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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구조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각종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부적인 손상 및 진전에 의하여 교량의 전체붕괴를 초래 할 수 있는 

붕괴유발부재(FCMs)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체 시설물 담당직원은 물론 안전점검 용역기술자들도 

붕괴유발부재의 개념 및 점검부위, 내용숙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교량붕괴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체 서울시 관리 교량 중 붕괴유발부재를 포함하고 있는 붕괴취약교량(FCB) 리스트가 전무하여 

붕괴유발부재를 일반부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붕괴위험교량(FCB)에 대한 

관리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선 및 강화하여 예방적 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물 붕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량 유지관리 실무에서 일선 기술자들에게 붕괴유발부재와 붕괴취약교량에 대한 개념을 숙지시키고, 

붕괴유발부재가 포함된 대상교량을 전수조사하여 붕괴취약교량 리스트 확보 및 붕괴취약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직접적인 붕괴를 막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2. 붕괴유발부재 및 붕괴취약교량의 붕괴사례

2.1 교량의 여유도(Redundancy) 및 무 여유도(Non-Redundancy)

 강교에서 인장을 받는 부재 또는 한 요소가 피로균열로 인하여 파손되면 구조물 전체가 붕괴하는 무여유도 

부재(Non-redundant members)를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s ; FCMs라고도 함)라고 한다.

여기서 여유도(Redundancy)란 용어는 여러 개의 부재가 있는 구조물에서 한 부재가 붕괴될 때 이 부재가 받고 

있던 하중이 다른 부재로 재분배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따라서 구조물이 여유도가 있다는 것은 한 부재가 

붕괴될 때 손상되지 않은 다른 부재가 추가하중을 받아줌으로써 구조물의 완전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유도의 종류로는 하중경로 여유도, 구조적 여유도, 내적 여유도 등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붕괴유발부재는 하중경로여유도가 없는 구조물 즉 “단재하경로 구조물”의 인장부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붕괴유발부재를 도로교 설계기준(3.3.4) 허용피로응력편에서 단재하경로 부재로 표현하고 

있으며 허용피로응력 범위를 다재하경로 부재에 비하여 낮게 적용하고 있다. 

》  칼  럼

 붕괴 유발부재(FCMs)의 이해
   
    김 희 욱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제일엔지니어링 토목구조사업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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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중경로 여유도

 세 개 이상의 거더 또는 보로 설계된 교량을 “하중경로여유도”가 있는 구조물 또는 “다재하 구조물”

이라고 한다. 한 거더 또는 보가 파손될 경우, 파손된 거더가 받던 하중은 다른 거더로 재분배되어 교량은 

붕괴되지 않는다. 거더의 개수가 둘인 박스거더는 붕괴유발부재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기 쉬우나 한 개의 

박스거더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전단면으로 손상이 진전되면 나머지 한 개 부재에서 전체를 지탱할 수 

없으므로 거더가 2개인 박스거더는 붕괴유발부재로 간주한다. 

<하중경로 여유도 없음-1개 거더> <하중경로 여유도 없음-2개 거더> <하중경로 여유도 있음-3개 이상>

(2) 구조적 여유도

 구조적 여유도란 하중이 통과하는 경로와 평행하여 놓인 연속된 경간의 숫자로서 결정된다. 구조적으로 

무 여유도(Non-Redundancy)라 함은 두 개 이하의 경간을 갖고 있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세 개 이상의 

경간으로 구성된 연속구조물에서도 끝 경간은 무 여유도이고, 나머지 중간 경간은 여유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끝 경간은 단경간과 마찬가지로 한 쪽 교각에 파손이 났을 경우 구조물이 붕괴할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거더로 된 구조물도 3경간 연속에서 중앙경간은 구조적으로는 여유가 있다. 

즉 구조적 여유도는 거더의 개수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경간의 형식에 따라 분류한다.

< 단순경간 - 무 여유도 > < 2경간 연속 - 무 여유도 > <3경간 연속 -중앙경간(여유도 있음)>

(3) 내적 여유도

 내적 여유도를 갖고 있다는 뜻은 여러 부재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구조물에서 

한 부재가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다른 부재에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적 여유도가 있는 부재와 없는 부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부재의 파손이 

다른 부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리벳으로 제작된 플레이트 거더는 내적 여유도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플레이트와 앵글이 독립된 부재이기 때문에 리벳 하나가 파손된다 

하더라도 앵글(Angle)이나 플레이트(Plate)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앵글에 

균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플레이트로 진전하지 않는다. 

<리벳거더 균열 
-내적여유도 있음 >

<용접거더 균열 
-내적여유도 없음 >

이와 반대로 용접으로 제작한 플레이트 거더는 내적 여유도가 없다. 따라서 일단 균열이 시작되면 

강재가 균열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지 않는 플레이트로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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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붕괴취약교량 붕괴사례

(1) Silver Bridge 붕괴

 Silver Bridge는 미국 오하이오강을 가로질러 오하이오주의 

갈리폴리스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헨더슨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1928년에 준공된 교량이다.

 가. 사건 개요

  - 1967년 12월 15일 러시아워에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상부

    구조가 뒤틀리고 떨어지면서 교량이 붕괴

  - 차량 및 트럭 운전자 등 46명이 사망, 많은 부상자가 발생함 <준공당시 Silver Bridge 전경, 1928>
 나. 붕괴 경로

  - Silver Bridge는 eyebar suspension bridge 형식으로, 지금의 현수 케이블 대신에 eyebar 체인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로, 주경간을 지지하는 붕괴유발 부재(아이바)의 피로균열파괴로 붕괴

 다. 사고이후 개선사항

  - 연방도로관리청(FHWA), 교량 점검 프로그램 개발․시행

  - 도로교통협회(AASHTO), 붕괴관리계획(FCP, Fracture Control Plan) 수립

(2) Mianus Bridge 붕괴

 Mianus Bridge는 미국 Cos Cob의 미아누스강에 위치한 교량으로 1957년에 준공되었다.

 가. 사건 개요

  - 1983년 6월 28일 교량의 일부 상부구조가 파괴되면서 사망자 3명 발생

 나. 붕괴 경로

  - 게르버 스팬(span)을 연결하는 붕괴유발부재 pin & hanger의 부식 및 피로 균열진행으로 교량 붕괴 

<Mianus Bridge 붕괴> <행거부 상세>
 다. 사고이후 개선사항

  - 국가교량점검기준(NBIS) 개정 : FCMs 검사절차 강화

  - 설계기준 개정 : FCMs 설계하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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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 체계 강화방안

3.1 붕괴유발부재(FCMs)의 관리 문제점

(1)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인식 부족

  ○ 점검자의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조사 및 기록이 미흡

   ▸ 자체 시설물 담당직원은 물론 용역기술자들도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개념 및 점검 부위, 내용 

숙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정규적인 교육 및 실무 활용가능 유지관리 매뉴얼 미흡

(2) 붕괴유발부재를 포함하고 있는 대상시설 list 전무

  ○ 집중관리 대상과 예산 투입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붕괴유발부재를 포함하고 있는 대상시설 List가 

절대적으로 필요 

(3) 안전점검시 붕괴유발부재를 일반 부위와 동일 취급

  ○ 안전점검시 교량의 모든 부분에 걸쳐 제한된 시간 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붕괴유발부재와 

같이 중요한 부재가 일반적인 다른 부위의 점검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음

  ○ 가장 상위 점검인 정밀안전진단에서 조차 붕괴유발부재 대상교량임을 미 인식하고 일반교량 수준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

(4) 강재 피로균열에 대한 조기발견 어려움

  ○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주기로 실시하므로 붕괴유발부재에 발생 가능한 피로균열에 대한 

조기발견이 어려움 

   ▸ 정밀점검시 강재용접부 결함조사(자분탐상 및 초음파탐상)는 선택과업임

3.2 붕괴취약교량 전수조사

 서울시에서는 일반교량 및 고가차도, 한강교량, 입체교차로를 합하여 

총 357개 교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붕괴유발부재를 포함하고 있는 

교량을 전수 조사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357개 교량 중 72개 교량(전체 교량의 20%)이 붕괴

취약교량(FCB)으로 확인되었다. < 市교량 중 붕괴취약교량 현황>  
구분 붕괴유발부재 대상시설 비고

특수형식
(10개소)

올림픽대교(케이블교량), 숯내교(아치교), 서강대교(아치교), 양화대교(아치교), 
한강대교(아치교), 샛강다리교(케이블교량), 이화교(아치교), 

두물다리교(케이블교량), 성산대교(게르버트러스교), 행주대교(케이블교량) 램프
포함일반 강교(62개소) 정릉천고가, 이수고가 등 6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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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지관리 강화 방안

(1) 해외의 FCMs 관리체계 분석 

 1) 점검체계

   - 미국 국가교량점검기준(NBIS : National Bridge Inspection Standards)은 정기 및 정밀점검과는 

별도로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특별점검을 2년마다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기장비, 초음파장비, 방사능

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비파괴시험(Non-Destructive Test)을 시행토록 규정

   - 또한 결함위치, 내용, 일자, 균열 발생부재의 치수, 상태범주 등을 보고서에 적고 상세히 묘사하는 등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철저

 2) 교량 점검자의 자격 및 역량강화

   - 미국에서는 교량 점검자의 경력 제한과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점검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연방도로관리청(FHWA) 산하 교육기관(NHI)에서 교량 관리 전반(설계, 점검, 보수보강, 

FCMs 등)에 관한 전문교육 시행

     ※ 교량 점검조직의 책임자는 10년, 점검팀장은 5년 이상의 교량 점검경력 필요

   - 교량관리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직위 등 도입 검토하고 우수 직원을 미국 교육기관

(NHI) 파견교육하여 프로그램 벤치마킹 필요

(2) 붕괴취약교량(FCB)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선정 및 점검 강화

현 체계 관리 강화 방안
• 붕괴취약교량 목록 부재

• 정밀점검시 강재용접부는 선택과업

• 교량별 붕괴유발부재 표시도면 전무

• 붕괴취약교량 목록 문서화 및 특별관리 
대상선정

• 정밀점검시 강재용접부 결함조사 수행
여부 결정 자문위원회 개최

• 교량별 붕괴유발부재 도면 작성 및 점검 
특이사항 표시 

  ○ 앞 절에서 조사된 붕괴취약교량 목록(72개소)을 문서화 및 전산화하여, 전체 서울시 관리 교량 중 

별도의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량시설물 안전점검시 붕괴취약교량은 붕괴

유발부재에 대한 별도의 상세 점검계획(점검팀 구성, 점검방법, 점검장비 선정, 점검 후 평가방법, 

구조해석 여부 등) 수립 필요.

