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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도 지구는 재앙에 빠진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유엔이 기후변화의 완화를 언급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유엔의 오랜 주장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을 막기 위해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야 하며, 

노력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가 2000년 대비 2030년까지 25~30%가 증가해 2050년에는 지구상의 

생물이 20~30% 멸종하며 2100년에는 지구평균 온도가 6℃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평균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소름이 돋는 또 다른 주장이 

있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1도 상승하면 산과 들에서 재앙이 시작된다. 가뭄으로 기름진 농토 밑에 잠자던 

모래층이 드러나고, 만년빙이 녹아내린 산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난다. 2도가 오르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면서 바닷물은 산성으로 변한다. 3도가 상승하면 거대한 열대우림의 

아마존에도 사막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4도가 상승하면 남극 빙하가 완전히 붕괴된다.  5도 상승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고 북극의 빙하까지 녹고 거주가 가능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6도가 오르면 전멸이 되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이 진행된다.

 이 내용은 환경 저널리스트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악몽’으로 지구온도 상승 6도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뿐인 지구의 위태로운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2. 건설 산업은 이산화탄소의 주범

 따라서 유엔은 지구평균온도 상승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2~2.4℃ 오르기 전에 묶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상업용 

및 일반 건축물이라고 주목하고 건물이 미국 전체 에너지의 70%이상을 소모하고 이산화탄소(CO₂) 

전체 배출량의 30%를 내뿜는다고 밝힌 바 있다.

》  칼  럼

 건축에 의한 지구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우 지 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엑스퍼트벤쳐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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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수치는 차량이나 산업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많으며, 2030년까지 매년 

1.8%씩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보내고 있다. 특히 건설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상 

동부에서 40%를 차지하고 서부에서는 38%를 차지

하고 있다고 밝혀 건축 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건축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의 환경은 지구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을 

건축분야의 미래를 다시 재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로 만드는 조치가 절실

하다.

3. 건축 산업을 탄소중립 개념으로 전환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건물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므로 환경 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는 외부로부터 에너지의 공급 없는 탄소중립 건물이나 에너지 사용을 제로화 하는 

건축물과 같은 형태의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건축물 전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₂)의 양이 다른 건물보다 현저히 적거나 그 건물이 

배출하는 탄소량만큼 청정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건축물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건축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축분야가 환경오염의 책임을 피할 길 없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건축물의 전생애 경비와 저탄소 관점의 사고를 설계단계부터 

적극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는 친환경적인 저탄소 재료 및 자재선택 그리고 경제적인 저탄소 시공 기법과 최적의 건축운영 및 

투자관리 그리고 저탄소 폐기물 처리와 활용 등 새로운 건축의 방향 및 영역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건축 최적설계, 구조, 시공, 유지관리, 리모델링, 해체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건축 산업을 지속가능 건축으로 재설정하고 그 내용도 철저히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건축 프로젝트의 진행은 설계단계부터 건물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를 계산하고 

CO₂양을 줄일 수 있는 최적설계에 의한 전생애 평가(LCA)를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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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생애 평가(LCA)의 배경과 연혁

5. 건축물의 전생애주기를 통한 평가시스템 소개

 우리의 주요 거주공간인 공동주택의 전생애주기는 건축설계 단계, 건설단계, 운용 및 유지관리 단계, 

해체 및 폐기 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과정이 있다. 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와 경제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친환경 최적설계 평가시스템이 있어 이를 소개 한다.

가. 설계단계에서 시작하는 환경부하의 영향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평가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다루어져야 한다. 설계단계의 지속가능한 

이산화탄소 저감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으며 환경부하를 고려한 건축설계의 도입으로부터 친환경 

기술 전략의 구성과 친환경 재료의 선정 등 실제 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DB구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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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친환경부하 저감기술과 전생애 각 단계별 검토를 통해 개발된 요소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나. 대표자재 선정을 통한 환경부하 저감 기술

 건설단계의 공종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경우 건축공사에서 약 85.3%가 배출되고, 설비공사의 경우 

약 12.0%가 배출되며, 토목공사에서 약 2.7%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축공사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주요 건설자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일반공동주택 및 초고층

공동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 7개 항목(철근, 레미콘, 알루미늄제품, 합판, 콘크리트제품, 산업용 

플라스틱제품, 도료)을 대표자재로 선정하고 선정된 자재를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의 주요 환경부하 

인자로 결정하였다.

  

다. 주요 대표자재 고강도 콘크리트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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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콘크리트는 고층화에 따른 친환경 요소기술로서 재료적 측면의 자재 절감에 의한 경제성과 

구조적 측면의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환경부하의 저감은 물론 안정성, 

경제성, 실 전용면적의 확대 등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요소기술 적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효과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일정 강도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로 대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하 평가 모델은 국내 대부분의 규모를 포함하는 일반 공동주택과 국가기준에 의한 초고층 

건축물 규모의 초고층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주요 환경부하 인자를 분석하고 대표자재를 선정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자동물량 산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표자재를 통한 원단위 분석방식을 

적용하여 수량의 산출과 전 생애주기 각 단계별 에너지 소비량의 도출과 함께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 

산출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이와 같이 평가모델선정, 대표자재 자동 물량산출, 환경부하 원단위, 단계별 에너지소비량에 의한 

CO₂발생량, 친환경 요소기술 적용, 단계별 DB구축 등 각 공정별 환경부하 인자들의 총합을 기초로 

진화알고리즘에 기반한 최적설계 평가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라. 알고리즘(Evolutionary Algorithm)선정

 염색체 진화과정을 모방한 알고리즘은 1960년대 Bienert, Rechenberg, Schwefel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실제 진화 매커니즘을 선택한 재결합이나 돌연변이 등을 매체로 한 묘사방법이다.

 이 알고리즘에 다분야 간 해석을 고려한 분산환경(Distributed Environment)에서 다양한 설계 방법론 

수행의 최적설계 도구인 PIAnO(Process Integration, Automation and Optimization) Tool을 접목

하여 개발된 것이 최적설계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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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적화 Process Diagram

바. 최적설계 평가시스템의 Flow Chart

 평가 시스템의 개괄적 흐름은, 

설계단계에서 공동주택의 구분과 

건축 개요를 설정하고, 표준대비 

대상 건축물의 환경부하 목표를 

설정 후 자재별 원단위 적용에 

의해 부하량을 도출한다.

