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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1. 개요

 전력생산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이 주가 되어 전 세계 사업현장에서부터 개인의 

일상 가정생활까지 전기를 공급하며 모든 인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고갈되는 천연자원을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현재에는 이에 대한 투자와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된다. 신에너지는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 하는 에너지이고, 재생

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

한다. 많은 분류의 신재생에너지가 법규로 정해지고 장려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산업화 되어 

국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중 국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에너지는 태양광에너지이다.

2. 국내·외 현황

 재생에너지의 국내외 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전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역대 
최고인 165GW(재생에너지 165GW, 석탄 57GW, 가스 29GW, 기타 2GW)로 총 신규설비의 2/3을 
차지하였고, 누적 설비 2,135GW(재생에너지 2,135GW, 석탄 2,030GW, 가스 1,650GW, 석유 
443GW, 원자력 403GW)로 최대 발전원으로 성장하였다. 

 그 중 태양광설비는 2015년 대비 50% 증가한 74GW(중국 34GW)가 신규 설치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도하였으며, 처음으로 단일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이 모든 신규 설비 중 1위를 차지
하였다.(기존 : 석탄 1위) 풍력발전은 2015년 대비 20% 감소한 52GW로 중국의 풍력발전 지원축소에 
따라 신규 설치가 위축되고 있다.

그림 1  전세계 발전설비 현황(2001년 ~ 2016년)
출처 : 2018년도 kea 에너지 편람

》  칼  럼

 신재생에너지
   
    이  현  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한빛디엔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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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는 전력계통 안정성 및 국내 기업의 보급 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고, 

신규 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

 단기적으로 2018 ~ 2022년 까지는 12.4GW, 중장기로 2023 ~ 203년까지는 36.3GW를 보급 목표로 

하고 있다. 표1처럼 에너지원별 공급 추이에서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및 수력 부분이 빠르게 증가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 가장 보급률이 높고, 설치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저장시스템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연도 총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기타

(신재생에너지, 수력)

1990 93.2 24.4 50.2 3.0 13.2 2.4

1995 150.4 28.1 94.0 9.2 16.8 2.4

2000 192.9 42.9 100.3 18.9 27.2 3.5

2005 228.6 54.8 101.5 30.4 36.7 5.3

2012 278.8 81.1 106.2 50.2 31.7 9.7

2013 280.4 82.1 105.8 52.2 29.3 10.8

2014 283.1 84.8 104.9 47.8 33.0 12.6

2015 287.7 85.7 109.6 43.6 34.8 14.1

2016 294.7 81.9 118.1 45.5 34.2 15.0

2017p 301.1 86.3 119.6 47.2 31.6 16.5

연평균 증가률

(‘00~’17)
2.7% 4.2% 1.0% 5.5% 0.9% 9.5%

표 1  에너지 원별 공급 추이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2018.3)

3. 태양광 에너지

3.1 태양광발전의 기술적 배경

 태양에너지는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태양에너지 중 반도체소자가 

태양광에 반응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태양광발전이다. 태양광발전은 태양광을 집광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가장 많이 집광할 수 있는 장소와 최대한 태양과 

수직이 될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하고 또한, 넓은 지역에 태양전지모듈을 설치할수록 발전량이 많아진다. 

지구의 어느 곳이든지 태양이 비추고 있어 다양한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있다.

 섬 등 전기가 들어갈 수 없는 외딴 곳에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태양광발전 방식은 

독립형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독립형 태양광발전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배터리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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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량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을 송배전 계통에 연결하는 태양광발전 방식은 

계통연계형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대용량 태양광발전소가 이에 속한다. 

태양광발전소를 구성하는 요소는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접속반, 배터리, 변압기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및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설비에서 주요 발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여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 우선 태양광발전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적합하지만 

초기 투자비용과 넓은 발전 부지를 필요로 하는 단점 있다. 

 2017년 국내 전력 소비량은 총 50만 7746GWh이다. 만약 국내에서 평균 발전시간이 

3.50kWh/kWp/day로 발전소가 운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400GWp 정도의 태양광 설치 용량이 

필요하다.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 생산을 할 경우 필요 부지 면적은 국토의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 태양전지의 효율 증가와 건물 외벽에 설치될 수 있는 태양전지의 

고효율화 등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발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지 등에 난개발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설치를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상, 해양 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논농사 및 밭농사를 태양광과 함께 진행하여 일반적인 농사로 소득을 

올리고 전력도 함께 생산하는 방법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2 태양광발전과 ESS의 연계성

 신재생에너지에 적용되는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은 전력품질 개선에서부터 에너지 관리까지 적용되는 

광범위한 전력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를 전력품질에 대한 애플리

케이션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출력 등급, 낮은 응동 및 방전 시간 그리고 낮은 에너지 용량을 

갖춘 시스템 사양을 요구한다. 반면에, 에너지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 용량과 충전 시간이 요구 되며, 빠른 응동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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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는 ESS(Energy Storage System)라고 한다. 이것은 전기화학 에너지

저장장치, 양수발전소, 압축공기 저장장치, 플라이휠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 일반적인 전기화학에너지 

즉 배터리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장치는 EES(Electric Energy Storage)라고 한다.

 태양광발전이 ESS와 연계되는 방식은 앞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상 변화에 따른 태양광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저장하여 전력이 필요한 시간에 계통에 송전하는 방식이다. 

 우선 기상 변화에 따른 출력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소 구름이 있는 날은 

그림 4와 같이 반사된 태양광이 집광되어 발전량이 증가되고, 발전설비에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구름이 없는 날은 태양광발전량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일정하게 감소한다. 일간 총 태양광 발전량은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이 가장 높다. 그러나 구름이 있는 날 태양광은 주변 구름에 반사된 태양광이 

태양전지모듈에 입사되어 그림 3과 같이 1.2배 정도의 태양광이 입사된다. 대형 ㎿규모의 태양광 설비는 

구름의 영향으로 인한 순간 전압 강하 및 신속한 수요 변동의 발생으로 에너지저장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현상은 풍력의 출력 변화 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급격한 전압 변동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자체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려는 전력 회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ESS 시스템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일사량이 증가하면 전력을 저장하고, 반대로 일사량이 감소하면 

저장된 전력을 출력하여 계통에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림 3 일사량 분석 그림 4 구름에 의한 태양광 반사

그림 5 에너지저장장치 운용



- 6 -

 두 번째로 태양광발전은 주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전력이 집중되어 실제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시간에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용량의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고 야간에 계통으로 송전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국내 태양광발전소에 적용되는 ESS 시스템은 주간 10시 ~ 16시까지 발전되는 전력을 저장하고 

태양광발전 이후 시간에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림 5는  태양광발전과 함께 사용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운용을 나타내고 있다.

ESS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지만 최근 화재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

3.3 ESS 사용의 문제점

 에너지저장장치가 태양광발전과 함께 사용되면서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바로 ESS 화재이다. ESS 시스템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전지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볍고 자가방전에 의한 전력손실이 적고 고에너지 밀도와 출력 전압을 

가지고 무게대비 용량이 크고 원하는 크기로 제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 

고온 노출시 발화, 충격에 의한 양극 접촉으로 폭발 등 안전 문제가 크며, 과충전 시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 있다. 또한 물과 접촉시 발열반응을 일으켜 폭발할 위험이 있다.