  ○ 정밀점검시 해당교량이 붕괴유발부재가 있는 붕괴취약교량일 경우 발주처 자체 용역 집중자문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용역시 선택과업인 강재용접부 결함조사 수행여부와 구체적 검사 위치를 

결정하도록 권장.

   ※ 정밀안전진단시 강재구조물 용접부에 결함탐사(초음파탐상)는 기본과업이지만, 정밀점검시는 

선택 과업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17.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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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시 용역 과업내용서에 해당교량의 붕괴유발부재, 구조적 취약부, 

빈번한 손상부에 대하여 명확히 점검사항을 명기, 붕괴유발부재에 대해서는 도면상에 상세히 표시

  ○ 또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시 기존에 별권으로 제출하는 교량별 안전점검편람(교량별 유지

관리매뉴얼)에 각 붕괴취약교량(FCB)에 해당되는 독립적인 자세한 점검내용을 별도 제시토록 과업에 명시

(3) 교량 점검자의 자격 및 역량 강화

현 체계 관리 강화 방안
•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교량점검자의 인식 부족 
•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교육시스템 미비
• 우리시 교량 특성을 감안한 실제 실무 

활용가능 점검매뉴얼 부재

• 교량 유지관리 직위 등 도입 검토
• 직원 해외 교육프로그램 파견
• 실무활용 가능한 점검 및 교육용 매뉴얼 

작성
  ○ 붕괴유발부재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개념은 물론 구조공학, 피로공학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붕괴취약교량 점검시 구체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량관리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량 유지관리 직위 등 도입 검토하고 우수 직원을 미국 

교육기관(NHI) 파견하여 프로그램 벤치마킹 필요.

  ○ 또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실정에 맞는 붕괴유발부재 점검매뉴얼을 작성하여 직원교육용 

자료 및 실제 실무 점검시 활용 필요.

(4)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관리지침 제도화 필요

현 체계 관리 강화 방안
•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주기가 길어 

붕괴 유발부재 손상원인인 피로균열 
조기 발견 어려움 

• 붕괴유발부재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시 
강재비파괴검사를 수행하도록 법제화

  ○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5년(B,C등급)에 1회 주기로 실시하므로 붕괴유발 부재에 발생 가능한 

피로균열에 대한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2년에 1회 주기(B,C등급)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시 

붕괴유발부재를 인식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도록 법제화 필요

  ○ 아울러 피로균열 뿐만 아니라, 강재 파손의 요인 중 중요한 부식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며 강재 부식을 일으키는 중요 요인인 누수에 대해서 미리 

탐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적용이 필요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1.11.16.)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 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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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우선 보수 예산 편성

현 체계 관리 강화 방안
• 붕괴유발부재를 고려한 보수 우선순위 

미고려
• 붕 괴유 발 부재 에  대 한 결 함 의 경우 

우선 보수 및 예산편성
  ○ 교량 관리주체는 관리대상 교량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체교량의 상태를 관리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 수요를 파악하고 교량에 적합한 유지관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여야 한다.

  ○ 효율적 예산투자를 위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결함의 경우 타 부재의 결함보다 우선순위로 보수 실시 및 보수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6) 보고체계 확립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중대결함발생시 즉시 보고하여 신속 대처하도록 보고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한편 과거 풍수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의 교량은 미리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4. 맺음말

 본 기고는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에서 자체연구한 붕괴 취약교량【FCB】에 대한 유지관리방안 수립 연구

(2014)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교량 점검자들과 관리자들이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 부재와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유지관리분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구조물 유지관리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한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현재의 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구조물의 하중경로에 따른 주요부재의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교량분야의 설계, 시공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노하우가 교량 유지관리 분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유지관리분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한 경력만으로 사업책임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구조물 

특히 교량분야는 전문기술분야인 토목구조기술사들의 경력과 실적으로 사업책임기술자가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붕괴 취약교량【FCB】에 대한 유지관리방안 수립 연구-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2014, 김영흠,김훈겸,민형일,박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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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에 보행교 백년 만에 부활   

 … '21년 개통

 용산과 노량진을 연결하고, 중간에 노들섬이 펼쳐진 

‘한강대교’는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에 ‘한강 인도교’

라는 이름으로 첫 개통됐다. 이름 그대로 한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최초의 다리였다. 당시 한강 

인도교를 세우는 과정에서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 

강 중간에 둑을 쌓으면서 형성된 인공섬이 현재의 

노들섬이다. ‘한강 인도교’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사흘 만에 폭파되는 아픔을 겪었고, 1981년 

쌍둥이 아치교 ‘한강대교’가 개통되면서 차량 중심 

교량으로 바뀌었다. 

 서울시가 오는 2021년 한강대교 남단에 기존 

교량을 이용하여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보행자 

전용교를 다시 개통한다. 1917년 ‘한강 인도교’가 

최초 개통된 이후 약104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한강대교 남단(노들섬~노량진) 아치 구조와 기존 

교각을 이용, 기존 차도는 유지하면서 쌍둥이 다리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폭 10.5m, 길이 500m 

보행교를 새롭게 놓는다. 뉴욕의 상징물이자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인 ‘브루클린브리지(Blooklyn 

Bridge)’처럼 1층은 차도, 2층은 보행로로 운영

한다는 계획. 보행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도로 

시설물로 단절된 노량진 일대 지역을 연결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담아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한강대교 보행교(백년다리)는 노량진 방향으로는 

내년 초 철거 예정인 ‘노량진 고가차도’와 연결

되고, 노들섬 쪽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건너기 

위해 막혔던 노들섬 동-서를 연결하는 보행육교와 

연결된다. 

 또한, 올림픽대교 하부 수변보행길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수직으로 직접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노들섬에서 한강대교 보행교를 지나 노량진 일대까지 

한 번에 보행길이 연결된다.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는 자연과 음악 중심 복합

문화공간으로 9월 말 개장을 앞둔 ‘노들섬’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노량진 일대에서 노들섬으로 쉽고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백년마당 투시도>

 보행교에는 ▴한강과 주변 경관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전망데크)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백년마당) ▴미니 잔디밭 등 녹색 

휴식공간(그린데크) 등이 조성돼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시드니의 “하버브릿지”처럼 보행교 

자체가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한강대교 보행교 

기본구상안｣을 발표, 보행 중심이라는 한강대교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백년다리의 전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치구조가 없는 노들섬~용산 구간(한강

대교 북단)은 별도의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공모 등을 통해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새로운 백년다리가 될 한강대교 보행교가 

단순 보행교가 아닌 볼거리 ‧ 즐길거리가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5월 중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 연내 설계를 완료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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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1년 6월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목표다.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와 연계해 상대적으로 협소

하고 낙후된 한강대교 남단 수변공간 재생도 본격화

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노들섬과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 이 일대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침체됐던 

노량진 일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여의나루역에서 샛강 합류부와 

올림픽대로 하부 수변공간을 지나 동작역으로 

이어지는 약 5.3km 길이의 기존 한강변 보행로를 

더 걷기 좋은 길로 개선한다. 수변부에서 지상부~

한강대교 보행교까지 층층이 연결하는 새로운 

보행루트도 구축한다. 

 특히, 주요 거점 8개소에는 수변카페, 물놀이 

시설, 모래놀이터, 그늘쉼터 같이 공간 특성을 

활용한 소규모 시민여가공간이 새로 생긴다. 연내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마련하고 2020년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어둡고 인적 드문 ‘올림픽대로 하부

(한강철교~노들역~흑석역)’에는 수변이라는 특성을 

살려 물놀이장과 모래놀이터 같은 이색시설과 

카페‧상점 등 편의시설을 새롭게 조성한다. 앉아서 

쉴 수 있는 데크를 깔고 조명시설도 설치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노들섬을 

중심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여의도~선유도공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경의선숲길~용산공원을 

잇는 한강 주변 광역 보행네트워크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생과 (02)2133-8708〕

2040 수도권 글로벌 메가 플랜 나온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도시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광역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한다.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광역공동체(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체계, 대기질 개선, 난개발 

방지 등과 같이 대도시권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아우르는 실효적 광역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

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

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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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말 최종 확정된다.