 이어 건설단계, 운용단계, 해체

단계 등 각 단계별 부하량을 

평가하고, 친환경 요소기술의 

선별적 적용에 의해 각 단계별 

CO₂의 발생비율과 초기투자 

비율 등의 초기 목표치가 분석

되면, 목표대비 평가주택의 

CO₂발생량 및 감소율, 초기 

투자비율 등의 최적설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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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일반 공동주택의 평가조건 및 분석결과

아. 초고층 공동주택의 평가조건 및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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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주택 친환경 최적설계 평가시스템의 효과

 이 평가 시스템은 프로그램이 가진 특유의 친환경 건축 요소기술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공동주택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감 및 초기 투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 생애주기의 평가는 

준공된 공동주택은 물론 건립될 공동주택의 환경부하 평가가 가능하며 사업초기 단계인 건설 ·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를 포함하여 사업의 시행단계 중 어떠한 단계에서도 평가가 가능하여 향후 공동주택의 

건립 시 환경부하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필자에 의해 국제 환경저널 Renewable & Sustainable Energy Review(RSER/SCI)에 

두 편의 논문이 연이어 게재 된 바 있으며, 이 평가 시스템에 대한 논문의 내용은 국토부 연구과제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통합인증 시스템(GB-GACIS)구축 프로젝트에 

적용 되었다. 그리고 이상의 논문을 통해 개발된 최적설계 평가 시스템은 현재 국내 공동주택 건설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7. 결어

 우리는 해방이후 70년이라는 압축성장의 기간 동안 지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비약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지구를 구할 시간이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유엔 산하 보고서와 이어지는 

과학자들에 의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한 주장들은 안경을 착용한 것처럼 안개가 

걷히며 명확히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그저 방관자적 자세로 관망하는 우리 건축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오랜 기간 너무 좁은 의미에 생산성 위주의 건축으로 일관해온 우리. 이제는 지구환경을 생각하고 

모든 학문이나 산업의 중심인 융합 차원에서 우리 건축의 역할이 절실함은 그 어느 때 보다 간절하게 

다가오고 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러한 절심함으로 건축을 대할 때 비로소 건축의 미래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하나뿐인 

지구와 함께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에게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참고문헌>

1. 미국 환경보호청 보고서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2.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oad Evaluation System of a Standard Korean Apartment House(RSER : 

Renewable & Sustainable Energy Review / SCI)

3. The Development of Apartment House Life Cycle CO₂ Simple Assessment System Using Standard Apartment 

Houses of South Korea (RSER : Renewable & Sustainable Energy Review / SCI)

4.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전 생애 친환경 최적설계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

5. 초고층 공동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의 CO₂ 배출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6. PIAnO (Process Integration, Automation and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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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해결 '국제기구' 

창립 추진…'20년 목표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창립을 2020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에서 시작해 

현재 동북아 4개국, 1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도시 간 협력기구인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EACAC, East Asia Clean Air Cities)’의 회원국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해 국제기구로 격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도시협의체가 교육이나 조사 ‧ 연구 활동에 

집중했다면, 이를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정례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각 도시의 우수정책

‧ 기술 ‧ 정보 등을 공유 ‧ 연구하고, 회원도시 간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수)~23일(목) 양일 간 

열린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에 참여한 

해외도시 관계자들에게 협의체의 국제기구화 계획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시는 최근 미세먼지 관련 한-중 채널이 

강조되고 다자간 협력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협의체가 국제기구로 격상되면 기존 회원인 베이징, 

선전시, 지난시, 쓰촨성 뿐만 아니라 타 도시들과 

협력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도 중국 도시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

하며 ‘대기질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여줬다.

 시는 포럼 참여 도시에 협의체 발족배경, 추진 

목표, 제공 프로그램, 향후계획, 가입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1년 간 

신청을 받아 '20년 5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에서 창립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엔  역대 최대 규모인 6개국 35개 

아시아 도시들을 비롯한 환경 분야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 간 경계가 없는 미세

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중국 도시 베이징, 선전시의 요청으로 포럼에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s) 적용 기술과 관련 정책을 공유한 바 있다. 

추후 EACAC를 통해 정례적으로 우수 기술 및 

정책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정책과 (02)2133-3617〕

코엑스 - 잠실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 들어선다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하는 ‘(가칭)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6월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영동대로 삼성역~봉은사역 630m 구간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도시철도(위례신사), 지하철

(2/9호선) 및 버스 · 택시 등의 환승을 위해 공동 

추진 중인 사업이다.

< 시설배치계획 >

 그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승인 

요청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안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와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 및 전문가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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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통해 교통개선대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하고 보완토록 하는 절차를 거쳐 동 계획안을 

승인하게 되었다.

 이번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서울시는 연내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에 착공하고, 2023년까지 

복합환승센터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남권사업과 (02)2133-8257〕

북부간선도로↔화랑로 진출입램프 착공 

…'22년 10월 완공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의 기능회복과 하부도로인 

화랑로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북부간선도로↔

화랑로 진출입 램프공사를 오는 2022년 10월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부간선도로(월릉 방향)에서 화랑로

(화랑대사거리 방향)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내

IC에서 유턴하거나, 월릉IC에서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빠져나와 화랑대삼거리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화랑로 진출램프가 건설되면 신내IC에서 

유턴하지 않아도 화랑로사거리(화랑로) 방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어 북부간선도로 묵동IC에서 

신내IC방향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랑로(화랑대사거리 방향)에서 북부간선

도로(종암 방향)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동부간선

도로를 통해 월릉IC에서 종암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화랑대사거리(화랑로) 방향에서 화랑로 북부

간선도로(종암 방향)로 진입하는 램프가 건설되면 

월릉IC에서 진입하지 않고 묵동IC에서 바로 진입 

할 수 있다. 

 진·출입 램프는 폭5m(1차로), 연장 1,479m(교량 

779m) 규모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 276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주민의 보행 이동 동선을 최대한 

확보해 공사할 계획이다. 