 리튬이온전지는 위와 같은 특징이 있어 실제 적용할 경우 주의 깊게 취급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할 경우 많은 예방 및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 ESS 발생화재는 하절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자동화재 소화설비로 진압이 불가능하고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도 진행하여야 한다. 충전 완료된 상태에서 에너지밀도가 

가장 높은 SOC(충전잔량)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SS 화재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배터리실에 설치되는 설비에 대한 배터리 랙간, 콘테이너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하고, 또한 방화벽 설치 IFC에서는 랙 간격과 벽부 최소이격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랙 그룹별 구획에 의한 내열차폐는 2그룹 ~ 수개 그룹 형태로 구획을 

정하여 단일 랙에서 발화가 발생하더라도 인접 랙그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분리구획을 실시

한다. 그림 6과 같이 퓨즈를 사용하여 차단하도록 한다.

 발화시 신속한 방화진압 관리를 위하여 구획별로 센서기능을 갖는 온도계를 개별 설치하고 사전 징후를 

포착한다. BMS에서 관리 중인 모듈의 온도 감시와 병행해 조기감지용 공기 흡입형 연기감지기나 가스

감지기 등을 적용해 화재를 조기 감지한다. 그림 7과 같이 배터리 실내부의 환기 및 적정 온도를 유지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배터리 시스템의 최적 항온항습 상태 유지를 통한 폭발성 가스 축적을 방지

하도록 한다. PMS/EMS와 배터리실의 별도 분리설치하여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화재발생 원인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보도 확보를 한다. 



- 7 -

 그밖에도 적정 전력전송 용량의 확보, 고주파 발생 최소화, 적정 토크 유지, 주기적인 예방 정비활동으로 

최적의 전기사용환경 구축 온라인 감시/진단시스템 완비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EMS, BMS 등 매니지먼트 

시스템 제어성능 실증시험을 통하여 EMS, BMS 오류시 ESS 즉시 가동중지 시키도록 한다.

 배터리 충전량 감소 및 대전류와 고전압에 기인한 과충전에도 견디는 시스템 개발, ESS설비 안전규정 등 

국가적인 제도 정비, 설계기준, 설치기준, 시공사 자격요건 강화, 안전관련 단체/국제표준 제정, 과충전, 

또는 이상징후 검지를 위한 보호감시 회로를 다중화 한다. 배터리는 비정상적 고전압 상황이나 이상 

발열이 있더라도 이를 BMS나 PMS가 사전 감지해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한 개의 

보호장치가 부동작하더라도 백업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감시를 다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ESS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장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림 6  화재 예방을 위한 퓨즈 그림 7  내부 환기 및 냉방 설비

그림 8  약제실 그림 9  소화설비

4. 결론

미래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설치 용량이 증가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많은 부분을 대처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할 다양한 기술 발전이 진행될 것이다.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가 신재생에너지와 연결된다면 지금까지 언급된 한계성을 극복하고 보다 안

정적이 발전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2018년도 kea 에너지 편람

2. 에너지통계월보(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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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광화문광장이 오는 2021년 차 중심의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벗고 역사성을 간직한 국가 

상징광장이자 열린 일상의 민주공간으로 탈바꿈,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가 광장으로 편입돼 광장 

규모가 3.7배로 확장되고, 해치광장 등 세 곳으로 

단절돼 있던 지하공간은 하나로 통합되어 시민을 

위한 또 다른 광장이 생긴다. 지상과 지하 광장은 

선큰공간으로 연결, 서울 도심 역사문화경관의 

핵심인 경복궁~북악산의 한국적 경관을 재구성

한다. 또한, 광화문광장의 단절을 극복함으로써 

북악산~한강으로 이어지는 역사경관축을 회복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미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하고 2021년 새로운 광화문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70:1의 

경쟁률을 뚫은 [Deep Surface(과거와 미래를 깨우다)]

(CA조경, 김영민(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유신, ㈜

선인터라인 건축)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기본 방향을 ▴광화문의 

600년 ‘역사성’ ▴3.1운동부터 촛불민주제까지 

광장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시민성’ ▴지상‧지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보행성’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광장과 주변 도시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당선작은 서울시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반영해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구현하고자 했다. ①주작

대로(육조거리) 복원을 통한 국가상징축(북악산~

광화문광장~숭례문~용산~한강) 완성 ②지상‧지하

광장 입체적 연결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다층적 

기억의 공간을 형성 ③자연과 도시를 아우르는 

한국적 경관의 재구성(북악산~경복궁~광화문)이다. 

 공간구상은 지상은 ‘비움’ 지하는 ‘채움’이다. 

경복궁 전면의 '역사광장'(약 3만6천㎡)과 역사

광장 남측으로는 '시민광장'(약 2만4천㎡)이 조성

된다. 지상광장은 질서 없는 구조물과 배치를 정리해 

경복궁과 그 뒤 북악산의 원경을 광장 어디서든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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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힘없이 볼 수 있고, 다양한 대형 이벤트가 열릴 

수 있도록 비움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을 세종문화회관 옆과 

옛 삼군부 터(정부종합청사 앞)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지하광장은 콘서트, 전시회 같은 

문화 이벤트가 연중 열리는 휴식, 문화, 교육, 

체험 공간으로 채워진다. 

 지상과 지하는 선큰공간으로 연결된다. 역사광장 

초입부에 조성되는 선큰공간은 지하광장에서 

지하철까지 이어진다. 방문객들은 북악산의 녹음과 

광화문의 전경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역사광장과 

만나게 된다.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 정원은 휴식과 

만남의 장소가 된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당선자와 설계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뒤 2월 중 설계계약을 체결,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준공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당선작이 제시한 미래 광화문광장을 

차질 없이 구현하는 동시에 역사문화, 교통, 가로

환경 등을 아우르는 광화문 일대 도시공간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정책 방향도 내놨다. 

 첫째, 600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광화문 

일대 역사문화 자원을 재창조한다. 국가정사를 

총괄하던 조선시대 최고 정치기구지만 일제강점기 때 

훼손돼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돼버린 

‘의정부’ 터 발굴을 연내 마무리한다. 세종문화회관과 

그 일대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된다. 특히,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세종로공원 

부지를 활용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을 검토한다.

 둘째, ‘세종로 지구단위계획’을 올 연말까지 

재정비해 북촌, 서촌, 사직동, 정동, 청계천 등 

그물망처럼 연결된 역사도심공간을 광화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재편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셋째, 광장을 중심으로 도심 지하공간을 단절 

없이 연결해 보행권을 확대한다.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걸어서 광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광화문~시청~을지로~동대문에 이르는 4km 단절 

없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침체됐던 

지하보도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된다.

 넷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계기로 세종

대로 일대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고, 광화문 복합역사를 신설하여 

강북 도심권의 대중교통 허브로 육성한다.

 핵심적으로,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를 고속으로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 

운정~서울~화성 동탄)의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을 

추진한다. GTX-A 노선이 정차하는 강남 지역의 

‘영동대로 복합역사’ 개발과 발맞춰 강남-북 간 

도심 연결축을 강화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모멘텀으로 삼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이 결정되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용산~고양 삼송) 등 

광역철도 노선도 추가로 정차하도록 추진할 예정

이다. 이렇게 되면 지하보도로 연결되는 광화문역~

시청역에 총 5개 노선(GTX-A,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1‧2‧5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

역사가 완성된다. 이 일대 교통수요 상당수를 철도 

대중교통이 흡수해 교통, 대기질 등 다양한 도시

문제도 함께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최근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안타깝게 보류됐지만 서울시의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 이후 광화문~경복궁~북악산을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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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온전히 되돌려주는 장기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간다. 일제

강점기 때 훼손됐던 월대(月臺, 궁전 건물 앞에 

놓는 넓은 단) 상부 도로 이설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월대 발굴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는 결과는 

물론 그 과정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협치 프로세스로 

추진한다. 사회적 공론화와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집단지성 거버넌스 ‘광화문시민

위원회’는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공간계획 

수립과 운영방안 마련까지 조성 과정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 

 본 계획은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밑그림으로서, 

서울시는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광화문광장기획반 2133-7730〕

서울시, 국내 최초 K-POP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24년 개장

 K-POP 스타들은 무대를 둘러 싼 관객과 호흡

하며 최고의 공연을 펼치고, 관객들은 다양한 무

대연출과 최고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콘서트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가 오는 

2024년 문을 연다. 