 〔도시계획과 (02)2133-8324〕

서울시,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 · 품질

시험계획이행 지원단 운영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설안전·

품질시험계획 이행 지원단(토목·건축분야)을 구성

(총60명)하여 운영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장에 안전과 품질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흙막이 시공, 주변 및 시설물에 

대한 계측관리,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구조물 시공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간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공사비 20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는 공무원으로만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을 하였으나 매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시행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안전·품질

시험계획 이행지원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고,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로 

건설안전·품질시험계획 이행지원단(토질및기초 10명, 

토목구조 7명, 토목시공 15명, 건축구조 8명, 건축

시공 20명)을 구성하였다.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는 올해 1월부터 각 인·허가

부서(자치구, 투자기관 포함)에서 점검요청을 받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함으로써 능률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가능

하게 되었고, 보다 향상된 품질과 안전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9. 1. 9.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최적화된 ‘품질시험계획 현장 지도점검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매뉴얼에 따른 현장점검으로 높은 수준의 

점검을 이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장 점검 시에는 품질시험소에서 직접 

발간한 품질관리 책자를 배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실무에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품질사업소 품질지도과 (02)513-4637〕

서울시, 3,000만 그루 나무 심어 미세먼지 

잡고 도심온도 낮춘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500만 그루를 시작으로 향후 4년 간

('19.~'22.) 1,500만 그루를 추가로 식재, 민선 

6~7기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생활

밀착형 ‘도시숲’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4년 간 

총 4,800억 원을 투입한다. 

 ‘도시숲’의 양적 확대와 함께 기능의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도시숲이 단순히 녹지나 휴식처가 아닌 

미세먼지, 폭염, 도심 열섬현상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에 방점을 두고 조성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 서울이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 식재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도시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바람길 숲’을 

'21년까지 강남권(관악산)과 강북권(북한산)에 

각각 1개소씩 조성한다. 도시의 대기순환을 촉진해 

도심의 뜨거운 열기와 미세먼지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 올림픽대로 등 차량 배기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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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발생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변에는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고, 횡단보도변에는 여름철 폭염 

속에서 잠시나마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그늘목’을 

식재한다. 

 미세먼지 저감능력 극대화를 위해 나무심기 전략도 

개선한다. 새롭게 조성하는 가로수는 1열이 아닌 

2열 식재를 위주로 하고 키 큰 나무 아래 작은 

꽃‧나무를 층층이 심어 ‘가로숲 길’을 조성한다. 

'21년까지 30km 규모로 만들어간다는 목표. 2열 

식재는 1열보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25.3%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등하굣길 학생들을 

미세먼지와 매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0개 학교 통학로 주변에 녹지공간을 집중 조성

하고, '21년까지 30개 학교로 확대한다. 

 3천 만 그루 나무심기는 ▴노후경유차 6만4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어컨 

2천4백만 대를 5시간 동안 가동하는 것과 동일

하게 도심온도를 낮추고 ▴성인 2천1백만 명이 

1년 간 숨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대기질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당초 박원순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민선 6~7기 통산 

2천만 그루 나무심기' 정책 목표를 전격 상향,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더 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는 

5개 핵심전략으로 추진된다. ①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심기 전략 개선‧강화 ②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한 특화사업 확대 ③대규모 유휴공간 

활용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④생활밀착형 녹지

공간 조성과 기존 도시숲 보존 ⑤민관협력사업 

확대이다. 

 첫째, 가로수 식재방식을 개선하고 보행공간에 

대한 녹화기준을 대폭 강화, 신규로 생기는 가로변 

보행공간을 미세먼지 저감‧차단에 효과적인 ‘가로숲 

길’로 조성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복층림, 지그재그, 

군락식재, 입체형 차단숲 등 다양한 형태로 식재

한다는 방침. 연내 가로수 및 띠녹지 증진방안을 

담은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 '21년까지 띠녹지 

등 30km 규모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둘째, 영유아‧아동, 어르신 같은 미세먼지 민감군 

등 보호를 위한 특화사업도 확대‧강화한다. 운동장, 

옥상 등 학교 내부 공간을 푸르게 만드는 기존 

‘에코스쿨’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올해는 

학교 밖 통학로 주변에도 벽면녹화, 띠녹지 등을 

집중 조성하는 ‘초록빛 꿈꾸는 통학로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 10개 학교 통학로를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30개 학교 통학로에 숲을 조성하며, 

별도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회공헌사업과 

협업해 3개교에 숲을 조성한다. 

 셋째, 대형공원, 주요 간선도로 주변, 한강 및 

주요하천변, 물재생센터 등 대규모 유휴공간을 

활용, 다양한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오는 5월 마곡에 

식물원과 공원을 결합한 서울시 최초의 보타닉 

공원 ‘서울식물원’이 전면 개원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변에는 2022년까지 

약 210만 그루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한다. 

 넷째, 지하철역, 광장‧공원, 버스정류장 같이 시민 

일상과 가까운 공간 곳곳에 작지만 알찬 생활밀착형 

녹지공간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한편, 훼손된 산림 

복원과 기존 도시숲 보전에도 집중한다.  

 다섯째, 공공 주도 사업과 병행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숲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참여 

루트를 마련했다.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숲 조성을 

위한 상시적 협의체로 조경‧산림‧환경 등 분야 전문가와 

학회‧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지난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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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식재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지난 2월 

개최한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시민공모’ 결과 

접수된 약 1,300여 건의 시민의견에 대해 향후 

개별현장조사와 식재 가능성 등을 판단해 단계별로 

나무심기를 추진한다. 시민‧기업이 함께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확대해 올해 20회, 참여시민 약 3,500여 명 

규모로 개최한다. 작년 초안산근린공원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구로구에 ‘제2호 민관협력 미세먼지 

저감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23〕

서울시, 방 면적 7㎡ 이상 - 창 의무설치

 … '고시원 주거기준' 첫 수립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각자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핵심적으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앞으로 시의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한다.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방 실 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

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혜대상은 약 1만 가구.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전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을 

투입한다. 시가 지원을 시작한 7년 간 가장 많은 

약 75개소에 새롭게 설치된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고시원 밀집지역엔 

공유공간을 설치한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법 개정 건의를 통해 노후 

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엔 국내(1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첫째, 서울시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에 ｢다중

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둘째,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 

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준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함께 마련,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셋째,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택’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서 고시원 거주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와 서울시내 

고시원 등을 통해 전방위 홍보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별도 공지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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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고시원을 더 환경이 좋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시작한다. 시가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같이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간을 함께 쓰며 소통‧교류하는 

거점시설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시(SH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하고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 원(▴보조금 지급형 22억 원 ▴시 직접

매입형 50억 원)을 투입한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

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 → 4개 층, 660㎡ 

이하)를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한다는 취지다. 

   〔건축기획과 (02)2133-7099〕

서울시가 선도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확대 보급 박차

 국회 본회의에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통과되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를 건의해 

왔다. 대기관리권역의 전국 단위 확대, 초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건의를 ’17년 6월부터 

수 차례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7일 지방

4대협의체 대표들과 간담회시에도 지방자치단체별 

저감대책 시행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동대책을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는 가정용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대비해 지난해 10월 

6개 보일러 제조사와 BC카드사와의 업무협약을 

맺어 가격할인, 무이자할부 및 에코머니 제공 등의 

혜택을 담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더불어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

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를 통해 

보일러제조사의 관련 기술개발이 촉진되어 국외 

친환경보일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며,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소비량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감소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8년부터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대형건축물(10만㎡ 이상) 신축시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서울특별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500~10만㎡ 중 3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대기정책과 (02)213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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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도로포장‘ 본격 적용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도시열섬 등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시공되는 

도로포장은 중온포장으로 확대하고, '27년부터는 

모든 노후포장 정비공사에 중온포장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 도로포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도로포장은 악화된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포장 ▴도로소음 저감 포장 ▴도로 

이용환경 개선 포장 ▴자원 신‧재생 포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대책의 하나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친환경 도로포장 

종합대책」을 마련, 중온 포장 등을 확대해 미세

먼지를 저감시키고, 그 외 도로소음, 도심열섬 등 

개선 대상별로 적합한 친환경 도로포장을 단계별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 도로포장엔 현재 기술이 

상용화된 '중온 포장', 개발이 진행 중인 '광촉매 

포장', 개발 초기 단계인 '상온 포장' 등이 있다. 

 둘째, 소음 저감 도로포장으로는 현재 기술이 

상용화된 '배수성‧저소음 포장'이 있으며, 기술개발 

진행단계인 '비배수성‧저소음포장'이 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포장 요철 평탄화'을 통해 차량 충격음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셋째, 도로 이용환경 개선 포장으로는 현재 상용중인 

버스전용차로 '고내구성 칼라 포장', 기술개발 

진행 단계인 '차열성 포장', 빗물 튀김을 방지하는 

'고강성‧배수성 포장' 등이 있다.

 넷째, 자원 신·재생 포장은 미래 자원고갈 대비 

태양 등 자연에너지를 신재생하고,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상용 중인 

'폐아스콘 재활용'과 기술개발 단계인 '태양열 

패널 포장'이 있다. 태양열 패널 포장은 태양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포장기술이다.

   〔도로관리과 (02)2133-8185〕

서울시, 세계 최고 전자정부 넘어 스마트

시티로… 도시 전역 5만 개 IoT 센서
 서울시는 7회 연속 압도적인 세계 전자정부 1위 

도시라는 위상을 넘어 이제 빅데이터와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 서울’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서울의 핵심은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다. 그동안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올빼미버스, 공공와이파이, 엠보팅 같은 개별 서비스를 

제공해온 데 이어, 이제는 그동안 구축한 세계 

최고의 ICT 기술‧인프라와 누적된 도시‧행정 데이터에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결합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미 

보유한 행정데이터는 물론,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시민행동을 데이터화하고, 기업 ‧
시민과 함께 활용해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에 5만 개의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IoT 센서가 

주차차량 유무를 실시간 파악해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공간 확인~예약~요금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끝내는 ‘공유주차 시스템’을 연내 도입해 고질적인 

주차난 완화에 나선다. 노인복지시설 등 인프라 

설치를 할 때도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가 

있는 곳에 확충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기존 도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D 기반 버추얼 서울’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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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도시관리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시민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

하는 ‘챗봇’ 기능을 올해 120다산콜에 시범 적용

하고,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을 분석해 

싸움, 방화 같은 특정상황을 자동 탐지하는 ‘지능형 

CCTV’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스마트시티 좌담회’를 열고 2022년을 

목표로 한 이와 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서울을 ‘빅데이터 수도’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①행정 ②교통 ③안전 ④환경 ⑤복지 ⑥경제, 

6대 분야 총 18개 전략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올빼미버스’와 같이 도시 데이터를 분석‧
융합해 시민 수요에 맞는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는 

‘스마트 행정’을 대폭 확대한다.

