의

149

지하철 1~2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3차)

․ 1호선 10구간, 2호선 40구간

 3호선 5구간, 4호선 4구간
(1,746)

조건부

채택
토목

150

지하철 3~4호선 지하구조물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3차)

․ 3호선 35구간, 4호선 31구간 (1,718)
조건부

채택
토목

154
개봉고가 성능개선 실시

설계용역

․ 개봉고가 상부구조(거더, 바닥판) 

교체(B=18.5m, L=335m)

18,108

(668)

조건부

채택
건축

정 밀

안 전

진 단

심 의

133

5호선 영등포 및 도심구간

(목동~마포제외)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용역구간 : 5호선 까치산~행당역간 

1종 시설물(연장 17.701km)
(1,357)

조건부

채택
토목

134
서울교통공사 8호선 성남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용역구간 : 8호선 몽촌토성~모란

기지(연장 16.723km)
(1,491)

조건부

채택
토목

135
합정배수문 외 2개소 정밀

안전진단
․ 합정배수문 외 2개소 (137)

조건부

채택
토목

136
서울교통공사 7호선 강북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용역구간 : 7호선 장암~건대입구

 (연장 20.722km)
(1,833)

조건부

채택
토목

137
2018년 만리배수지 외 8개소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9개소, 정밀점검 6개소 (202)

조건부

채택
토목

138
불광터널배수지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5개소, 정밀점검 3개소 (122)

조건부

채택
토목

140
불광천 복개1구간 

정밀안전진단
․ 불광천 복개구간(1종), L=2,866m (308)

조건부

채택
토목

142
5호선 목동~마포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용역구간 : 5호선 목동~마포역

․ 용역연장 : 8.435km
(936)

조건부

채택
토목

143
대현산배수지 외 

10개소 정밀안전진단

․ 대현산배수지, 용마배수지 등 

 10개소
(331)

조건부

채택
토목

144
2018년 사당3배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 사당3배수지, 사당4배수지 (57)

조건부

채택
토목

147 월드컵터널 정밀안전진단
․ 월드컵터널(1종) 

․ B=14m, L=305m
(217)

조건부

채택
토목

155 경인1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 총연장 1,675m

 (개착박스 500m, U-Type 1,175m)
(182)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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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8년 11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8.11.

건     축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사업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 등 36건

3,416 3,215

교 통 강변북로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등 7건 4,340 4,337

기 계 설 비 서울함 선박안전도검사 용역 등 5건 155 141

도 로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9건

1,016 989

도 시 계 획
동작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7건

1,559 1,535

상 하 수 도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13건

7,842 7,605

소 방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소방설비 설치공사 
등 7건

136 124

전 기 통 신
2019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등 11건

1,145 1,120

정 밀 진 단
금천소방서 건립공사현장 인접 건물 
사전현황조사 등 2건

101 88

조 경
2019년 관악소방서 복지동 옥상녹화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9건

910 882

지 하 철
고덕차량기지 선진화계획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등 조사용역 등 3건

1,161 966

하 천
홍제천 나들목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등 
3건 

1,579 1,530

기 타
2019년 서울대공원 예방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4건

620 582

 계 166건 23,980 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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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례

일반작업용 리프트 작업 중 끼임 사고

’18년 6월 해당 사업장 4층 베란다에 설치된 일반작업용 

리프트에서 운반구와 베란다 사이에 끼인 부직포 심지를 

빼내려던 중 리프트 운반구가 낙하하면서 운반구와 베

란다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재해 발생

◯ 동종재해 예방대책

 ‣ 출입금지 조치 실시

  -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하고, 화물반입구 주변 등 잘 보이는 장소에 출

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 사업주는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할 구역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함

 ‣ 화물의 견고한 고정

  - 운반구에서 화물이 이탈하거나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화물을 운반구 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함

 ‣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설치

  - 사업주는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운반구, 화물의 

낙하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함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 기술자격정보는 2019년 다시 제공합니다.

시사상식 용어

 플라세보 소비
    

 속임약을 뜻하는 ‘플라세보’와 ‘소비’가 결합된 말로, 

‘플라시보 소비’라고도 한다.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이란 의미의 ‘가심비’를 추구하는 소비를 뜻한다. 

플라세보 소비는 ‘소확행(小確幸)’, ‘케렌시아(Queren 

cia)’ 등과 더불어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8년 대한민국 소비트렌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플라세보 소비에서의 ‘플라세보(placebo)’란 실제

로는 생리작용이 없는 물질로 만든 약을 말한다. 

젖당․녹말․우유 따위로 만들어지며 어떤 약물의 효

과를 시험하거나 환자를 일시적으로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한다. 환자가 이 속임약을 진짜로 믿게 

되면 실제로 좋은 반응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플라세보 효과’라고 한다. 

 즉 , 가심비를 추구하는 소비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고 제품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플라세보 효과처럼 객관적인 제

품의 성능과는 상관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랑하는 대

상에 지출할 때, 제품을 통해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일수록 강해진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과 성능이라는 객관적인 수치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가성비(價性費)에 따른 소비

에서는 소비자들이 ‘싸고 품질 좋은 제품’ 만을 구매

했다면, 가심비에 따른 소비에서는 다소 비싸더라도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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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세상

http://www.kos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