 창동역 인근 약 5만㎡ 시유지에 총 1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들어선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공연장으로,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1만5천 석 규모) 등 기존에 공연장 대체시설로 

활용됐던 여타 시설을 압도하는 규모다. K-POP 

콘서트는 물론 해외 뮤지션의 내한공연, 음악 

시상식과 페스티벌, 대형 아트서커스 등 연간 약 90회 

이상의 대형공연 등이 펼쳐진다. 

 아레나 주변으로는 신진 아티스트의 공연과 팬미팅,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중형 

공연장’(2,000석)과 영화관(11개관), K-POP 특별

전시관 같은 대중음악 지원시설,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함께 조성돼 이 일대가 K-POP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연면적 24만3,578㎡)로 

탈바꿈한다.

< 서울아레나 민간제안 조감도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제안자인 KDB인프라

자산운용 외 8개사 컨소시엄인 ‘(가칭)서울아레나㈜’가 

제안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18.12.31.)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업이 사업성과 경제성을 확보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아레나’ 건립이 

본격화된다. 

 민간사업자인 서울아레나㈜는 서울시가 세운 

기본방향에 맞춰 서울아레나를 ‘공연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복합시설(Culture Complex)’로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총 사업비 5,284억원 

전액 민자를 투입한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서울시에 귀속되며 민간사업자가 30년 간 운영

하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이다. 

 제안 내용을 보면, 대상지 50,149㎡(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에 ▴서울아레나(1만8,4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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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공연장(2,000석) ▴영화관(11개관) ▴대중

음악지원시설(한국 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POP 

특별전시관 등) 등 주요 시설 건립계획이 담겼다. 

다만 최종 사업내용 등은 협상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K-POP의 세계적 돌풍 속에서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대형 공연장 

인프라가 열악한 가운데, ‘서울아레나’를 서울에 

조성해 글로벌 문화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지하철 1‧4‧7호선 이외에 GTX-C노선 신설, 

KTX 동북부 연장,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최고의 

접근성을 활용해 이 일대를 한국 최고의 한류관광 

메카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한국 공연 문화산업의 도약과 산업적 성장도 

이끈다. 최근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이동

하면서 국내 음악시장이 매년 9.1%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아레나’ 건립을 기폭제로 

삼아 라이브 엔터테인먼트(live entertainment) 

시장을 확대하고 이 분야 일자리 창출도 이끈다는 

목표다.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부대사업 제외)은 

총생산 5,994억 원, 총부가가치 2,381억 원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함께 총 7,765명의 

고용‧취업효과(공사기간 4,465명, 운영기간 3,300명)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

 서울시는 제3자 제안공고('19.5.)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19.9.)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20.6.)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협상을 병행해 

내년 9월 착공에 들어가 '23년 말 공사를 마무리

하고 '24년 1월 정식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아레나’는 '23년 창동환승주차장 

부지에 최고 49층 규모로 조성될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와 함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 축이다. 대표적 베드타운인 

창동‧상계를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동북권 광역

중심으로 재생, 이 일대를 대중문화의 생산‧소비‧
유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세계적 음악도시로 탈바꿈

시키고,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동북권사업과 2133-8275〕

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민간 건축

공사장’ 인허가 전 단계 혁신

 서울시가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18.8.),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18.9.) 같은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서울시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핵심은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주 편의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굴토)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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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 신고제는 처리

기간이 1일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진행 중에는 땅파기(굴착) 공사 중 굴토

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

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한다.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구청)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

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과 3팀)로 신설하여 

민간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감독 전담조직인 25개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는 2019년 1월 현재 14개구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영등포, 동작, 강남, 강동)가 출범

하였으며, 2019년까지 10개구(중, 강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송파), 

2020년까지 1개구(광진)가  조기 설치를 추진해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

한다는 목표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①심의

‧허가단계 ②착공단계 ③공사단계 등 공사 단계별로 

총 20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즉시 

시행(6개)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14개)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는 굴토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확대해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가능한 시기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인다.

 둘째, 착공단계에서는 ‘착공신고’에서 ‘착공안전

허가’로 제도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가시설’(가설울타리,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분야를 신설하고 소규모 

굴착공사장도 안전‧계측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건의, 착공 전 안전 여부를 

촘촘히 검증한다.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구청)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영감리’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여 감리에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셋째, 공사단계에서는 굴착공사기간 중 굴토 

분야 전문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추진한다. 위험도 높은 소규모 공사장은 외부

전문가가 투입된 핀셋점검(집중점검)을 실시해 

집중 관리하고 재난사고를 일으킨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건축기획과 2133-7090〕

서울시, 우리동네 공간개선 자문지원 

‘서울형 마을건축가’ 시행

 서울시는 그 간 공공건축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확대하여 “서울형 

마을건축가” 제도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의 주요 시책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사업 

또는 거점 시설 중심으로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 개별 

주거 관리 등 실질적인 공간 개선에도 전문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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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의 일상에 침투하여 지역 특성을 발굴

하고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동단위’의 ‘마을건축가’를 

활용하여 마을공간 기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건축가가 지원하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인문·지리적 가치를 발굴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구축과 역사, 지형 등 장소 특성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마련에 초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건축가의 주요역할은 △건축․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 관련 자문, △집수리․마을활동가 

등의 지역 활동에 대한 총괄 기획, △공공․민간

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 공공성지도 작성 및 

정책사업 발굴, △지역 공동체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인식도 제고, △기타 지역의 공간

복지 향상 사업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2019년 마을건축가 공개모집(1/22~2/15)을 

실시하고,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하여 마을에 애착을 가진 지역 건축가들을 

선정하여 지역 중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것이다.

 ’19년도에는 우선 키움센터, 마을활력소, 주민

센터 등과의 연계사업을 고려하여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시행하며, 주민과 마을건축가, 행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

방안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하여 서울시 

전역의 마을단위 공간복지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

한다고 밝혔다.

 마을건축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선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을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공공건축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건축가제도의 실질적 성과가 

더욱 확대되어 △우리시 정주환경의 균형적인 개선, 

△선제적인 공간복지의 실현 △분야별 전문가의 

사회공헌을 유도하여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과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공간개선단 2133-7640〕

서울시, 망우리공원 웰컴센터(가칭)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서울시는 “망우리공원의 묘지관리 기능과 함께 

묘역에 대한 정보제공과 편의·휴게시설을 지원하는 

웰컴센터(가칭)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공모 결과, 

최종 당선작으로 모노건축사사무소(정재헌)가 응모한 

작품(작품명: 낙이망우(樂而忘憂))을 선정하였다.