 5만 개의 ‘IoT 센서’는 '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설치돼 도시현상(미세먼지, 소음, 바람, 야간 빛 세기 

등)과 시민행동(유동인구, 차량이동 등) 데이터를 

수집한다. 5만 개 센서에서 수집할 도시데이터를 

비롯해 기존에 시가 보유 중인 행정데이터(518종 

행정시스템, 3 Peta Byte)를 한 곳에서 저장 ‧
분석‧활용하는 ‘공공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를 연내 

구축한다.

 더 나아가 금융, 유통, 포털, 통신 등 민간 

빅데이터와도 융‧복합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업-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도 '20년까지 구축한다.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빅데이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을 활용해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하는 

‘챗봇(chatbot)’ 기능을 올해 120다산콜 상담업무

(문자)에 시범 적용한다. 주요 시민 관심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딥러닝 기술로 답변의 

정확도를 높여 향후 아리수 상담, 공공서비스 예약, 

평생학습 추천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교통 분야에서는 상암 DMC에 세계 최초로 

조성 중인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19.6.)를 

비롯해 IoT 기술로 실시간 주차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oT 공유주차 시스템’, AI 기술로 기사-승객을 

연결하는 ‘AI 택시’ 서비스를 올해 새롭게 시작한다.

 셋째, 25개 자치구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를 서울시, 경찰, 소방 등 기관 간 

서로 공동 활용하는 ‘스마트서울 안전센터’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연내 설치‧운영한다.(‘18년 2개, 

'19년 2개, '22년까지 전 자치구 참여) 범죄나 

화재 발생시 CCTV 영상정보를 즉시 공유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횡단보도 주변 바닥에 LED 보조 신호등을 설치

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교차로 주변으로 확대 

구축해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스몸비족과 초등학생,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강화한다. 

2017년 서울시내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167명이었는데, 이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 관리도 더 스마트해진다. 지형과 건물, 시설물 

등 서울 전역의 물리적인 도시환경을 가상공간에 

3D로 구현하여, 도시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3D 기반 버추얼 서울(Virtual Seoul)’을 

'21년까지 구축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새로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낼 때 이런 변화가 기존 

도시에 어떤 영향(일조권, 조망권, 바람길 등)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해 도시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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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여부를 

IoT 기술로 실시간 파악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성동구 내 139개 업체(서울시 26.5%)에서 시작

한다. IoT 기반 ‘스마트 플러그’ 설치로 전력 사용량을 

감지해 현장 단속 없이도 정화시설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로 조성 중인 마곡지구에는 

오는 6월까지 공공와이파이존 109개소, CCTV 

257개, 재난 예경보 방송장비 1개소 등 정보통신‧
안전‧교통‧재난관리 인프라가 구축된다. 5월 정식 

개원을 앞둔 ‘서울식물원’에는 보행자를 감지해 

자동으로 빛 밝기를 제어하는 스마트조명과 관람객 

수를 실시간 확인하는 무인계수시스템 등 20개 

솔루션이 집중 도입된다.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 시민들의 건강관리도 스마트 기술로 더 

촘촘해진다. 홀몸어르신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여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시립병원-보건소-찾 동 간 건강‧의료기록 공유 시스템

(본인동의 전제)을 개발한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통신 복지를 실현

한다. '22년까지 옥탑방, 고시원 등이 밀집한 주거

소외지역의 어르신‧장애인복지관 등 커뮤니티 공간 

1,240개소에 새롭게 설치한다. 하루 평균 118만 명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도 올해 50개 노선에 시범 설치

하고 수요‧편의성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250개 

전 노선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 기업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아이디어 제안부터 사업화 진행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서울 협치시스템’이 

오는 5월 오픈한다. 혁신기술은 있지만 상용화‧
사업화 실적이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서울시가 테스트베드가 되어 

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제공사업’을 '22년까지 455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시티 펀드’를 '22년까지 

2,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스마트도시담당관 (02)2133-29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공공공사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의무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건설

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의 예외요건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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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가. 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 

(영 제13조, 별표 2)

 ㅇ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또는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

나.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 (영 제28조, 

제79조, 별표 3의2, 6, 7)

 ㅇ 하수급인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0.5～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

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영 제33조, 

별표 3의3)

 ㅇ 위반 행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영 제64조의4)

 ㅇ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도급금액(수급인)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예정가격(발주자) 대비 

64%에 미달시,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 실시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가.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시행규칙 제27조)

 ㅇ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서식(별지 제24호의2 

서식)을 신설하고 처분시 동 확인서를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

나.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시행규칙 제27조의5)

 ㅇ 하도급공사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홈페이지․전자입찰시스템․내용증명

우편․전자우편․팩스로 공개

다. 임금 직불제 의무적용 면제 기준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ㅇ 단일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시스템 의무사용 면제

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 

(시행규칙 제32조의2)

 ㅇ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2.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5% 가산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 등 (시행규칙 

제34조의4)

 ㅇ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기간이 5개월 

이내, 하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개별 보증 가능

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시행규칙 

제34조의5)

 ㅇ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건설업자는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사용협약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신기술사용

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를 정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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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가.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신청서류 등 규정

(안 제36조의2  신설)

 1)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요건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할 

서류 목록

 3)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나. 신기술사용협약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 보완

 1) 국토교통부장관 업무의 위탁 범위에 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발급 및 

관리 추가(안 제117조제1항바목 신설)

 2)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자에게도 해당 신기술 

건설공정 참여 허용 및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의무화(안 제34조제3항 및 제6항 개정)

다. 신기술 지정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31조제4호 개정)

 1) 신기술 지정신청 서류 중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는 ‘현장 시공실적’과 선택적으로 제출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가. 각종 서식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등)

 1)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서, 

기술전수 확인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기존 서식의 일부 변경

나. 수수료 산출기준 마련 등(별표9 개정)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산출기준 

마련(건당 2만원)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8〕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로 “기술력 

평가 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하여,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도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하여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2.4. 개정)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8.12.11. 개정)에 따라 3월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

용역에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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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환경 ․ 스마트…“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의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이하 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89년 도입하였으나, 그간의 각종 

대책에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18.12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하여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

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

하는 한편,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하여 안전성

(1차심사), 환경성(2차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하여 차별화한다.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49〕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 “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해서”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로환경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도로표지판 개선(안)에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한 글자크기 확대, 

▲고속도로 내 관광지 안내 확대, ▲외국인 

운전자의 혼란 해소를 위한 영문표기 통일 등 

운전자의 요구 및 변화하는 도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의 시설명 글자

크기를 22cm에서 24cm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문화재는 안내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주역사유적지구, 

안동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를 고속도로에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하나의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여 복잡하고 설치방식도 

제 각각이었으나,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출구

전방 1.5km 지점에 픽토그램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표지 내 영문표기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외국인 운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안내지명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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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표기 기준을 정립하여 도로표지 영문표기가 

통일될 전망이다.

 영문표기 통일성 확보를 위해 안내시설을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자연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행정

구역명, 행정기관명, 인공지명)으로 분류하고 

‘안내지명 종류별 적용기준‘을 정립하였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1〕

’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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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차 서호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서호교 양화램프 캔틸레버 구간의 균열 및 

백태 원인으로 분석한 가외철근 배근량 부족에 

대해서는 안정성 여부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책임기술자의 종합

의견을 제시할 것

○ 본선 외부긴장재 점거에 따른 그라우트 충진

결함(50∼90%)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방안 

및 향후 대책(그라우트충진연구) 등을 현재 

시점에서 기록하여 추진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신축이음의 협착 및 단차, 파손에 따른 교각, 

바닥판 부재의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할 것

 

■ 제31차 은평뉴타운 메뚜기다리 정밀안전진단 심의

○ 메뚜기다리 케이블장력 부족 등에 대하여

  - 교량 및 케이블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하중 

분담 현황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케이블이완(20%)에 대한 교량의 안정성을 

재분석하고 대책으로 제시한 재긴장 방법 

및 재긴장 효과를 보고서에 기록할 것

○ 재하시험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가 미흡하니 

교량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조사 및 산출

근거를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신축이음부에 대한 유간거리 측정 등에 대한 

계산 오류가 있으니, 재검토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상세히 수록할 것

○ 상태평가에 대한 결함도지수가 0.257에서 

0.164로 변경된 사유 및 재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케이블 및 교량받침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니 보완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제32차 도림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수평전단철근의 철근량은 약38%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안전성은 A로 평가되어 있으니, 

추가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고서에 

상세히 수록하여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외관조사를 통해 발견한 거더내부 필렛 용접부 

균열에 대해서는 비파괴시험 등의 추가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 신축이음부의 누수 대책을 거더하면에 플라스틱 

앵글을 설치하여 외부수 유입을 막도록 하였으나, 

신축이음의 누수는 유도배수로 설치를 통한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하므로 재검토 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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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차 보라매고가 정밀안전진단 심의

○ 교대 옹벽구간 교량 고무받침 변형과 관련하여 

침하 발생과 함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열화

상태도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처짐으로 

인한 라멘 슬래브 휨균열, 파손 등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물 안전 및 시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받침 교체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우안 P58 신축이음부 하면 바닥판 콘크리트 

열화 및 박락, 파손 등 손상이 심각한데, 실제 

교면포장에서도 체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단면보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

하기 바람.