 북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교통량이 

가장 적은 월릉IC ~ 묵동IC 구간에 신설램프가 

설치된다. 하부도로인 화랑로(태릉입구역 ~ 화랑대

사거리)에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IC ~ 구리시계 구간은 북부

간선도로 구간 중 가장 많은 일일 약 106천대

(양방향)가 이용하고, 신설램프가 설치되는 월릉IC

~ 묵동IC 구간은 일일 약 53천대(양방향)가 이용해 

교통량이 가장 적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56〕

서울시 · 코레일, 22만㎡ 수색역세권 

기본구상 수립…개발 본격화

 서울시와 코레일은 서북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수색역세권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기본구상에서는 “DMC를 기반으로 상암 ‧ 수색

지역을 통합하는 글로벌 서북권 광역중심 육성” 

비전을 바탕으로 “광역 중심기능 확충”과 “지역간 

연계 활성화”의 두 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사업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DMC역사를 1단계로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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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부지를 2단계로 개발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7조원 정도다.

< 개발계획(안) >

 1단계로 추진되는 DMC역 복합개발은 약 2만㎡ 

부지에 중심 상업시설을 도입할 예정으로 코레일 -

롯데쇼핑 출자회사인 롯데DMC개발(주)에서 사전

협상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사전협상*을 

추진하여 금년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단계인 철도시설 부지 약 20만㎡는 금년 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5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인허가 지원 및 성공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서북권사업과 (02)2133-1554〕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해 '직주근접 

컴팩트 도시' 만든다

 서울시가 서울의 도시화와 급성장 과정에서 시가지의 

외연적 팽창으로 발생된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개발 가용지 고갈 등의 도시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고 도심 내 부족한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등을 확충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으로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핵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서울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 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것. 

컴팩트 시티는 역세권 인근의 토지를 집약적 ‧
입체적으로 이용해 도시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한 도시공간구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역세권에 입체적 ‧ 복합적 

민간개발을 유도한다.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

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이다.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

시설, 공용주차장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조성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이번 계획에서 역세권의 정의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중심 컴팩트 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이후 확대 시행에 들어

*사전협상제도: 대규모 유휴부지를 민간과 공공이 협력적 논의를 통해 미

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협상절차를 통해 개발계획(도시, 건축, 

교통 등)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후 도시계획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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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고 밝혔다. 역세권이 ▴일자리가 많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민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비해 저이용 ‧ 비활성화 

되고 있는 역세권에 주목, 외연적 팽창이 아닌 

컴팩트 시티로 서울의 공간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도시문제 해결과 도심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역세권의 활력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①도로 조건 

②필지 규모 ③노후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

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시설은 실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사업지의 입지특성을 

반영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업무중심지의 

경우 임대오피스를, 상업중심지는 임대상가와 공용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SH공사와 함께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등 

5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배분된 신규 상업

지역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에 활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일찍부터 시가지의 외연적 팽창이 

아닌 ‘컴팩트 시티’로의 공간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인식, 단계적으로 정책의 토대를 다지면서 이번 

계획을 숙성시켜왔다. 서울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인 

｢2000 도시기본계획｣(1990.)부터 ｢2030 서울플랜｣
(2014.)에 이르기까지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재편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서울시 도시계획의 철학과 

가치를 집대성한 ｢서울 도시계획 헌장｣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02)2133-8325〕

서울시, 관리비 아끼는 '우리집 에너지 

효율화 진단' 전국 최초 온라인 서비스

 서울시가 우리집 관리비를 아끼고 도시 전반의 

에너지 자립도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우리집 

에너지 진단’ 온라인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설문에 답하면 우리집에 맞는 진단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맞춤형 진단이 가능하도록 

주택을 총 145개 유형으로 나누고, 에너지 효율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41개 솔루션을 도출해 

주택유형별 에너지 진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응답자 가정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 효율

개선 솔루션 Best 6과 예상 공사비용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예컨대, 도시재생지역 내 리모델링 수요가 많고 

가꿈주택 사업 신청이 활발한 1980년 이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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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옥집의 에너지 효율 개선방법 Best 6 솔루션은 

①외벽 외단열 170mm 설치 ②지붕단열 

150mm 설치 ③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④2등급 

이상 창호교체 ⑤지하천정 단열 80mm 교체 ⑥1등급 

에어컨 교체다.

 진단보고서엔 이밖에도 에너지 개선 전후 예상 

에너지 성능 등급 ‧ 효율, 개선효과, 에너지 절감율, 

‘더 시도해볼 수 있는 에너지 효율 개선 Best 6’, 

임차 가구를 위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축 

성능개선 Best 6’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시는 맞춤형 처방으로 제시된 6가지 솔루션을 

실천하면 저층형 주택은 약 30% 이상, 공동주택은 

약 20%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자립마을 ‧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중 

에너지를 더 줄이고 싶거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집수리를 원하는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2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는 ‘서울시 가꿈주택 사업’ 등과 연계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시민협력과 (02)2133-3662〕

서울 대중교통 어디서나 와이파이 

무료로 쓴다…보편적 통신복지 확대

 오는 '20년이면 달리는 서울시내 대중교통 어디서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또 서울숲, 여의도

공원 같은 대형 공원에서 데이터 사용 부담 없이 

유튜브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조깅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를 총 2만개까지 약 2배 수준으로 확대

한다(5월 현재 11,666개)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마을버스에 

'20년까지 공공 와이파이망을 100% 구축한다. 

공공와이파이 사각지대였던 버스 ‧ 마을버스에 공공 

정보통신망이 이와 같이 구축되면 민간통신사의 

와이파이망이 보급돼 있는 지하철에 더해 달리는 

대중교통 어디서나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

 버스의 경우 '20년까지 서울에서 운행하는 총 7,405대

까지 확대 설치, 현재 3.6%(270대)에 머물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망을 100%까지 끌어올린다. 여기엔 

서울시내버스 지선 및 간선버스 6천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등 1,405대가 포함

된다. 서울시내버스는 오는 12월까지, 광역버스는 

’20년까지 구축 완료한다.