< 당선작 조감도 >

 이번 공모는 지명공모로 국내 5개 팀을 지명하여 

작품을 접수하였고, 심사위원회는 건축, 조경 등 

관련 전문가 6인의 심사위원과 1인의 예비심사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심사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과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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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당선작은 망우리공원의 기념성을 살리면서 

주어진 프로그램을 탁월하게 해석한 설계안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심사위원들은 대지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확장 가능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섬세한 

계획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당선작 ‘낙이망우(樂而忘憂)’는 매스가 큰 건축물을 

입구에 배치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시각적·경관적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저층부에 회랑공간을 만들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도시공간개선단 2133-7640〕

서울시,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교 내에 이공계학부의 교육, 

연구를 위한 전용공간인 ‘서울시립대학교 미래

융합관’ 건립을 위하여 설계 공모를 진행한 결과 

건축사사무소 오드투에이(대표 정은주)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심사위원회는 도시·건축 분야의 총 7인으로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심재현(세종대학교 교수)을 

비롯해 반광효(성원건축사사무소 대표), 노휘

(디디스튜디오 대표), 김관수(경희대학교 교수), 

이중원(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선현(디림건축사

사무소 대표) 및 예비심사위원 이충기(서울시립

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단계 심사로 진행하였다.

 이번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설계공모를 

통해 이공계학부의 교육공간 및 연구시설을 제공

하고 학제간 융합을 위한 공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심사는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기능적인 공간계획과 시설제안의 

우수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이번 당선작은 주변 시설물간의 접근 동선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미래융합관에 배치되는 

3개학부(과)의 면밀한 층별 계획으로 효율적인 

내부 공간 조성하였다. 또한 단조로울 수 있는 

입방체 공간의 중심을 비움으로 수평과 수직으로 

연결하는 보이드공간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계획

하였다. 그로 인하여, 건물 내부로 자연채광과 

환기가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 연구 환경을 확보하였다.

   〔도시공간개선단 2133-7640〕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비리청산 ‘예산․
회계 등 전자결재 의무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원천차단을 

위 해  구 축 한  ‘정 비 사 업  e -조 합  시 스 템

(https://cleanbud.eseoul.go.kr:447)’을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 전체에 올해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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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

되고,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정비조합 내 비리

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 ‧전표 작성, 전자세금

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

관리, 증명서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

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에 접속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면 된다. ‘클린업시스템’에 

가입이 되지 않은 조합원은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해당 조합이 승인하면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다.

 서울시는 '17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18.7)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년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범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조합 임·직원 등 대상 1:1 맞춤형 

교육, 아카데미 운영, 시스템 사용이 능숙한 조합 

임·직원들이 사용이 미숙한 임·직원들을 코칭하는 

‘e-조합 자문단’ 구성 등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울시는 올해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419개 정비구역(휴먼조합 

제외)을 2회 방문해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집합교육,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지속 진행한다. 

또 회계·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e-조합 자문단’에 

추가해 보다 전문성을 높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콜센터’

(☎2133-7282~2)도 지속 운영해 시스템 관련 건의

사항은 즉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다소 부족한 임·직원을 위해 원격지원도 한다.

〔주거정비과 2133-7150〕

서울시, 건설 폐기물 ․토사 무단반출 

원천차단 ‘앱’ 사용 의무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정된 중간처리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공사 현장과 가까운 

업체에 임의 반출하거나 불법 투기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존재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암)도 지정된 곳이 아닌 가까운 사토장에 

임의 반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되파는 등 

무단 반출 사례가 있지만 폐기물·토사 반출 관리는 

대부분 수기로 이뤄지고 있어 무단 반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토사(암)의 불법 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IT

기술로 폐기물·토사 운반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스마트 송장’ 앱 프로그램을 '16년 자체 개발했다. 

작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장 중 

연간 토사(암) 4,000㎥, 폐기물 2,000t 발생하는 

21개 현장에서 시범 사용한 결과, 단 한 건의 

무단 투기·반출 없이 공사가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

하는 전체 공사현장에서 ‘스마트 송장’ 앱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입찰공고문, 과업명세서, 

설계내역서에 ‘스마트 송장’ 사용 의무화를 명시

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송장’은 GPS를 통해 차량의 실제 운행

경로와 상·하차지를 자동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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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다.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공사 감독관은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운행하는 운반차량의 

위치를 온라인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

하다. 운반 차량이 정상 궤도로 운행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어 지정되지 않은 다른 장소로 무단 

불법 투기, 임의 반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정보가 자동 전송(기록, 집계, 운행

경로)돼 조작이 불가능하고, 반입·반출증을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돼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증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사장의 폐기물·사토의 수량과 폐기물 처리장 

송장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위법 행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앱을 

개발하게 됐다. 

 앱은 기사용과 관리자용 2개가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에서 

‘스마트송장’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54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검사 총괄

기관 지정, 검사대행자 평가위원회 구성, 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 도입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 총괄기관의 업무 수행 및 보고 절차,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품인증 및 적성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신설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이 해체되

어 검사가 불가한 경우 검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

도록 개선하고,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에 첨부하여

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

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

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타워크레인 검사 부적합 판정 규정 마련

(안 제23조제6항)

 1)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타워크레인 

구조물 연결 볼트ㆍ핀의 체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검사 부적합 판정을 하도록 규정

나. 해체된 타워크레인의 검사연기 신청 근거 마련

(안 제31조제3항)

 1) 정기검사에서 정비명령을 받아 정비가 완료된 

타워크레인 중 현장에 설치되지 않아 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설치 시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유자의 불편 해소

(안 제31조제3항)

다. 타워크레인 검사 총괄기관 지정 등(안 제33조의2 신설)

 1)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검사총괄기관은 위임된 업무 수행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함

라.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33조의3 신설)

 1) 평가위원회 위원은 협회의 임원, 건설기계 

검사관련 전문가, 그 밖에 검사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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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마.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절차 마련(안 제56조의13 신설)

 1)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은 설계도면, 설명서, 

시험절차서,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도록 함 

 2) 인증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부품에 부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근거 마련 

(안 제65조의5 신설)

 1)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사. 건설기계 폐기 요청 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2)

아.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절차 마련 

(안 제81조 신설)

 1)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도입에 따라,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건설기계조종사 수시적성검사 절차 마련

(안 제82조 신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수시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간을 정하여 

2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차.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규격 

개선 (안 별표2)

 1) 건설기계 중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 시 앞쪽 

등록번호표의 간섭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세로 규격을 축소한 보통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

카.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개선 (안 별표9)

 1) 차량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3종)에 대해 검사 편의를 위해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2) 제동시험기 및 속도계시험기 규격을 자동차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기술인력 중 건설

기계정비관련 자격을 자동차정비관련 자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5547〕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

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중 공사착공 보고, 분기별 공정보고 

등의 접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대도시권광역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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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을 추가함(안 별지 제40호서식, 제41호

서식, 제42호서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 

(044)201-5579〕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1.1. 제정, 2019.3.1. 시행)」을 시행한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

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을 제도화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VE*’)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VE

수행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제도

 이번에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0〕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를 2월 28일

까지 실시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 적하 고  건강 한  주 거 환 경 조 성 이 가 능 한 

리모델링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 지역 내 공공건축물은 

별도로 선정하고, 생활 SOC 시설에는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공모신청서는 2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 공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공공기관 관계자 및 사업자(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포함) 등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신청양식) www.molit.go.kr / 알림마당/공지사항

* (우편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전화번호) 031-738-4971~2, 4977

* (이메일) greenremodeling@lh.or.kr

※ 참고자료: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신청양식 및 작성방법 공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

http://www.molit.go.kr
http://www.greenremodel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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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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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1차 서울창업허브단지 조경사업 설계심의

○ 기존 참나무류가 존치되는 지역에 조형소나무 

식재는 생태적 경쟁에서 열세이므로 다른 수종으로 

교체 또는 이동을 검토할 것

○ 중심가로변 생태공간에는 물(水)에 대한 요소의 

도입을 위하여 물확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되 

사람을 회피할 수 있도록 녹지대 내부로 위치의 

이동을 검토 할 것

○ 공간의 주 이용대상이 노년층으로 노약자의 

무릎보호 및 피로를 줄일 수 있는 탄성층 포장

면적의 확대를 검토할 것

○ 기본설계 VE 반영사항 중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 검토 후 반영을 

재검토 할 것

○ 온실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하고 텃밭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 제184차 배수지 등 구조물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발주심의