○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라멘교 구간 기둥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개선할 수 잇는 다양한 단면보강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할 것

○ 내진검토는 별도의 용역으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라멘구간 등 기둥의 겹이음 

위치, 실제 교각높이 추정이 중요하므로 별도의 

용역으로 수행하기 바람

■ 제34차 광명고가 정밀안전진단 심의

○ A2교대(광명방향)에 염화물 침투로 콘크리트 

열화 및 철근 부식 등으로 시행하는 보수는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재보수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신축이음누수 방지와 발생 침투수에 

대한 배수방법과 콘크리트면 열화방지 방안 등)

○ P10, P6에서 발생한 신축이음장치 파손에 

대하여 운전자 안전과 밀접한 부분으로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추후 신축이음장치 부분 

교체시 동일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금회 신규조사된 교각(P1) 코핑부(광명) 균열은 

0.3mm이상이고 균열의 위치와 방향이 전형적인 

구조적 균열로 보여지나 다행히 구조 검토결과 

구조적 균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최우선 

순위로 보수보강하고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 

점검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기 바람

○ 토적된 조류배설물은 강재부식을 유발하므로 

청소 외에 접근 방지를 위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함

■ 제37차 동작대교(도로교,철도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아치부 수직재 볼트 파단에 따른 수직재는 

응력이 집중되는 구조임에도 2013년 기진단 

후 미보수 되어 있으니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2순위에서 1순위로 상향 조정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대책을 제시할 것

○ 세로보 상대처짐에 따른 원인으로 분석한 볼트 

직경보다 큰 천공은 정량적인 해석을 통해 

실제 처짐의 원인을 보고서에 기록하고 볼트홀 

가공불량은 모재의 손상과도 연계되므로 집중

손상 발생개소 등을 추가 분석하여 안정성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서에 수록할 것

○ 내진성능평가시 내진성능 미확보로 확인된 교량

받침 프라이아웃 파괴 구간에 대해서는 전단키 

설치 전·후에 대한 안전성 비교평가 분석하고 

남단, 북단접속교에 대한 구조해석이 누락되어 

있으니 종합의견을 보고서에 수록할 것

○ 바닥판의 누수, 백태 등에 대한 보수방안으로 

표면처리를 제시하였으나 원천적인 보수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상부에서의 누수방지방안을 제시할 것

■ 제38차 구룡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신축이음장치 신축여유량 분석결과 동절기 유간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핑거조인트의 유간 

과다 및 단차, 파손 등은 차량주행 안전을 

위협하므로 보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내용을 향후 교체 설치시 유의사항으로 보고서에 

수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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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구조의 기초는 육안조사 및 비파괴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교각의 기울기 

측정으로 부등침하 여부 등을 확인 할 것

○ PM7의 내측 받침에서 부반력(-138KN)이 발생

되는 바, 부반력 방지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 강재 도막두께 측정결과 상도, 중도까지 박락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장 박리 손상부의 

외관조사 내용과 연계하여 강박스 거더 외부 

도장기준에 의한 보수 방안을 제시할 것

○ 신축이음 장치의 정상거동을 저해하는 유간토사 

퇴적물 청소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보수 3순위로 되어 있음.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우선 순위를 조정할 것

■ 제39차 홍지문·정릉터널 조명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설계심의

○ 풍도내 케이블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포설시 

하중이 편중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물 유지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기존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 기존 전기실(통합, 문화촌, 정릉)의 전원공급용 

분전반 및 발전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이 

누락되어 있으며, 아울러 기존 수변전 단선결선도상 

변압기 재사용 및 전력간선 평면도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할 것

○ 케이블트레이 지지간격 3.0mm를 1.0∼2.0mm로 

수정할 것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간선설비공사 3.8.5 

트레이부설에 (1)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0∼2.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설계계산서의 노임단가 및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2019년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제40차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발주심의

○ 대중교통 및 보행편의 증진에 따른 편익을 

검토하고 교차로 설계시 녹색 교통 연계 편의성이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설계 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아래 내용 등을 추가할 것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등

○ 배수설계 관련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2030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정할 것

○ 장래 교통수요예측의 대안별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은 

사전 협의를 통해 본 과업의 범위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결정할 것

■ 제41차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PSM 교량 연결부는 철근 연결이 없는 경우로서 

인장을 허용하며 인장응력이 2.28MPa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하였는 바, 1.7배 과대하중 검토가 

필요하며 과적차량 제한 등의 내용을 기술할 것

○ 신축이음장치 유간 및 배수구 퇴적물 청소가 

주기적으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에 자세한 내용을 수록할 것

○ 균열깊이 측정에 따른 피복두께 초과 구간은 

기 점검 및 진단이력을 참조하여 균열 진행정도를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강상판형교 구스아스팔트 포설시 강재변형으로 

파손된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하였으나, 현재도 

P23과 P27 신축이음장치 유간에서 이상거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고서에 자세한 원인분석 내용을 수록할 것



- 24 -

○ 방음벽 파손, 탈락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므로 볼트 이음부 점검 및 이완부 

체결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

■ 제42차 천호대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교각(P3,P7,P11) 연단 확대부는 신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발생된 균열부로 

신축 이음부 누수 및 측면부에서 유입된 수분이 

유입되어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여 구조적 안전성에 

취약한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별도 누수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히 균열부 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 플레이트거더 볼트누락 및 체결불량 등은 

저비용으로 신속한 보수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보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

○ 공용내하력이 DB-18이고 차량통행이 많은 

교량임을 감안하여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중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표지판 설치 또는 진입차량 

통제 초소 운영 등 적극적인 유지관리 대책과 

장기적으로는 성능개선을 제안할 것

○ 아스콘포장 및 교면방수, 슬래브 바닥판 손상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므로, 종합적인 상태

분석 및 전반적인 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제43차 영동대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염화물함유량 시험결과, 신축이음이 있는 교각의 

상단에서는 ‘c’, ‘d’ 등급의 염화물이 검출된 

상태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보수 필요성 또는 

주의관찰 구간 등을 설정할 것

○ 본교 P3 두부보 균열 원인 분석시 전단마찰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원인을 

응력집중과 건조수축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응력

집중에 의한 균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

하고, 건조수축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추가할 것

○ 공용내하력이 DB-18이고 차량통행이 많은 

교량임을 감안하여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중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표지판 설치 또는 진입차량 

통제 초소 운영 등 적극적인 유지관리 대책

과 장기적으로는 성능개선을 제안할 것

○ 아스콘포장 및 교면방수, 슬래브 바닥판 손상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므로, 종합적인 상태

분석 및 전반적인 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제44차 용비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상태평가시 수록된 수중구조물(우물통 기초)의 

자료는 활용 가중치를 재평가하여 보고서에 

검토의견 제시

○ 포장공법 변경에 따라 금회 조사된 모든 자료는 

향후 진단시 초기값으로 비교 검토될 수 있도록 

상세 자료를 보고서에 수록

○ 배수시설 막힘 및 망실 등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점검주기(순찰 및 청소 등)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중점유지 관리방안에 의견 제시

■ 제45차 두무개다리 정밀안전진단 심의

○ 상로 포장부 S38 구간의 전면 재포장 이후 

발생된 추가 균열 및 망상균열의 진행성을 

파악하는 등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제시 

바람

○ 아치리브(중앙부) 구간의 균열은 보수 후 재균열, 

균열부 신규 발생 등으로 균열 발생원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니 건조수축, 설계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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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

하고 기진단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후 대책을 

제시 바람

○ 안전성 검토시 말뚝기초의 스프링계수를 상시와 

지진시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나 자료가 미비

하니 상세히 보고서에 수록 바람

■ 제46차 이문고가 외 1개소 주변 도로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 검토’ 항목을 

추가할 것

  - 지하차도를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교통량을 고려한 차로수 확보, 안전운행을 

고려한 차로 폭 확보 및 종·횡방향 경사에 

대한 사전 검토 등

○ 조사 업무에 기 실시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포함하여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타당성 조사임을 감안 용지조사는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한 검토를 하고 성과품 구성에서 

구조계산서는 제외할 것

○ 서울특별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지반정보 통합DB를 이용 기존 지반조사 자료들을 

조사 활용토록 할 것

■ 제47차 강북지역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발주심의

○ 과업의 내용에 “도심 간선도로 차로 축소에 

대한 검토” 및 “교통수단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한 환승센터 신설방안 검토”를 

추가할 것

○ 도로 및 시설현황 조사에서 ‘도로 포장 현황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것

○ 검토 노선 주변 시설물(지하철 관련 구조물 등)에 

대해 위치, 구조물의 추가·개량·보완여부 및 

변경계획 등을 조사하도록 할 것

○ 도로·교통 현황조사에서 ‘서울특별시교통정보

센터(TOPIS) 자료(교통량 및 속도조사 등) 

조사’ 내용을 추가할 것

■ 제48차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중심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3개 내외의 대안을 작성 후 민관협력단(안)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선정

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존 녹지(수목, 잔디, 초지 등) 훼손 최소화를 

근간으로 하되, 선정된 깃대종과 생물다양성 

제고를 위한 수변 서식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 중랑천에 설치된 낙차공의 철거·이전 등을 통한 

중랑천 수상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되 

낙차공의 철거·이전 시에는 하상변동, 호안기초의 

노출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할 것

○ 중랑천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수질개선 시설 도입시에는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천변 식생을 위협하는 위해 ․ 외래식물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49차 노량대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종방향 신축이음과 관련하여 보수물량 전체에 