 서울시민은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출 ‧ 퇴근

하는 모든 버스 이용자가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루 118만 명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마을버스에도 

오는 10월까지 100% 공공 와이파이망이 전면 

구축된다. 235개 노선 총 1,499대가 대상이다. 

마을버스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면 광역시 

단위  공공 와이파이망이 깔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공공 와이파이 설치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중앙버스전용차로 358곳, 

‘20년 버스승차대가 설치된 가로변 버스정류소 

2,000개소에 설치할 계획. 전기 등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와이파이 설치가 가능한 모든 정류소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들의 와이파이 사용이 대중교통 이용시간대에 

집중되고, 특히 마을버스는 운영 지역이 지하철 

접근성이 낮은 상대적인 소외 지역인 만큼 우선 

설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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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일상 속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위해 시가 직접 관리하는 10만㎡ 

이상 대형공원 24개소에도 공공 와이파이망을 

'20년까지 구축한다. 총 300개 단말기를 설치할 

예정. 그동안 공원 와이파이 단말기 설치는 대부분 

자치구가 관리하는 소규모 공원에 집중돼 있었다. 

(현재 1,766개 설치)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정보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쉼터를 비롯해 마을공동체와 지역커뮤니티 

공간에도 공공와이파이를 중점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01개 복지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 중인 가운데, 올해 300개 시설에 

추가 인프라가 구축된다.

 시는 민선7기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보편적 통신복지 차원에서 대중교통, 

공원에 역점을 두고 정보소외계층 이용 시설에도 

주력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반영도 완료한 상태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63〕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

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 · 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 · 도 조례로 완화하여,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

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

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

시행인가 신청 이후”(기존 :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기존 : 

종전자산의 70% → 변경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3)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금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044)20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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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18.6)」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②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난립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

하였다.

③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 · 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④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⑤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

보증으로 개편한다.

⑥ 신규 ․ 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을 넘어 도시로! 

이제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

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 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첫째, `16년에 수립한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이 조정된다. 기존 로드맵은 

’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5백~3천㎡)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천㎡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수정하였다.

 둘째, 그간 제로에너지건축은 R&D 실증사업

(노원구 EZ하우스, `13~`18), 건축물 유형별(저층·

고층·단지형) 시범사업(`14~), 인증제도 운영(`17.1~) 

등을 통해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 · 보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년

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백~1천㎡)에 대해 ‘25년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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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 · 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

공사(LH)가 선도하여 공공분양· 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하여 공급유형별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모델 개발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보다 확대하여 

“세종(78호)·동탄2(334호)·부산명지(68호)”에 

총 48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셋째,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19년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옥상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아직 제로

에너지건축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도 다양한 유도 및 지원책이 적용된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승인절차 이행의 

부담으로 하도급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하도급 

제도 운영 실효성이 낮은 실정으로, 하도급이 양성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도급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선

하고자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 제도 실효성 확보(안 제7조)

  실효성이 낮은 현행 하도급율에 따른 적정성

검토 대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하도급 

승인절차 간소화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통보(안 제1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 개정(제29710호, 

2019.4.23 시행)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국토

교통부에 건설기술용역 실적으로 통보하여 업체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반영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7〕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준코드 제정(’16.6)이후 변경된 

코드 및 내용 등을 반영하고 조경설계코드와 조경

공사 표준시방 코드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경수 하자발생 저감 방안, 조경동선시설의 적용

범위 명확화 및 조경동선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 그간 운용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경설계기준) 식재기반 고려사항 추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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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동선시설 명확화(안 KDS 34 30 10, 

안 KDS 34 30 15, 안 KDS 34 30 20 및 

안 KDS 34 50 50)

 - 일반식재기반 반입토양 사전 조사, 인공지반 

안전높이를 1.1m에서 1.2m로 상향, 조경동선

시설 적용범위에 관련법규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도교 범위축소, 안전성 확보 및 기준 추가 등

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식재기반에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등 범위명확화, 가로수 시공시 

감독자 사전협의 및 목재손상 보수방법의 예에 

갈라짐 피해항목 추가 등(안 KCS 34 30 10, 

안 KCS 34 40 10, 안 KCS 33 99 15)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설치대상 확대, 개별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 권장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6 개정)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대상(현행 100세대→

개정 30세대), 다중이용시설(소규모 영화관,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 확대

나. 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권장(안 제11조

제6항 제정)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

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할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필터성능기준 강화(별표1의4, 1의5 개정)

  환기(자연 ‧ 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

하고, 공기여과성능 측정방법 일원화(자연환기

설비 : 중량법, 기계설비환기 : 계수법)

라.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안 제13조

제8항 재정)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산화

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2〕

’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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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차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설계심의

○ 설계적용 수위 검토 시 6개의 시추공 장기 

지하수위 측정 상승폭을 기준으로 시추공 지하

수위에서 1.0m 상향하여 설계수위를 적용한 바, 

이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할 것

○ 가시설의 1, 2차 구간 분할 시공에 따른 1차 

구간 엄지말뚝의 측벽부 응력 이완, 버팀보 

연결에 따른 횡축압 전달 등 구조적 문제 분석 등 

2차 가시설 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시공

방안(순서도 등)을 제시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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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간은 도심지로 인접 건물(노후 등), 지장물 

및 지하수위의 급변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흙막이 가시설을 강성벽체

(CIP, 토류벽 콘크리트 등)로 상향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제시할 것

○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공법과 

신기술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 

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 분석

하여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 경우 신기술을 

우선 적용토록 검토할 것

■ 제103차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지침 내용을 보완할 것

  - 지원 및 공용공간을 업무, 창업공간과 업무의 

흐름에 따른 상호 연계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 저층부 중앙의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여, 

공간적인 연결성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통한 

소통 공간을 계획한다.

  - 건설형도전숙 건물과 접근성 및 편리성을 고려한 

계획을 한다.