○ 상수도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잔존수명 예측과 이에 따른 개보수시점의 제시가 

중요한 바, ‘시설물별, 부재별, 구간별 시간·

환경적 요인에 다른 상태저하 예측’ 등을 유지관리 

계획수립 항목에 추가·보완 할 것

○ 구조물 내부 방수방식의 품질관리를 위해 

하자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추가·

보완할 것

○ 콘크리트 시험 및 Mock-up 실험 실시는 

용역비와 관계되므로 대상 시설물, 부재위치, 

횟수 등에 대한 기준을 검토·반영할 것

○ 시설물 조사시 도면검토를 위해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도면 복원화 작업이 추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제185차 속초 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 용역발주심의

○ ‘공모 당선자와 관계전문기술자의 공동도급계약‘ 

일반사항 수정

○ ’공모 당선자가 계약 시 자격 및 면허를 갖추지 

못한 경우‘ 일반사항 수정

○ 증축동 지상 4층의 옥상부 활용방안 수립

  - 증축동 옥상 조망권 및 공간의 이용성을 고려

  - 캠핑장, 바비큐장, 옥상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수립

○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의 기계실 및 전기실은 

통합설치 검토

  -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의 기계실 및 전기실은 

통합설치 우선 검토, 개별설치(증축, 기존 

건물 각각 설치)할 경우 기계실, 전기실 운영은 

통합 관리운영 계획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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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심의

○ 공사장 인근도로를 포함하여 시간대별 교통

량 우회 전략을 검토할 것

○ 지반강도정수 중 문헌자료로 결정한 부분은 

시공간계 추가 지반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시할 것

○ 기존 교량 바닥판 등 철거와 관련

  - 소요되는 투입장비 및 인력의 수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공사기간을 검토할 것

  - 750톤 크레인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기준과 

방법을 재확인하고 300톤 크레인 2대 운영시와 

비교하는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시공성을 재검토할 것

  - 슬래브 하부 낙하물 방지 선반 최종 철거시 

지지점 및 안전확보 계획을 상세히 검토할 것

○ 가교 설치와 관련

  - 매입말뚝 시공 전 주변 건축물의 기존 균열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영향관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도서를 보완할 것

  - 진출입로는 완화구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장으로의 진입 예방 

등 차량의 주행성 및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경사계 외 침하계를 추가 설치하되 침하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지점에 설되도록 조치할 것

○ 콘크리트 내구성 유지를 위해 피복의 순간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철도시설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협의

조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검토하여 

반영할 것

■ 제2차 자동차 전용도로 소음저감 종합대책 수립 

용역발주심의

○ 포장 형식별 소음특셩 파악을 위해 현장 측정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의 정확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것

○ 교량구간 방음터널 설치시 하중으로 인한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설계서 보슈 여부 등을 조사할 것

○ 소음측정시 Leq 소음데이터 및 1/3 주파수를 

분석 및 평가토록 할 것

○ 소음지도 작성시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으므로 제작 및 검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 소움저감 대책별 공용기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를 고려한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토록 할 것

■ 제4차 휘경 유수지 CSOs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현장의 위치가 하천변 저지대로 강우시 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에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중 배수대책 등 침수방지 

대책을 반영할 것

○ 저발열 콘크리트 등 적용시 일타설량을 고려, 

기존 레미콘 업체의 물량공급 가능 여부 및 

단가 등을 확인 후 적용하고, 수화열에 의한 

균열발생 방지 등 주조물의 내구성, 수밀성, 

강도 확보를 위한 레미콘 품질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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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조사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은 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고, 개정된 시방서는 코드화된 

표준시방서(KCS)를 인용 하였기 때문에 공사

시방서 작성시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추가 작성할 것

■ 제5차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기본설계심의

○ P4 ~ P7 말뚝기초의 암반근입 깊이(약10m)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니 재검토하고, 현장타설 

말뚝에 대한 지지력 산정 공식은 오차가 크므로 

현장시험에서 구한 p-y 곡선을 통해 검증 할 

수 있도록 할 것

○ 곡선교 특성과 해석방법을 정리하고 신뢰성 있는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부손상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할 것

○ 종단선형 등이 불리하여 전방 시거확보 어렵고 

교통안전이 우려되므로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종점부 연결로 화랑로 접속시 기존 U턴 차량과의 

교통영향 최소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종점 접속부 단차 발생 및 옹벽기초 안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제7차 노후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발주심의

○ 상수도 종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시설 관리시스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추가·보완 할 것

○ 직접 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자료수십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상수도)‘를 추가하여 평가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

○ 노후도 직접진단시 취약구간인 강관 연결부 

용접부위가 시편채취, 초음파검사 등 직·간접

조사를 통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자료수집 

내용을 보완할 것

○ 직접평가에 자료수집에 따른 시편에 대한 

전문분석기관 의뢰물량을 제시할 것

■ 제8차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 용역발주심의

○ 기존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경관조명 문제점 등 개선방향 검토

○ 경관조망지점 선정 과정 중 시민 참여 공모전의 

선정 결과물을 사업에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 조망명소 구축 예정 장소에 대한 전력 수급

가능여부 사전 검토

○ 경관조망지점 선정은 도시인문학적 관점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대상물 및 시스템의 실시설계는 

공학, 디자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과업이므로, 

선정 기관이 특수성이 서로 다른 두 과업을 

구분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각각 산출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전달하여야 함. 

■ 제9차 N서울타워 및 주변 야갅경관 특화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기존의 N서울타워 야간조명실태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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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연출시 계절별, 시간대별 연출의 다양화 

검토

○ N서울타워 조명과 남산이 어우러지는 통합개념의 

조명구축

○ 보안등, 공원등과 같은 공간조명과 미디어파사드, 

인터렉티브 미디어, 무빙 라이트 등의 장식조명은 

큰 틀에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목적은 유사

하지만, 공간조명은 기능성, 장식조명은 심미성 

등을 고려해야 함.

○ 본 용역은 ‘계획수립’용역이므로 실질 조명 

디자인과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 실현’ 단계와 

구분되어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함.

■ 제10차 사회적조명 기본계획 및 기술표준 수립 

용역발주심의

○ 서울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도시계획, 

건축계획 등과 발맞추어 중장기적 사회적조명 

수립 계획추진

○ 사업의 명칭과 내용에 사용된 ‘사회적조명’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닌 임의적 개념으로 

범위가 대단히 넓어 용역의 내용이 다소 모호

하여 수행 기관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용역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연구 용역의 경우 실질적, 

실용적 성과물의 도출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용역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거나(가령 자연적 

대상, 역사적 대상, 사회문화적 대상 등의 

맥 락이나 단기, 중기, 장기 등 기간으로) 

소외지역 특화와 같이 제한하는 방향도 고려

■ 제11차 BRT확대 설치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중앙정류소 설치운영방안 수립시 보행자 유형 

등 사회적 요인 추가 여부를 검토할 것

  - 대상지별 보행자 유형별 비율과 주변지역 

활동현황(주거지, 근무지, 상업지 등) 파악 

등을 통한 정류장 적정위치 선정

  - 노약자, 학생 등 교통약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과 근무지 주변의 업무 관련 보행자 유형