대한 단면보수 시행방안은 시공여건 및 캔틸레버 

단부의 구조안전성 문제, 손상상태 등을 감안

하여 부분보수 시행방안 검토

○ 2017년 시행한 수중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수중 우물통 기초에 대한 손상현황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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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손상물량 내역 및 보수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

○ RC라멘 거더 하부에 0.5mm이상 균열(7개소)이 

최초 발견시점부터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없이 

관리되고 있는데, 균열은 폭 0.3mm를 기준으로 

보수를 시행해야 하므로 해당 손상은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

○ 김포방향 3차로 15톤 초과차량 통행금지와 

관련하여 현재 교통안내간판을 설치·운영 중이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 주행유도선 등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므로 관련내용을 검토 제시

■ 제50차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도로 기하

구조 개선대안 검토 용역발주심의

○ 복개하천 단계별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

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 결과가 포함되도록 

할 것

○ 조사업무 관련 ‘대상 지역 주변 지반침하 발생 

사례 조사 및 지반침하 발생 위험에 대한 조사’ 

내용을 추가할 것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의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도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도로·교통 현황조사에서 ‘서울특별시교통정보

센터(TOPIS) 자료(교통량 및 속도조사 등) 

조사’ 내용을 추가할 것

■ 제51차 도심부 보행특구 전략수립 및 기본·실시

설계 용역발주심의

○ 녹색교통진흥지역이나 명동, 장충, 혜화 일대에는 

문화재가 발견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문화재 

조사항목을 추가할 것

○ 계획업무에서 ‘차로수 축소에 따른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 주변 교통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주변 

상업활동 지장을 최소화 및 시민 접근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내용을 추가할 것

○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설계 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

○ 환경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중 비산먼지 

저감시설, 방진막, 살수시행, 건설폐기물 처리

방안 등 환경영향 저감시설 및 방안을 검토

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배수설계 관련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2030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정할 것

■ 제52차 방학동 723 주변 외 1개소 배수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도로공간 재편

사업(을지로, 퇴계로) 및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할 것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등

○ 배수설계 관련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2030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정할 것

○ 전기분야 ‘배선, 점멸방식, 수신기’에서 ‘전력

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 

전압강하계산서 등의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

도서에 반영’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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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차 까치산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발주심의

○ 구조물의 균열제어 및 내구성 향상 대책, 

방수․방식공법 적용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사항과 내․외부 방수․방식에 

관한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작성할 것 

○ 배수지 상부에 조경공사시 식물의 뿌리로 인한 

배수지 구조물 방수층 손상방지를 위한 방근층

(방근시트) 설치방안을 반영할 것 

○ 기계설비에서 각종 밸브는 각 기종별로 최소 

3종 이상의 종류에 대해 경제성, 안정성, 유지

보수 편의성 등의 장, 단점을 비교하여 선정

하고 운영관리 지침을 작성하도록 할 것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

년개정)을 적용하고 개정된 시방서는 코드화된 

표준시방서(KCS)를 인용 하였으므로 공사시방서 

작성시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내용을 풀어쓴 

현장활용서를 추가 작성하도록 할 것

■ 제54차 연세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발주심의

○ 침수방지사업에서 현장조사는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이나, 측량조사, 토질조사, 시험줄파기의 

시행주체 및 방법 등 과업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현장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 및 추가할 것

○ 과업대상지의 하수관로 정비전과 정비후의 침수

여부 등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필요  

○ 연세대학교 정문 앞 로터리는 침수 사례, 현재의 

도로 종단경사로 볼 때 집중강우시 일시적으로 

우수가 지체되어 차량과 보도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침소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수시설 및 처리용량이 

결정 될 수 있도록 보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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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차 광암배수지 9,10호지 긴급 정밀안전진단 

심의

○ 배수지 내부 방수,방식 공사후 발생한 손상에 

대한 하자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상세한 조사 및 원인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

○ 도막방식의 바탕 조정재 부착강도(1.5N/㎟ 

이상) 및 도막재에 대한 부착강도(1.5N/㎟ 

이상)를 확인(측정)하여 제시할 것

○ 신축이음보수와 관련하여 보수 공법만을 제시

하였는데,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상세한 보수방안을 검토․제시할 것

○ 패널방식에 손상은 배수지 바닥 조절몰탈 시공 

당시 치핑 등 바탕면처리, 접착제 시공상태

(접착강도, 두께 등)를 확인 조사하고, 신축

이음부 누수는 유도배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제시할 것 

■ 제56차 남대문로 일대 입체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타당성 및 적격성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와 편익 항목을 명확히 할 것

○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에서 남대문로 일대 관광객 

밀집 등 보행자 특성을 고려한 분석 및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 민감도 분석에 의거 사업비 증액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지는 한계 사업비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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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산출사업비와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에 해당되므로 「건설

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7조(사업수행평가)에 

따른 별표2 ‘사업수행성과평가표’를 용역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할 것

■ 제59차 교량·터널 모니터링센터 운영 용역발주심의

○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므로 장비의 

생애주기비용(LCC)를 고려한 개략적인 유지

관리 비용을 산출 하도록 할 것

○ 과업의 시간적 범위(24시간 운영 여부 등)와 

교량·터널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면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통합정보 시스템의 호환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시스템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료가 

표준화된 정보 분류 체계에 따르는지에 대한 

검토 내용을 추가할 것

○ 자문회의 관련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자문 시기, 내용 등 자문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제61차 도로포장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및 

품질개선 연구 용역발주심의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신규 장기공용성 구간의 포장지지력(시공 전후) 

조사 시, FWD를 이용하여 노면처짐 및 층별

탄성계수 측정하도록 할 것

○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시 아스팔트 

포장 외에 다양한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도로의 등급에 따라 교통량 및 종류를 달리하므로 

면밀한 조사 및 분석 후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할 것

○ 기능성포장의 종류에 따라 재질 및 설계방법과 

유지관리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 하부상태조사 과업 수행시 최초 포설시기별 조사 

및 분석 추가할 것

○ 표면조사와 지지력 조사만으로 공용성을 예측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현장코어채취 등을 

통한 동탄성계수, 소성성능시험, 공극률시험, 

입도분석 등의 조사항목 추가할 것

■ 제62차 농업공화국 조성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의 목적이 다양한 농업체험을 통한 도시

농업가치 확산에 있다면 공간 배분이 전시보다는 

체험과 교육에 더 집중 필요

  → 전시나 관람은 서울식물원을 연계 활용하고 

교육과 체험, 기업육성공간 제공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을 권고함

○ 농업공화국이 기존 농업홍보관과 차이가 부각될 

필요가 있음, 스마트 팜 분야로 집중하고 시설내 

기능 및 공간 강화 필요

○ 시설의 내부와 외부공간((치유텃밭, 구황식물, 

논농사 체험)의 관계성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뿐 아니라, 주요 기계 

및 전기 장비, 내외부 중량칸막이벽에 대한 

내진설치 및 시공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 인접한 변전소, 주유소 시설과의 경관적 차폐 

또는 시선 완화를 위한 식재 및 시설물 계획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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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된 DT소파블록과 이의 시공 방법 (제854호)

(보호기간 :  2018. 12. 03. ～ 2026. 12. 02.)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소파블록의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되어 파도를 유도하면서 소멸시키는 구조로, 블록 

공극 극대화로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이고 계단식 곡선구간 시공이 가능하며 조류 및 파랑으로 인한 

구조물의 침식을 방지하고 월파로 주는 피해를 줄여주며 해양 친화적이고 이용자들의 수변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발된 소파블록과 이의 시공 방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DT소파블록제작
(현장또는 공장제작)

② 기초콘크리트 타설및양생 ③ 1단 DT소파블록설치

④ 속채움 사석투하및고르기 ⑤ 2단 DT소파블록설치 ⑥ 속채움 사석투하및고르기

⑦마무리단 DT소파블록설치 ⑧ 상치철근조립및콘크리트타설 ⑨ 시공완료된 DT소파블록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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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처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

규모

총공사금액

(신청기술

공사금액)

비고

(장소)

1

무녀도 쾌적한

어항 만들기

조성사업

군산시
(유)플러스

건설

2017.05-2018.05

(13개월)
L=180 m

1,500,000,000원

(331,865,000원)

군산

무녀도

2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공사

군산시
(주)다온

건설

2017.11-2018.10

(12개월)
L=280 m

3,190,000,000원

(615,216,000원)

군산

선유도

 나. 향후 활용전망

  (1) 국내 여건 및 활용가능분야

   ① 국내에서는 호안신설 및 호안보수 부분이 자연재해로 인해 구조물의 붕괴 또는 연안침식이 발생

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해안 및 

연안 침식 방지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300 사업이 진행 중이다. 

   ② 국내의 활용가능분야는 해안 및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침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연안에 

적용 가능하다.

  (2) 기술의 시장성

   ① 시장 동향 및 유사기술 비교

    우리나라의 연안재해 규모는 2000년∼2007년 동안 약 2조 1,500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해양

수산부의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침식 우려 및 심각지역이 2008년 42.5%에서 2017년도에 

55.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어촌 뉴딜300 사업을 통해 

국내 연안정비가 시급한 지역 선정을 진행 중에 있다.