○ 우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에너지효율

등급 1등급, 지능형 건축물 1등급, LEED 인증 

기준 적용,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적용 

등에 관한 내용과 우리시 ‘장애인 등 편익 

증진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적용 실무매뉴얼’에 

따라 BF 최우수등급 적용에 관한 내용을 검토 ·

반영할 것

○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할 것

○ 과업내용서내 전문시방서와 관련된 내용은 

2018년 전면 개정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할 것

○ 충분한 환기 유지 및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는 공조계획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것

■ 제104차 3,4호선 지축~구파발역 등 10개 구간 

고가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라이닝 천장 종방향 보수부 재균열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고 일부 

균열은 현장손상과 외관조사망도가 서로 다르므로 

재확인하여 정확한 균열폭에 따른 적정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시점부(상행) 산마루 측구부에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임시 흙포대를 설치하였으나 우수시 

추가 토사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강방안을 제시할 것

○ 기존에 시행된 GPR탐사 조사자료와 기존 섬유

보강, 탄소섬유보강, 강판보강, 유리섬유보강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바, 관련 조사 및 

분석 내용을 보완 제시할 것 

○ 시설물안전법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

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물의 적극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것

■ 제105차 4호선 수유~미아역 등 5개 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균열 등 손상 및 내구성 조사 등은 추이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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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이력관리할 수 있도록 전차 및 

금회 조사 분석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수록할 것

○ 모타카 화재 발생 구간은 고온에 따른 콘크리트 

수축 팽창으로 인하여 내구성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표면 공극 발생시 철근 부식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에 대한 화재 영향을 추가 검토할 것

○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검토조건 1,2,3에 

대한 구분 사유를 제시하고 강도설계법, 허용

응력설계법 등 검토방법 표기, 지지지반의 종류 

및 물성치, 지하수위 등 적용 근거 자료를 보완 

수록할 것

■ 제106차 신촌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용여부를 

검토할 것

○ 광장과 같이 외부공간과 연계할 경우 CPTED 

디자인 설계에 대한 지침내용 반영을 검토할 것

○ 지하층에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차수설비

(침수방지설비)에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기 바람

○ 에스컬레이터 세부지침에 CCTV 설치하여 원격

감시 가능조치(원격제어시 시야확보하여 2차 

사고 방지) 항목을 추가할 것

○ 각 시설용도별(도서관, 문화예술교육센터 등) 

개략적 시설 규모, 시설 계획시 고려사항 등 

세부적인 시설 요구사항이 제시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시에는 조경분야 자문

위원으로 서울시 ‘공공조경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107차 대모산 자락길(무장애나눔길) 조성 

설계심의

○ 데크로드 높이가 1.5m 이상이거나 이용객이 

모이는 데크쉼터 등 공간의 안전난간과 데크

기둥은 난간살 간격 조정 및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검토 보완할 것

○ 데크로드D의 목교는 기초가 석축 배면에 접하여 

석축 유실과 목교 기초 지지력이 확보가 가능

한지 목교 기초위치에 따른 목교연장 검토가 

요구됨

○ 우기 이후 석축배면에 매설한 교량기초와 기존 

석축이 안전을 유지하도록 기초 형태 및 지반

상태 검토 요망

○ 데크로드 횡단면상 얕은 기초는 일정 심도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자락길에 identity를 갖게 하여 이야기가 있는 

길이 되도록 구상할 것(구상안에 따른 식재/

시설물 등이 조화롭게 배치할 것)

○ 데크쉼터와 데크참, 안전난간 계획도와 상세도가 

상이한 부분 재검토

○ 불필요한 중복 노선, 샛길 등은 폐쇄하여 

산림 · 생태계 복원유도

■ 제108차 광나루 자전거도로변 이용숲 조성사업 

설계심의

○ 대왕참나무(조형) 등 특정한 수목과 이팝나무, 

왕벚나무 등 일반적인 수목 품질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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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검수 시 필요한 수종별 특별시방서를 

추가할 것

○ 주변 환경과의 조화, 생태적 기능(식이식물, 

밀원식물 등)을 고려하여 식재 수종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키큰나무의 경우 뿌리가 제방 제체에 침투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식재 이격거리를 두거나 침입

방지 시설을 검토할 것

○ 대상지 주변 우점하고 있는 환삼덩굴, 가시박 등 

덩굴성 위해식물로 인한 식재지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자전거 이용자의 한강 조망 및 개방감이 저

해되지 않도록 수목식재 간격을 조정하고 통

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고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 제109차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교육혁신

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변경)

○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건물 외부 입면에 계획한 

로이복층유리 공사 전 철제프레임 공사에 필요한 

별도의 상세 또는 시방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시설계시 반영 바람

○ 건축 비구조 요소를 위한 조치(내진관련)와 

관련하여, 건물 내부 조적 및 칸막이벽, 건물

외부 석재마감 등에 대한 지진의 영향(전도, 

탈락 등) 방지에 필요한 별도의 앵커지지 상세 

및 시방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시설계시 반영 바람

○ 해석 시 지상층 외곽에 전체적으로 벽체를 

설치하여 강성이 과대평가됨. 구조물의 정확한 

거동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설계 및 해석 

모델링에 대해 재검토 바람.

○ 지상층 외곽 G11 거더와 같이 비틀림이 

발생하는 부재는 비틀림에 대한 안전여부 

검토 바람

○ 지상1층 바닥 X12~X13/Y4’ 구간 단면도 작성

하여 지하외벽과 1층 단차나는 구간의 연결부를 

명확히 표현하기 바람. 또한 기타 1층 옥내외 

단차구간도 상세를 작성 바람

○ 전기차 충전장치(7대/전체 235대)에 대한 

확장성과 장애인용에 대해 검토 바람

■ 제110차 서리풀터널 상부 무장애 벚꽃길 조성 

설계심의

○ 터널옹벽 배수로 위 데크로드 설치부분은 터널 

관리부서와 협의를 실시하고, 옹벽과 배수로 

안전성 등을 고려한 다른 무장애길 개설방안 

및 위치 변경 등 다각도로 재검토 필요

○ 공원 입구부(황실자이아파트)에 절토 후 2단 

돌쌓기 구간은 집중호우시 유실 및 무너짐 등 

산사태 우려, 계획수정 후 배수시설 등 보완이 

필요함

○ 터널옹벽 배수로(테헤란로) 구간의 경우 도로와 

완충공간 없이 인접하고 있어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데크로드 종점부(테헤란로) 진입 경사로부분은 