비율이 높은 지역을 구반하여 정류소 설치 

및 횡단보도 등 관련시설 운영방안 제시

○ 기본계획 수립에서 인접BRT 시설망과 버스

운행의 연계성을 검토할 것

○ 버스전용차로 신호운영 관련 기준을 추가할 것

○ 기상상황 및 계절영향에 대응하는 정류소 

세부설계기준을 추가 검토할 것

■ 제12차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용역발주심의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민원 등) 및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의 주체적 참여 

방안을 모색할 것

○ 일시적 개장과 연차적 개장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적정부지를 제안할 것

○ 국제 규모의 행사를 치룬 경험과 데이터가 

있는 전문가와 협업(자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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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폴리머혼화제를 첨가하여 개질시킨 콘크리트와 브라켓 가설재를 이용한

포장 일체식 현장타설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B&S공법)(제850호) 

(보호기간 :  2018. 10. 17. ～ 2026. 10. 1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향상, 균일한 피복두께 확보 및 공기단축을 위하여 SB 폴리머

혼화제를 첨가하여 개질시킨 콘크리트와 U볼트를 전단연결재에 용접 연결하고 1개의 수직재와 

2개의 경사재 위에 수평재가 위치한 오버행 브라켓 가설재를 이용하여 별도의 교면포장 공정이 

필요없는 교량 바닥판과 교면포장을 일체로 시공하는 현장타설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절차 및 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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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이 신기술은 두동육교 바닥판 포장공사에 시험 시공 후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실무적용성(상용화) 

인증을 위한 추적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최종 심의평가를 거쳐 실무 적용성을 검증받을 예정이다.

연번 공사명
발주자
(원도급사)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 금액

1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중 두동육교 바닥판

포장공사

한국도로공사
((주)삼부토건)

(주)상봉이엔씨
2017.10.27.
～

2017.11.08
850m2 -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의 교량 바닥판 공법은 2000년대 들어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이용한 

포장공법이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으며 많이 적용되어 

왔으나 거더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인 형상의 적용으로 일부 거더 형식에서 바닥판의 

불필요한 자중 증가, 거더와 패널의 체결작업의 어려움 및 사교 또는 곡선교의 적용 시 기하형상에 

의한 패널 제작의 곤란 등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이용한 바닥판 공법은 

지속적으로 적용 중에 있으며 이 신기술이 적용 가능한 거더교는 전체 교량 개소 중 40.1%, 

전체 교량 연장 중 63.3%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신기술의 활용성 및 장기적인 수급전망은 안정적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교량 바닥판 보호공법인 교면포장층의 탈락, 파손 등 다양한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하중에 의한 진동 및 충격, 가혹한 기상 조건하에서 교량의 공용수명 증진과 유지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고내구성 콘크리트 바닥판의 적용 요구도 증가로 교면포장의 추가적인 시공이 

불필요하여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이 신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신기술의 시공절차는 종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포장공법과 거의 유사하나 기존기술의 경우, 

바닥판 시공 완료 후 교면포장층이 추가 시공되는 것과 달리 고내구성 콘크리트의 개발,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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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바닥판 콘크리트의 내구성능을 교면포장재와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교량 바닥판 자체가 

교면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공법이다.

    또한 종래의 교량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방식과 다르게 강성과 성능을 보강한 브라켓 가설재를 

활용하여 타설장비를 거푸집 외측에 거치, 운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바닥판 시공 시 발생하던 

피복두께 확보 곤란, 평탄성 불량으로 인한 바닥판의 품질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타설 

마무리 구간을 최소화하여 시공성을 개선하였다.

  (2)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교량 바닥판의 타설방법을 개선하여 철근 부식환경 노출 억제를 위한 피복두께 확보 

곤란, 차량 주행성능을 저하시키는 평탄성 불량 등 기존 교량 바닥판의 품질성능 저하문제를 해결

하고 고내구성 바닥판 콘크리트의 적용으로 내구성능을 기존 콘크리트계 교면포장재와 동등한 

수준으로 확보하여 교량 바닥판이 구조재인 동시에 교면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바닥판 시공기술로 종래의 교면포장을 포함한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닥판 포장 공법에 비해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교량 바닥판의 고내구성화와 바닥판과 교면포장의 일체화 형성으로 공용 중 포장 

손상을 최소화하여 유지보수공사 빈도를 줄여 유지보수비용의 절감은 물론 교통체증의 유발 및 

도로 지․정체에 기인한 사용자 비용 발생 등 간접적인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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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교량 바닥판과 교면포장을 일체로 시공하는 현장타설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로 종래 

기술 대비 품질, 시공성, 공사비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청인이 콘크리트 

포장과 관련된 다년간의 현장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장 보급 및 기술 확산이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신기술의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 및 주요 시공장비를 직접 보유, 운용

하여 기술 자립성과 독립성을 갖췄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 원/m2)

공종명

본 신기술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강재 동바리공 브라켓식 3,652 3,652 30,476 30,476 5 5 34,133 34,133

레일 및 레일받침대 설치 /해체 37 37 3,247 3,247 64 64 3,348 3,348

포장장비 조립 및 해체 216 216 1,656 1,656 158 158 2,030 2,030

바닥판콘크리트 생산 / 포설 50,114 50,114 26,455 26,455 9,617 9,617 86,186 86,186

양생 5,948 5,948 3,107 3,107 299 299 9,354 9,354

표면처리 6,685 6,685 1,812 1,812 3,353 3,353 11,850 11,850

합계 66,652 66,652 66,753 66,753 13,496 13,496 146,901 146,901

 (2) 공사비
(단위 : 원/m2)

구분
본 신기술

(교량 바닥판 T=29cm)
기존기술

[교량 바닥판 T=24cm+교면포장 T=5cm(신기술 제 820호)]
절감액

재료비 66,652 49,903 (교량 바닥판: 26,068 /교면포장: 23,835) 16,749 (25.1%) 증가

노무비 66,753 87,129 (교량 바닥판: 55,545 / 교면포장: 31,584) 20,376 (30.5%) 절감

경 비 13,496 10,170원 (교량 바닥판: 5,302원 / 교면포장: 4,868원) 3,326 (24.6%) 증가

합 계 146,901 147,202 (교량 바닥판: 86,915 / 교면포장: 60,287) 301 (0.2%)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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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교량 바닥판의 고내구성화와 타설

장비를 거푸집 외측에 거치, 운용하는 타설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교량바닥판과 교면포장을 일체로 

시공하는 현장타설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로 종래의 

기술과 달리 교면포장의 추가 시공 불필요로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의 LCC 분석결과 

공사비는 기존기술 대비 1.8% 

(2,578,320원), 유지관리비는 

106,431,569원(70.6%)을 절감할 

수 있어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생애주기비용(LCC)은 

109,009,889원 (37.3%)이 절감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LCC 분석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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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교면포장(신기술 제 820호)을 포함한 종래의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과 비교하여 

콘크리트 단위 재료량(kg/m3) 당 탄소배출량을 계산해보면 약 517.7kg(75.2%)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환경부하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멘트 콘크리트 개질재로의 활용이 가능한 

이 신기술의 SB 폴리머혼화제는 향후 구조물 및 건축물 보수, 보강재료 등 다양한 분야의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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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리  섬 유 로  보 강 한  함 침 튜 브 와   광 경 화  방 식 을  적 용 한

하수도 관로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 (HI-PER TUBE System)(제851호)

(보호기간 :  2018. 11. 08. ～ 2026. 11. 0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튜브를 활용하여 관로를 보수 또는 보강할 수 있는 비굴착 

관로 갱생 공법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원형 관로에 적용이 가능하다. 시공 두께를 줄여 

통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경화장치에 센서 및 카메라를 장착하여 튜브의 팽창 상태, 내부 온도 

및 경화 속도 등을 제어하며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으며, 함침된 튜브는 상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하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①준설 및 세정(육안 및 CCTV확인) →②지장물 제거 →③관로 내부조사(CCTV) 및 보고서 작

성 →④관로 내 TUBE 설치 →⑤관로 시·종점부 Packer 설치 →⑥TUBE내 공기압 주입 및 광경

화 장치 설치 →⑦광경화 및 양생 →⑧연결관 천공 및 이음부 컷팅 마감 →⑨관로내부 조사 및 

마무리(육안 및 CCTV확인)

 

⑤ 관로 시.종점부
Packer 설치

설치된 HI-PER TUBE의 종점부 PACKER를
설치하고, 60%～70%의 공기압을 주입하여
광경화 장치가 삽입 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⑥ TUBE내 공기압
주입 및 광경화
장치 설치

시점부 PACKER를 설치하고 지정된 공기압
을 주입 후, 팽창 상태를 확인한다.