   ② 국내외 기술과 비교

블록종류 설계기준 및 특징 형상 설치사진

테라스C형 블록
(일본개발)

  , =1.2(경사 1:3)
2.0 ton 블록, <2.0 m
4.0 ton 블록, <2.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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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① 건설기술 연구원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소파효과 및 반사파 저감효과의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항만 및 연안 설계 시 Kd값을 통해 항만에 적합한 블록을 발주처 및 설계사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DT소파블록은 공극률 48%를 확보하고 또한 Kd값의 6.7를 보유한 계단형 소파블록으로 

당분간은 이 블록 보다 뛰어난 기술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기술이 나오더라도 

블록의 단가 경쟁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나타낼 것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DT소파블록은 30MPa 콘크리트 강도를 공장생산을 통해 유지토록 하여 항만블록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또한 조달제품으로 납품을 진행토록 하여 원하는 시기에 현장에 적합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장에서 제작시 필요한 스팀양생시설 및 제작공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작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DT소파블록은 실내 수리모형실험을 토대로 검증을 하였으며, 수리모형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에 

비해 정량적인 설계치를 제공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TTP와 Kd값 및 반사율이 유사하여 

파를 저감하거나 또한 침식이 예상되는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테라스CS형 블록
(일본개발)

  , =1.0(경사 1:3)
2.5 ton 블록, <1.8 m

테라스T형 블록
(일본개발)

  , =5.2(경사 1:3)
3.2 ton 블록

신청기술

DT소파블록

(국내개발)

=6.7 (경사 1:2)반사율 0.35~0.53
3.2 ton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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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DT소파블록 16단 거치기준:1M당)                               (단위:원)

No.
DT소파블록

공사비
규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총계

1 기초공 1M당 3,148,057 1,250,961 156,880

2 블록공 1M당 1,628,430 4,678,244 202,867

3 상부공 1M당 120,144 79,001 4,977

소 계 4,896,631 6,008,206 364,724 11,269,561

기타(제경비) 5,982,000 5,982,000

합 계 17,252,000

  (2) 공사비                                                               (단위:원)

No. 품명 규격 수량 단위 신기술 기존기술 절감액 절감률

1
블록

공사비

친수

블록
1 M 17,252,000 24,603,000 7,351,000 29.88%

  (3) 공사기간 

   ⓛ DT소파블록의 일당 설치 수량은 “신기술품셈 블록거치의 2. D.T블록설치”를 적용함.

      (설치개수 20∼25개/일, 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3∼4인)

   ② 1일 표준설치 수량은 20∼25개이나 실제시공시 1일 최대 시공수량은 40개까지 설치사례가 있음.

(군산시 선유도현장)

  (4) 유지관리비

     D.T소파블록은 수심이 낮고 설계파고가 크지 않은 연안에 사용예정이므로 충격파압도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항만설계기준상 설계기준압축강도 

3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사용하므로 내구성 및 구조물의 안정에 문제가 없어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블록의 일부 파손 및 보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유지관리지침서를 통해 

관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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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소파블록은 반사파의 저감을 통해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Kd값을 통해 

국내의 항만설계에 타블록 대비하여 정량적인 설계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항만 및 

연안정비 사업에 충분히 블록을 반영토록 하여 회사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안의 

침식방지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여 해안 접근성을 높혀 관광객의 유입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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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경화장치가 적용된 보일러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제855호)

(보호기간 :  2018. 12. 28. ～ 2026. 12. 2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보강튜브를 공기압으로 반전하거나 윈치로 견인하여 삽입하고 공기압으로 밀착시킨 후 

스팀열을 이용해 보강튜브를 경화 양생시키는 과정에서 고온의 순환수를 공급하고 응축수와 함께 

회수·승온·순환시킬 수 있는 물순환 경화장치가 적용된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해 보강튜브를 경화 

양생함으로써 미경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기술의 개념 및 특징

   기존 기술은 경화양생중에 발생하는 응축수를 

주로 배출해 버렸으나, 경사 불량이나 관단차 등으로 

응축수가 하류쪽으로 모이지 않고 중간에 고이는 

경우 응축수를 완전히 배출할 수 없어 이로 인해 

경화지연 및 미경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신기술은 응축수를 회수하고 고온의 

순환수를 공급하여 관단차 등으로 인해서 고인

<그림 1> 물순환 경화장치를 이용한

경화/양생 개념도

   응축수의 온도를 경화양생에 필요한 온도까지 직접 가온할 수 있는 물순환 경화장치를 개발하여 

경화지연 및 미경화 문제를 해결하고 CIPP품질을 개선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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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절차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구분 공 사 명 발주처
시공규모1)

(관경/길이/설계두께)

품질시험결과2),3)

(두께/굴곡강도/탄성률)
비고

1
무릉계곡 보도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양원건설(주) 300 / 67.3 / 4.5 4.7 / 54.9 / 2.7 준공

2
안창말로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450 / 40.0 / 4.5 4.8 / 57.6 / 2.6 준공

3
산정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AT&T 비굴착 전체보수

에이스

종합건설(주)
250 / 37.2 / 4.5 4.7 / 55.9 / 2.4 준공

주1) 시공규모의 단위는 관경(mm), 길이(m), 설계두께(mm).

주2) 품질시험결과의 단위는 두께(mm), 굴곡강도(MPa), 굴곡탄성률(GPa).

주3) 품질시험기준 KS M 3550-9(열경화성수지를 이용한 하 · 배수관용 현장 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두께(설계두께 이상), 굴곡강도(30MPa이상), 굴곡탄성률(1.7GP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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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환경부에서 발간한 2016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비율은 전국 평균 

38.3%로 비교적 낮지만, 서울특별시 70.6%, 부산광역시 72.7%로 대도시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도심지 굴착공사의 교통 혼잡, 소음, 진동, 먼지 그리고 악취 등의 문제에 따른 민원발생 및 

사회간접비용 상승과 더불어 2010년(4,071억원)부터 2016년(6,566억원)까지 하수관로 개보수

비용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 신기술의 적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MSHS공법
(건설 711호)

E-ALS공법
(건설 636호)

신기술

비교 특/장점

∙ 응축수를가온하는별도의

열원 없이 폐스팀열로만

가온

∙ 스팀과 온수 동시투입

가능

∙ 온수/스팀 공급호스의

물리적 추가작동 불필요

∙ 스팀공급용 다기능 고압

호스를 관바닥으로 이완

시켜 응축수를 배출

(소량 가온)

∙ 정반전

∙ 스팀을공급하는열호스를

이용해 응축수를 가온

∙ 역반전

∙ 물순환 경화장치를 이용

폐스팀열로 응축수를

가온, 공급, 회수하는

순환시스템

∙ 정/역반전 모두 가능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일반적인 조건의 시공 뿐 아니라 관단차, 경사불량 등으로 응축수가 고이는 조건에서도 

CIPP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침입수의 영향을 받는 관로에는 수팽창 지수재를 

적용하여 맨홀 내로 침입하는 불명수도 고려하는 등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관로,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를 비롯한 하수도 시장 전반의 기술수준을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기존기술과 비교해 관단차나 경사불량 구간의 응축수 영향이나 침입수의  영향을 

받는 악조건의 현장에서도 경제성과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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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품명 규격 단위 산출금액(원)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신기술 적용 단가)

∅200mm×3.0t m 163,699

∅300mm×3.0t m 200,439

∅400mm×4.0t m 258,430

∅450mm×4.5t m 285,520

∅600mm×6.0t m 368,539

∅800mm×8.0t m 535,407

∅900mm×9.0t m 615,996

∅1,000mm×10.0t m 722,528

∅1,200mm×12.0t m 919,431

∅1,500mm×15.0t m 1,264,778

(참고) 산출금액은 부대공 별도 금액임.

  (2) 공사비

구 분

기존기술

신기술MILS공법4)

(건설 794호)

E-ALS공법5)

(건설 636호)

∅300mm (T3.0mm) 199,214 225,864 200,439

∅600mm (T6.0mm) 365,259 383,702 368,539

∅1,000mm (T10.0mm) 728,781 738,285 722,528

∅1,500mm (T15.0mm) 1,306,031 1,273,623 1,264,778

(단위:원/m)

주4) 공법사에서 제공한 견적가.

주5) 원가계산분석 결과(2011년 신청시 신기술신청서 및 원가계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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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구 분 경화 및 양생 시간

신기술
50℃이상에서 150분

60℃이상에서 120분

70℃이상에서 100분

관경 / 연장
반응 개시온도 도달시간6) 시간단축

효 과기존공법 신기술

600mm / 50.0m 120분 60분 50%

1,200mm / 15.8m 120분 이상 45분 62.5%이상

450mm / 18.0m 90분 25분 72.2%

주6) 관 단차(응축수 고임)부의 반응 개시온도(50℃)까지 도달한 시간을 측정한 실증시험 데이터 임.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기존의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이 갖는 하수관 내부 부식진행 방지 및 조도계수 향상으로 

인한 유속 증가, 맨홀과 맨홀 사이의 일체관 형성으로 이음부 유지관리의 포인트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관단차, 경사불량 등으로 응축수가 고이는 조건에서 CIPP 품질 확보와 

수팽창 지수재 적용으로 침입수의 영향을 받는 관로의 맨홀 내로 유입하는 불명수 저감이 가능한 

기술로 지자체 및 국가의 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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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굴착개량 대비 환경, 지하 지장물의 파손, 사회간접비용 등의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

   ② 침입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 수팽창 지수재 적용으로 침입수의 맨홀내 유입을 방지하는 불명수 저감 기술

   ③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효과 측면

      - 대기 중으로 배출하던 스팀을 회수하여 순환수를 가온하는 친환경 재활용기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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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정보 공유의 필요성

머리말

 실시간 교통소통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ITS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발달 및 보급 확대로 인해 민간부문 교통정보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민간업계는 자체 인프라를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정확도와 

예측력을 가진 교통소통정보를 생성하여 소비자 요구에 

맞게 서비스하고 있다. 즉, 공공과 민간이 각각의 

인프라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공·처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형태로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공공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정보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비스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그를 통해 

각각의 역할과 임무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공공과 민간의 융·복합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는 

더 나은 교통관리 및 운영 정책 수립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민간부문에서는 새로운 정보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예측 정확도가 매우 높은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과 

민간의 정보가 필요에 따라 융·복합된 정보로 재생산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공공부문에서는 이전

보다 보유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민간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정보

공유시스템 (예: 국토부 공공데이터 포털과 국가공간

정보 포털 등)이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현재와 

미래의 도로인프라를 고려하여 교통안전과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적·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민간에서는 공유되는 정보를 

통해 부가가치 높은 새로운 정보 창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개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몇 가지 정보공유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시사점을 생각해본다.