주변 도로 및 횡단보도와 연계하여 명확히 

도면 표기할 것

○ 데크를 설치하는 현장 주변에 차량통행과 

주요시설물이 인접하여 설치 중·후에 낙하물 

및 토사유실로 주변 피해가 없도록 안전확보 

요망

○ 불필요한 샛길 등은 폐쇄하여 산림복원 및 

생태계 복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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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차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차량시스템 선정’의 국외․국내 노면전차 관련 

사례, 차량, 시설기준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제시 

관련 유가선트램의 내용을 추가할 것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의 차량기지계획에 

대하여 유가선트램 및 전기 배터리방식 외 

무가선(수소배터리방식 등) 트램에 대한 차량

기지 사항이 검토 될 수 있도록 할 것

○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 용역 특성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추진사항 

합동검토(건설사업 업무추진프로세스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 ‘14.10.13. 참고)

■ 제112차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설계심의

○ 1층 연결 옥외계단(X3-X4 x Y2-Y3 위치)부위는 

옥외에 노출된 부위로서 외부에서 유입된 우수가 

주차장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trench계획 요

   → 지하층 주차장 X3,Y3축 열에 trench 설치

하여 옥외계단에서 유입된 우수가 주차장

쪽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

○ 지하 장애인주차공간 전면 1.2m(폭) 보행전용

통로 확보할 것(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2018.8.10. 개정)

○ 본동의 MAT기초와 X1/Z1열의 F4의 기초형식이 

상이하여 발생할 부등침하의 우려와 지하외벽의 

절곡부가 많아 시공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하외벽 외곽선을 변경하여 기초를 

단일화하여 시공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검토 바람

   → 지반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질기초 사용이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독립기초와 

MAT기초를 변경하여 전체 MAT 기초로 

변경 검토

○ 주차장 진입로 경사부의 가시설 계획에서 지하층 

외벽 구조물을 감안하면 좌측부의 토공면적 

편입이 많은 상태이므로 굴착계획의 확인이 

필요함

○ 1층 기초의 지반이 성토매립층임, 지내력과 

부등침하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확보

방안을 검토 바람

   → 기초 지반 치환방법 및 구조적 안전성 부분 

등에 대한 사항은 재검토 후 토질 및 기초

분야 위원과 건축구조분야 위원에게 재검토 

받을 것

■ 제113차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입찰

방법 변경심의

○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하되, 기술 70%, 가격 30%가 적정함

○ 설계평가시 채점방법에 대한 자문사항은 발주

기관 의견대로 평가항목별 10%, 총점 10% 

차등평가 적용하는 것이 적정함

■ 제114차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간) 지하차도 

설치공사 입찰방법심의

○ 입찰방법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가중치 기준방식

○ 분리발주 대상 해당여부 : 발주기관에서 검토

하여 제시한대로 분리발주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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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부재의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된 철골부재 (H형강, T형강)의 일부를

 상부로 돌출되어 슬래브와 일체화되는 비정형 프리캐스트 합성보(제860호)

(보호기간 :  2019. 02. 27. ～ 2027. 02. 2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층고절감 효과 및 공기단축을 위하여 지상 및 지하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PC부재의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된 철골부재(H형강, T형강) 일부를 상부로 돌출시켜 슬래브와 

일체화 시킨 강접합 비정형프리캐스트 합성보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L형 포켓트 앵글 사용을 통한 효율적이며 안전한 고중량 프리캐스트 합성보의 설치 구현

    (1) 연결 플레이트의 가볼트 작업(임시볼트 설치)을 non-critical로 유도

    (2) 보-철골 접합부의 개선

    (3) 크레인 양중 상태의 작업량 감소

 ⇒ 고소작업 위험성이 획기적으로 감소됨과 동시에 고중량 프리캐스트 합성보의 신속한 설치 가능

복합보 내에 설치되는 철골 모듈 양중 및 설치 : L형 포켓트 앵글내로 삽입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위치) 발 주 자 시 공 자 공사기간 시공규모 특 징

1
개성 종합지원
센터 건립공사

조달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금호산업(주)
2007.11.15∼
2009.07.30

적용부분 :
지상 15층

현지 촬영 동영상 자료 보관
(남북경협 센터)

2
서교자이

(합정메세나폴리스)
(주)메이저
디벨로프먼트

GS 건설
주식회사

2008.07.01∼
2012.06.30

적용부분 :
지하 6개층

민간공사

3 이수자이 (주)생보 부동산 신탁
GS 건설
주식회사

2008.02.11∼
2010.12.31

적용부분 :
지하 6개층

민간공사

4
프리캐스트 복합보의
자동화 시공 시연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2018.08∼
2018.10

시범 적용
H형, T형 철골이 돌출된
합성 보의 테스트 시공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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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이 합성보 공법에서는 철골 접합방식 기반으로 고중량 프리캐스트의 접합방식을 개선하여  오피스, 

주상복합 뿐만 아니라 물류창고 등 고중량 프레임에 효율적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 범위를 파이프랙을 포함한 플랜트 구조물로 확대 시킬 때에는 그 적용 시장성은 매우 넓다 

할 수 있다. 특히 이 복합보를 이용한 파이프랙 분야에의 진출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 신기술과 유사기술의 차별성 및 신기술의 수준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존 건설 시장은 철골의 사용과 콘크리트의 적용이 나누어져 있으며 보부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상부에서 SRC 보부재는 현장 타설이라 할지라도 그리 활발하게 적용 되고 있지는 

않으며 프리캐스트 SRC는 이 신기술 이외에 적용 예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는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SRC 보부재의 혁신적인 적용과 보급을 국내외에서 가능하게 

구 분 내 용 차 별 성

구조형상

․PC부재에 삽입된 H형강 및 T형강 등 다양한
형태의 철골 일부가 상부로 돌출되어 슬래브와
함께 비정형으로 일체화된 부재
․콘크리트의 절감과 중량 감소를 위해 중공형
복합보를 개발하였고, 장경간 적용을 위해
프리스트레싱을 도입도 가능함