⑦ 광경화 및 양생

공기압 상태를 현행 유지하며 시점부 광경화
장치를 종점부로 이동 후, 관경의 크기 및
HI-PER TUBE의 두께에 따라 제시된 경화
속도를 유지하며 경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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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ER TUBE 단면도]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 실적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5년간 전국 지반침하 발생 4,580건 가운데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지목된 경우가 3,027건

으로 66%에 달한다. 환경부는 노후한 하수도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하수관 교체 및 보수 예산 비중이 신설대비 개량예산 (‘16)27.3% →

(’17)31.2% →(‘25)50%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빈번해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내진 보수·보강 반영도 추진 중이다.

    이에 이 신기술은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며, 윈치를 이용한 

TUBE 견인방식과 UV램프를 적용한 광경화 방식을 통해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관종, 관경 등 환경의 변화에 제약없이 시공 가능하며, D300mm ∼ D1,750mm의 원형관로에 

시공 가능해 보다 폭넓은 노후 관로에 적용할 수 있어 차후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나아가 활용 

전망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연번 공사명 발주처 시공규모 기간 위치

1
연산로타리
∼신리삼거리

하수관로 보수공사
부산환경공단 D=300㎜

L=32m
2017.10.17.
∼2017.10.18

부산시 연산로타리
∼신리삼거리 방향보도부

2
명장정수장

범어배수지 관로
보수공사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D=400㎜
L=35m

2017.10.13.
~2017.10.19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
배수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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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튜브삽입방식 경화 방식 적용 관경

신기술
(HI-PER TUBE System)

견인식 UV광경화 300∼1,750

건설신기술 636호
(E-ALS공법) 공기압 반전 가열공기+스팀경화 200∼1,200

건설신기술 687호 견인식 + 반전삽입 증기열 경화 200∼1,200

개량 정도

- 다층의 복합구조로 인장
력을 증대시켜 안정된
견인방법 구현.

- 반전기 및 대형 장비가
수반되지 않아 협소 공간
에서도 원활한 시공 가능.

- UV광경화 방식 적용으로
시공시간 단축 및 동력
에너지 절감.

- 장비의 단순화 및 소형화
로 소음을 저감시켜 시공
시 민원 최소화.

- 시공시 발생되는 폐열 및
폐수가 없어 환경오염이
없으며 냄새 발생 저하.

- 인장력 증대로 장거리 및
대구경 시공 가능.
(원형D300㎜∼ D1,750㎜
적용 가능)

- 3개의 유리섬유층과 4개
의 시트층으로 장기 내구
성능 및 내진성능 확보.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인장력 및 내구성(내진성능)을 증대시킨 3개의 유리섬유층과 4개의 시트층으로 구성된 HI-PER 

TUBE의 개발로 관로 내 TUBE 견인시 안정성을 증대 시켰고, UV 광경화 장치에 부착된 센서 

및 카메라로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 점검하여 균일하고 안정된 경화 품질과 우수한 시공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공 범위의 확대 및 고품질 공법으로 보다 나은 기술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법과 연계된 부분보수 및 가지관 보수공법을 활용하여 시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기존기술 대비 우수한 물리적 성능으로 보수·보강 및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리터규모 8.0의 

강진에도 하수관로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로 내 유해가스 발생으로 인한 부식 및 노후화가 

급진된 하수관로에 적용시 내구성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사 비굴착 보수공법에서 시공이 어려운 D1,500㎜이상의 대형 관로에 적용이 가능하여 

시공성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광경화 장치를 관경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안정된 경화품질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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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원)

구 분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전체보수공

(직접공사비)

D300mm×3.0t m 156,053 54,303 19,551 229,907 

D400mm×3.0t m 189,755 65,480 20,378 275,613 

D450mm×3.5t m 217,098 74,481 21,127 312,706 

D500mm×3.5t m 241,748 82,372 21,852 345,972 

D600mm×4.2t m 294,808 100,837 22,839 418,484 

D700mm×4.2t m 318,276 109,136 23,580 450,992 

D800mm×4.9t m 404,548 138,224 23,290 566,062 

D900mm×5.6t m 560,106 147,960 24,127 732,193 

D1000mm×5.6t m 601,780 159,208 24,939 785,927 

D1100mm×6.3t m 692,351 183,862 26,082 902,295 

D1200mm×7.0t m 808,499 215,262 27,449 1,051,210 

D1300mm×7.0t m 1,021,791 222,066 28,177 1,272,034 

D1400mm×7.7t m 1,199,787 261,393 29,716 1,490,896 

D1500mm×8.4t m 1,379,880 301,429 31,278 1,712,587 

D1600mm×8.4t m 1,728,276 378,507 33,759 2,140,542 

D1750mm×10.5t m 2,286,715 446,780 36,133 2,769,628 

  (2) 공사비   
-보강 공사비 (V.A.T 별도) (단위:원/m)

구 분 신기술
(HI-PER TUBE System) 특허 0338799 건설신기술 675호

D1,000 1,028,470 1,366,579 1,332,829

-보수 공사비 (V.A.T 별도) (단위:원/m)

구 분 신기술
(HI-PER TUBE System)

건설신기술 636호
(E-ALS공법) 건설신기술 687호

D300 304,659 363,139 300,257

D400 365,351 432,332 380,126

D450 414,573 471,098 416,491

D600 555,250 579,965 568,183

D1,750 3,570,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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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D300㎜×50m 시공 기준)

공 정 신기술
(HI-PER TUBE System)

건설신기술 636호
(E-ALS공법) 건설신기술 687호

사전조사
(준설,세정,CCTV조사) 공통사항 공통사항 공통사항

견인 삽입 30 분 40 분 75 분

경화 작업 140 분 180 분 160 분

마무리공정
(연결관 천공 및 이음부

컷팅 마감)
공통사항 공통사항 공통사항

소 계 170 분 220 분 235 분

공사기간 대비 100% 129.4% 138.2%

 

  (4) 유지관리비 
(V.A.T 별도, D400㎜×1.0m 시공 기준)

구  분 신기술
(HI-PER TUBE System) WRC공법 건설신기술 675호

보강

공사

초기공사비용(원) 1,037,237 1,366,579 1,377,829

유지관리비용(원) 535,214 2,676,052 710,898

생애주기비용(원) 1,572,451 4,042,631 2,088,727

상대 LCC 1.00 2.57 1.33

(V.A.T 별도, D1000㎜×1.0m 시공 기준)