해외 정보공유시스템 사례

 유럽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개별적으로 교통데이터를 

보유·활용하는 대신 TM2.0 플랫폼을 통해 공공과 

민간부문 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TM2.0은 차량과 민간 교통정보 서비스업자, 교통

관리센터, 도로인프라 간의 전체적인 정보 루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더욱 신속

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공부문은 

기존 데이터 외에 민간데이터도 함께 활용하여 더 

나은 교통운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SOCRATES 2.0(System of Coordinated Roadside 

and Automotive Services for Traffic Efficiency 

and Safety)는 범유럽형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참여한 

공공과 민간 파트너들은 협력적인 통행정보데이터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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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왔고, 이를 유럽의 

상호협력적인 교통관리 시스템의 근간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 교통정보와 통행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2019년 6월에 암스테르담(네덜란드), 뮌헨

(독일), 안트워프(벨기에), 코펜하겐(덴마크) 지역을 

대상으로 파일럿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서비스 제공업계, 차량 제조업계, ITS 업계 그리고 

도로관리 기관들이 도로이용자를 위해 새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자 정보 협력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차량 내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교통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유럽에서 장래 자율주행 확산 시 준비

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할 것이다. 도로이용자에게 

더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프로젝트 파트너들은 

더 나은 교통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동

모형을 정의할 수 있다. 도로관리 기관, 서비스 제공

주체 그리고 도로이용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사용가능한 정보를 통합하고 교환함으로써, 현재와 

장래 교통상황의 일관성 있는 그림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 빠르고, 더 환경에 좋으며, 더 안전한 

교통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통의 교통관리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될 것이다. 실제 파일럿 

테스트 준비를 위해, SOCRATES 2.0 협력 프레임워크는 

아래와 같은 몇 요소들이 제공된다.

 독일은 Mobility Data Marketplace(MDM)을 개발

하였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와 

사용하는 주체가 자유롭게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플랫폼은 독일 바이에른 주 A9 고속도로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였고, 교통류 상태, 교통혼잡(대안경로 

추천 및 현재 가변차로정보), 도로공사, 주차장 시설, 

주유소 유가, 기상 예보, 유고 및 위험 알림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미시간 교통국(MDOT)에서는 통행자정보

시스템의 차세대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차량의 도로네트워크 활용을 고려한 것이다. 

Data Use Analysis and Processing(DUAP) 

프로그램으로 정의되며, 서버와 플랫폼으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직접 수집한 각종 데이터와 고정 도로

인프라 시설물, 차량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합하여 

교통·도로·기상·도로 자산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다수의 데이터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처리하여 시스템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규모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다. 현재는 미시간 교통국 운영자들을 

위한 교통·도로운영전략 수립 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 Connected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on-board 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공공 또는 민간 제공의 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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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해외에서는 이미 공공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도로교통정보를 표준화된 방식과 시스템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R&D 등을 통해 정보공유 

플랫폼과 운영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차량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각종 데이터를 가공·처리

하여 교통안전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이 실질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매개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새롭게 개발된 정보의 경우, 정보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교통수단으로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량도 정보공유를 통한 원활한 

Connectivity가 확보되지 않으면 상용화를 통한 

대중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도로교통분야에서 

정보공유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통운영과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Connected Vehicle과 자율주행차량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양이 매우 크다고 알려진 만큼, 그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도로변 정보수집 인프라와의 

상호보완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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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9년 3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40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 
기본 및 실시설계

․ 철거 전후 교통분석 재검토 및 
평면교차로 설계 등

11,165
(416)

조건부
채택

토목

46
이문고가외 1개소 주변 도로
체계 개선 타당성조사용역

․ 고가차도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
․ 주변 도로체계 개선방안 검토

80,000
(249)

조건부
채택

토목

47
강북지역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연결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접근성 및 개선대안 마련 등

(898)
조건부
채택

토목

48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중심
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노원구간)에 
따른 상부구간 녹지공간(공원화) 조성

(197)
조건부
채택

조경

50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도로 기하구조 개선대안 검토

․ 복개하천 복원시 교통수요 조사·분석
․ 도로교통 개선대안 수립 등

(469)
조건부
채택

토목

51
도심부 보행특구 전략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 보행특구로서 갖춰야 할 목표 설정
․ 지역별 개선계획 수립

15,000
(310)

조건부
채택

토목

52
방학동 723 주변외 1개소 
배수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 사각형거 개량(신설) L=1000m
․ 방학역주변 경원선 하부공간 3개소

9,324
(276)

조건부
채택

토목

53
까치산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배수지건설 V=5,000㎥
․ 송배수관 부설 L=2.9km

11,604
(358)

조건부
채택

토목

54
연세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하수관로 정비 1.688km
11,378
(653)

조건부
채택

토목

56
남대문로 입체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수립

․ 지상·지하 공간연계 방안
․ 지하공간 조성방안 등

297,900
(600)

조건부
채택

토목

59 교량 터널 모니터링센터 운영
․ 대상시설물 42개
 (교량12, 터널29, 지하차도1)

(300)
조건부
채택

토목

61
도로포장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및 품질개선 연구

․ 유지보수 체계 개선과 도로포장 
품질 향상 개선 연구

(659)
조건부
채택

토목

62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설계
용역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9,810㎡

32,576
(1,490)

조건부
채택

건축

설  계

심  의
39

홍지문· 정릉터널 조명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

․ LED등기구 3,940등 신설
․ 디밍제어시스템 설치 등

16,089
(54)

조건부
채택

전기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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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

진단심의

29 서호교 정밀안전진단
․ 본선 : 연장 4,850m
․ 램프 : 연장 1,859m

(709)
조건부
채택

토목

31
은평뉴타운 메뚜기다리 
정밀안전진단

․ 연장 35m (64)
조건부
채택

토목

32 도림천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 연장 3,362m (370)
조건부
채택

토목

33 보라매고가 정밀안전진단 ․ 연장 3,526m (492)
조건부
채택

토목

34 광명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 연장 640m (179)
조건부
채택

토목

37
동작대교 외 1개소 정밀
안전진단

․ 동작대교, 행주대교(상류교) (1,235)
조건부
채택

토목

38 구룡교 정밀안전진단 ․ 구룡교 진단 (346)
조건부
채택

토목

41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 본선 : 연장 5,962m
․ 램프 : 연장 3,927.5m

(930)
조건부
채택

토목

42
천호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 연장 1,150m (453)
조건부
채택

토목

43 영동대교 정밀안전진단 ․ 연장 850m (508)
조건부
채택

토목

44 용비교 정밀안전진단
․ 본교 : 연장 519m
․ 램프 : 연장 228m

(203)
조건부
채택

토목

45 두무개다리 정밀안전진단 ․ 연장 1,064m (181)
조건부
채택

토목

49 노량대교 정밀안전진단 ․ 연장 2,070m (469)
조건부
채택

토목

55
광암배수지(9,10호지) 긴급 
정밀안전진단

․ 16,100㎥×2개지 (20)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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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9년 3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9.03.

건     축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등 40건

4,043 3,838

교 통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증축 타당성조사 
용역 등 8건

141 133

기 계 설 비
양천자원회수시설 질소산화물 처리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4건

260 239

도 로
20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21건

7,147 6,978

도 시 계 획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17건

6,832 6,680

상 하 수 도
2019년 강동구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20건

20,726 20,033

소 방 
잠실야구장 비상용 소방엔진펌프 설치공사 
감리 등 3건

30 29

전 기 통 신
변전소 소내용변압기 용량 증설 공사 
설계용역 등 13건

814 772

정 밀 진 단 응봉1배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6건 502 455

조 경
관악산 신림계곡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33건

728 710

지 하 철
가산디지털단지역 E/S 설치공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등 2건

702 670

하 천
탄천유수지 다목적 융복합시설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 6건

741 735

기 타
3차원 분석을 위한 종관 기상 및 대기오염도 
측정용 Kytoon 시스템 개발 등 14건

388 380

 계 187건 43,054 4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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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9년 제117 · 118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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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4.18 5.05 6.14 6.17~6.20 7.13~7.22 8.02

< 2019년 제65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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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 2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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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4.04 4.27 5.17 5.20~5.23 6.29~7.12
7.19
8.16

< 2019년 제1 · 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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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3.28 4.06~4.14 4.19 4.29~5.03
5.25~
6.07

6.21
6.2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www.q-net.or.kr]

☞ 원고를 받습니다 !
서울기술이야기에 게재할 각종 건설관련 신기술, 신정보, 법령 
및 제도의 제ㆍ개정 및 공사 관련 체험담, 기타 여러 종류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기술심사담당관실(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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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으로 맞추는 제도다. 즉, 단위기간 중에 일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남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2주 

이내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3개월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근로기준법 51조 1항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하지만, 연장 · 휴일근무 12시간을 포함할 경우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또 51조 2항에 

따르면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연장 · 휴일근무 12시간을 포함할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기업은 이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 

전체 법정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려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자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 크게 3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근로기준법 51, 52, 5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http://www.q-net.or.kr
http://ter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