․건물 층수의 추가 혹은 건물의 높이를 낮출 수
있음
․지하깊이가 감소하여 지하 굴토량이 감소
․물량감소 및 경제성이 향상됨

경간 모듈화
․하중의 작용 형태에 따라서 철골적용 길이를
조정 가능함

․하중을 효율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철골을 복합보
길이 방향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특허 권리사항)

보 기둥
접합부 시공

․프리캐스트 SRC 접합부를 철골 시공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공함으로써 보-기둥 접합부
시공성 개선
․프레임 모듈러 시공 가능(H · T형강 등 다양한
형태의 철골을 선택적으로 사용)
․하중 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철골 배치(단부
혹은 단부+중앙부 또는 전경간)

․철골 접합부와 동일한 시공방법에 의한 공기단축
․가설 부재 및 인력투입 감소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석 확보
․철골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프리캐스트의
시공성 대폭 향상이 가능하여짐.
․단순 거치된 프리캐스트와 달리 보 단부를 모멘트로
구속하여 처짐에 유리하고 물량 절감 효과 발휘
․기존의 SRC구조는 거푸집을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현장 시공절차가 필요함

설계법

․부재의 효율적인 설계 가능
․철골․콘크리트가 완전히 합성된 비정형
SRC단면 중립축 산정
․각 한계상태별 공칭강성 설계
․비탄성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요소
해석 테크닉 개발

․변형율 적합성 기반의 설계법을 개발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한 구조설계식 및 실험 검증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정밀해석가능
․기존의 구조설계 방식으로도 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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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또한 동종분야 기술수준을 선도하고 주변 유사 공법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간단한 프리캐스트 제작 시설만 구비되어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간편하게 제작 및 적용이 가능

하다. 특히 모든 개발 과정은 SCI(E) 논문에 여러편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미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기술 대체는 물론 기술수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할 수 있다. 

건물 골조의 경우 프리캐스트 제작 매출액이 클 수 있으므로 기술료 수입 규모는 상당한 수준

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 기존 구조 설계 단가와 동일

  (2) 공사비
      이 신기술의 경우 비교기술들에 비해 우수한 공사비 절감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3) 공사기간

< 기존 기술(RC)과 비교된 공사기간 단축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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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관리비

    ① 내구성, 수명연장, 안전성 증대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절감효과 

      ○ 층고절감

      ○ 콘크리트 타설량의 감소

      ○ 거푸집 배제로 인한 시공 유지 관리의 효율성

      ○ 내화피복 자체가 불필요 

      ○ 가변형 구조 계획의 효율성

      ○ 조립 및 설치 시 인력 및 장비 투입량 효율화

    ② 생애주기비용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 : 유지원가(현재 가치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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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경부하 저감

      ○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써 벽식 공동주택에 적용 시 철근은 약 60%, 콘크리트는 약 30%, 

거푸집은 약 80% 정도의 CO₂ 배출량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② 시장확대, 고용창출

      ○ 지금까지 시도 되지 않았던 신규 분야로써 건물골조 전체에 적용됨으로 파생되는 시장 효과

(기초, 기둥, 슬래브, 전단벽 등 전체 구조 요소에도 영향을 미침)와 고용창출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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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다발로 이용한 듀얼텐던시스템 적용 단부 절취형 

전도방지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I형 거더 공법(오뚜기 거더 공법) (제861호)

(보호기간 :  2019. 03. 14. ～ 2027. 03. 1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2,160 MPa 이상의 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쉬스관 없이 다발로 사용한 듀얼텐던

시스템을 적용하여 텐던의 편심량을 증가시키고 콘크리트 탄성변형에 의한 프리스트레스 손실을 

최소화하며 텐던의 거더 전단면 정중앙 배치와 양단부에서의 균등한 긴장력 도입으로 횡만곡 현상을 

방지하면서 그라우트 시공을 배제하여 강연선 부식방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품질확보가 가능하며, 

교량거더 양단의 하부를 절취하여 거더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받침점을 상향시켜 가설 시 발생 

우려되는 전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I형 거더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의 전체적인 시공 절차는 일반적인 PSC I형 거더공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오뚜기 거더의 

거푸집은 단부가 절취된 형태이며 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사용한 고정 정착장치를 설치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 쉬스관 설치가 필요 없다. 강연선 인장 후 그라우트 작업 및 그라우트 양생기간이 생략

되고 가설 시 전도방지시설 설치공정이 배제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이다.

1. 철근 조립/강연선 배치 2. 고정 정착구 설치 3. 거푸집 조립

4. 콘크리트 타설 5. 거더 증기 양생 6. 강재 거푸집 해체

7. 고강도 모노텐던 인장 8. 거 치 9. 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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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이 신기술은 국토교통부 건설기술혁신사업으로 개발된 기술로서 2014년 9월에 연구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나, 국내 교량 시장에서는 현장적용 실적이 없으면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과 설계-발주-

시공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매우 긴 특성으로 인하여 시공 실적이 1건(국도 35호선 목계교 개축

공사)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현재 10여 개의 프로젝트에 실시설계 반영이 되어 있으며, 해외에도 

시공을 위한 설계검토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적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향후 활용전망

     콘크리트 재료의 고강도화 진척속도가 약 3.3배(fck=24→80MPa)로 약 1.6배(SM490→HSB800)인 

강재보다 2배 이상 높아 강합성거더 계열이 적용되었던 L=50m 이상의 장경간 시장에서 신기술의 

적용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기술과의 경쟁에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전도사고 

방지, 내진성능 향상, 횡만곡현상 및 강연선 부식 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이 신기술의 활용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에서 오뚜기 거더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도네시아 건설업체 PT. HAKAASTON과 

협력하여 고속도로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설계를 수행 중에 있으며, 세네갈에도 진출하기 위한 홍보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와 세네갈에서 신기술의 적용이 완료된다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교량 시장에서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에서는 전도 방지효과가 있는 단부 절취형 PSC I형 거더는 없으며, 일반적인 공법들의 

정착시스템은 프리텐션 혹은 쉬스관을 연결한 긴장 정착구로 이루어져 있어 강연선 꼬임, 불균등한 

인장력 도입과 강연선 부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기술은 전무하다.