구  분 신기술
(HI-PER TUBE System) WRC공법 건설신기술 675호

보강

공사

초기공사비용(원) 1,037,237 1,366,579 1,377,829

유지관리비용(원) 535,214 2,676,052 710,898

생애주기비용(원) 1,572,451 4,042,631 2,088,727

상대 LCC 1.00 2.5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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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장치의 소형화 및 단순화로 연료사용량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기존 기술대비 46.6∼56.6% 감소

     - 시공 시 발생되는 냄새 저감 및 저음발전기 사용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기존 비굴착 갱생공법에서의 보다 우수하고 균일한 품질 확보

     - 함침섬유의 국내생산을 목적 하고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생산설비 및 고용창출 부분의 거시적 경제효과 예상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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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관광지의 전기 렌터카 기반 확충

들어가며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배출억제 등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수송부문 석유 의존도 개선, 온실

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자동차 분야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국제에너지 

기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11년 보고자료에 따르면 2050년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2011년 338대에서 2017년 13,826대로 

약 41배나 증가하였고, 급속 충전시설도 같은 기간 

33기에서 442기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은 여전히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며, 

개인과 영업용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지방 관광지에서 외지 관광객들에게 많이 

이용되는 렌터카나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의 이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용자가 적고, 해당 

지역에 급속 충전시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렌터카 

업체 소유 차량 중에 전기차량 비중이 아주 작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역 관광산업의 대부분이 산, 바다, 강과 같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다. 휴가철이나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경유, 휘발유 차량들이 배출

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지역 관광산업의 브랜드가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 관광지들 주변 도로에 전기 렌터카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

국내 전기 렌터카 도입 및 지원 현황

 렌터카 서비스는 ‘대여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이용 희망자에게 일정한 기간 및 금액 등의 특정

조건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자동차 대여사업)’을 

의미한다. 최근에 떠오르는 카셰어링(승용차 공동 

이용서비스)의 경우는 법적 정의는 없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런 렌터카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렌터카 서비스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서비스와 시간제로 차량을 

공동 이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형이 구분된다. 

최근 일반 렌터카와 카셰어링 서비스에 전기자동차가 

등장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도 점점 

늘고 있다.

 국내 렌터카 서비스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한 것은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16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게 보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 409대, 2015년 1,615대, 2016년 

3,645대, 2017년 9,167대가 보급되어 운행되고 

있다. 또한 전기 충전시설은 2017년 총 2,505기

(급속 99기, 완속 2,406기)가 있으며, 급속 충전시설의 

경우 2014년까지는 환경부가 직접 설치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민간사업자가 설치하고 있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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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전기차량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해당된다. 

그리고 충전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상은 대부분 

공공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개인과 대도시 

상업·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편중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 관광지의 렌터카(카세어링) 서비스에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을 도입하여 대도시 상업·

업무지역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 편중현상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사례

 해외 전기 렌터카 운영 시점은 대략 2000년대 

초부터로, 초반에는 적은 수의 전기차량을 투입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수를 늘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전기 렌터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들의 경우 많은 지점에 충전시설 확충이 전제가 

되고 있다.

맺음말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도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충전으로 2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에 비해 소음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고, 연료비 또한 휘발유 또는 경유

차량에 비해 저렴하면서, 차량구입 시 지원혜택이 

있다는 점이 전기자동차를 선호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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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급속

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기반시설(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보급이나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이 

대도시의 사람들이 많은 장소들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충전시설은 더 찾기 힘들다.

 따라서 지방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에 전기

자동차를 도입하고, 주변 도로에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렌터카 업체 허가사항에 몇 대 이상의 전기차량 

보유조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측면에서 관광지 주변의 공공

시설 뿐만 아니라 관광시설 내의 주차장, 음식점, 

지역특산물 판매점 등에도 충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환경도 보전하고 

지역 친환경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로 활용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방 관광지나 관광

시설에 충전기반시설에 대한 재원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 간 광역철도망이 확충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관광지에서 대중교통

보다 렌터카 이용을 선호한다. 따라서, 전기 렌터카와 

충전시설을 지방의 관광시설 중심으로 설치할 경우 

주변 도로에 친환경 차량의 이용률도 높이며 지역 

관광산업의 친환경 브랜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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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9년 1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84
배수지 등 구조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

· 정수장 6개소

· 배수지 101개소
(1,000)

조건부

채택
토목

185
서울특별시 속초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8,090㎡

21,737

(1,074)

조건부

채택
건축

2
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종합대책 수립
· 자동차전용도로 6개 노선 (499)

조건부

채택
토목

4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 용적 47,000㎡

33,050

(1,348)

조건부

채택
토목

7
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
· 평가 방법 및 관리방안 마련 등

1,500

(914)

조건부

채택
토목

8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

· 조망지점 조사 및 선정방법 제시

· 체험코스 조사 및 제안
(134)

조건부

채택
전기

9
N서울타워 및 주변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

· 주변 기초조사/분석

·계획과제 도출 및 기본 구상
(136)

조건부

채택
전기

10
사회적조명 기본계획 및 

기술표준 수립
· 사회적조명의 기본계획 수립 (164)

조건부

채택
전기

11
BRT 확대 설치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 BRT 기본계획 수립 (295)

조건부

채택
토목

12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용역
· 100,000㎡ (226)

조건부

채택
조경

설 계

심 의

181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 설계

· 서울창업허브단지 내 공간별

 특화된 조경 조성(추가공사)

29,443

(1,148)

조건부

채택
조경

1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실시설계 및 성능개선공사 

여부 검토 용역

· 바닥판 전체 교체

· A=3,450㎡

19,184

(214)

 조건부 

채택
토목

5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 L=420m B=7.5m(1차로)

15,600

(559)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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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9년 1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9.1.

건     축 
용산가족공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설계 
용역 등 32건

9,364 9,111

교 통
행당시장 일대 침수해소사업 교통소통대책 
용역 등 19건

1,931 1,839

기 계 설 비
서강대교 북단 외 2개소 승강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5건

588 563

도 로
월계동 47-25일대 보도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1건

15,556 15,337

도 시 계 획
천연동 골목길 재생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등 7건

2,109 2,041

상 하 수 도
종로구 하수도분야 전문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21건

6,314 6,207

소 방 
광화문역 내부 E/L설치 소방설비 부대공사 
감리용역 등 3건

55 52

전 기 통 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비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12건

9,948 9,803

정 밀 진 단
가락시장 가락몰 외 8개동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4건

348 346

조 경
호암산 자락 광장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75건

3,259 3,094

지 하 철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 5건

4,841 4,709

하 천
중랑천, 우이천 합류부 하상정비 및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건

844 839

기 타
한양도성 모니터링 및 변형구간 정밀계측 
등 10건

732 702

 계 319건 55,889 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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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9년 제117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04~1.10 1.27 3.08 3.04~3.13 4.13~4.22 5.03

< 2019년 제65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25~1.31
3.09~
3.10

3.14 3.15~3.21 4.13~4.26
5.03
5.24

< 2019년 제1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25~1.31 3.03 3.14 3.15~3.21 4.13~4.26
5.03
5.22

< 2019년 제1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04~1.10 1.19~1.27 2.01 2.18~2.21
3.23~
4.05

4.19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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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무교별관 6층( 04520)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  
 E-mail : songsam100@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예타면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줄임말로, 예비타당성조사

(豫備妥當性調査)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를 근거로 시행한다.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 부처가 담당하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게 된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나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

개발사업, 기타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 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단 동법 제38조 2항에 따라 

공공시설, 문화재, 국가안보, 남북경제협력, 재난예방, 

지역균형발전 등 10가지 사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건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 · 정책성 · 지역균형발전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이 항목들을 바탕으로 한 

종합평가 시,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를 도출한다. 

이때 건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부여

한다.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  푸른세상

http://www.q-n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