      외국사례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단부를 절취한 PSC거더가 존재하나 부착강연선을 사용하므로 

단부의 줄어든 단면적으로 인한 정착구 개수의 제한 때문에 도입 긴장력의 제한이 있어 35m 이상의 

장경간 교량의 구현이 어려운 형식이다.

      따라서 양단부 하면에 단차를 두면서 2160MPa 이상의 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이용한 듀얼텐던 

모노정착시스템을 적용하여 거더의 전도 방지로 인한 시공 안전성과 거더 및 강연선의 품질을 동시에 

해결한 기술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없으므로 신규성이 확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최근 신형식 PSC I형 거더 공법들은 경제적, 구조적 및 미관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개량을 통한 

50m 이상 장경간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신기술인 오뚜기거더는 50m 이상의 장경간을 가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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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시 횡만곡현상 및 거치 시 전도사고 방지, 공용 중에서 강연선의 품질확보가 가능한 교량으로 

개량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PSC거더의 장경간화를 실현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인 일체형 오뚜기 거더는 타 PSC I형 거더공법들과는 달리 복원력 향상을 위한 단부 

절취와 줄어든 정착구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거더와 강연선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적용한 

듀얼텐던 모노정착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오뚜기 거더는 철도교 및 도로교 형식에 대하여 2017년 한국도로공사의 신기술 심의를 통해 

2017년도 신형식교량 분야 신기술등록(접수번호 2017-기술추천-101)을 완료, 2018년 4~6월 

심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6월 콘크리트학회 기술인증을 취득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전문적인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2160MPa 이상 고강도 강연선 활용 모노텐던과 단일 정착

시스템을 갖는 PSC거더 개발(국토부, 2011~2014)’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실험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 연구과제를 통하여 특허 

10-101325154(전도방지용 교량거더), 특허 10-101471648(하이브리드 텐던 구조를 갖는 콘크리트 

구조체 및 이의 제작방법), 특허 10-101510514(프리스트레스트 거더) 등을 출원하였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품 명 단위 수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계

오뚜기 거더공법 경간 1 23,696,558원 31,016,454원 2,561,302원 57,274,315원

  (2) 공사비

      이 신기술의 직접공사비는 기존 신기술인 IPC거더의 약 89%, e-Beam의 약 87% 수준이며, 

연속교와 같이 거더 본수가 늘어날 경우 오뚜기 거더는 전도방지시설 생략으로 인한 거더 1본당 

거치 소요시간 단축으로 가설 비용 감소로 총공사비는 더욱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대비율

신청 기술 24,180,040원 29,727,444원 2,782,426원 56,689,910원 100%

IPC거더 25,319,401원 37,099,419원 2,048,003원 64,466,823원 114%

e-Beam 26,192,981원 35,874,510원 3,071,418원 65,138,909원 115%

<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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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기간 비교 >

      오뚜기 거더는 가설 시 안전과 시공 후 품질확보뿐만 아니라, 제작에서 거치까지 소요공기도 

줄일 수 있어 현장의 후속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임을 알 수 있다.

  (4) 유지관리비

구 분 오뚜기 IPC DR e-Beam

초기투자비 27.5 32.5 30.2 36.6

유지관리비 122.9 127.0 121.4 135.5

총 LCC 150.3 159.5 151.7 172.1

* 단위 : 백만원(현재가 기준), ** 거더 1본에 대한 LCC 분석결과

< 신기술가 기존기술의 유지관리비용 비교 >

      오뚜기 거더는 기존기술 공법들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8.9∼24.9% 절감되었고 유지관리비는 

–1.2∼9.3%, 총 LCC는 0.9∼12.7%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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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은 정착구 개수을 줄여 자재 사용량 감소로 CO₂ 발생량을 저감시키며, 쉬스관 미사용으로 

현장에서 그라우트 작업을 배제하여 시멘트와 팽창제로 인한 비산먼지 및 폐그라우트가 발생되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이다.

      또한, 단부절취로 인한 거더 받침점이 상향되어 좌 ‧ 우 전도에 대한 복원력 향상으로 이동 및 

가설 시 안전성을 높였고 가설 소요시간 또한 단축되어 시공이 간편하다. 따라서 낙교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교각 현장 및 도심지와 차량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횡단 교량에 사용시 기존 기술들에 

비하여 월등한 안정성과 이를 통한 피해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교량 시장까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인도네시아 세네갈을 비롯한 해외에 활발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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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Electric scooter), 미국 도심의 
새로운 교통수단 대안으로 떠오르다

전동 스쿠터란?

 전동 스쿠터란 흔히 말하는 킥보드 형태의 이동

수단에 충전형 전동장치를 부착해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탈 것을 말한다. 최대 25km/h의 속도로 

일반 킥보드에 비해 월등히 빠르며 탑승 및 조작이 

간편하며 보관 및 주차가 용이하여 도심형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배터리 용량 및 

충전 문제, 가볍지 않은 무게, 주차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도난 우려 등의 문제점이 공존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공유수단(shared mode) 개념을 

접목한 서비스가 등장해 도심지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동 스쿠터 셰어링 시스템 (Scooter sharing system)

 전동 스쿠터 셰어링 시스템이란 기존의 카셰어링 

서비스 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도심 곳곳에 배치된 전동 스쿠터를 직접 

찾아 단기간 대여(short-term rental)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라임(Lime)사가 자전거 셰어링 시스템의 

자전거 보관 및 재배치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었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2017 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었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현재는 100여개가 넘는 미국 주요 도시와 

유럽, 남미, 아시아 등에 전파되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다. 이용자는 

앱을 통해서 근처의 전동 스쿠터를 검색하고 이용

할 수 있으며 반납 시에도 앱을 활용해 이용을 

종료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둘째, 이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운영된다. 이용자 중심이란 스쿠터의 

대여 및 이용뿐만 아니라 충전 및 재배치와 같은 

사후관리까지 이용자들이 일정 금액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셰어링 

시스템의 난제인 ‘장비의 회수 및 재배치에 투입

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였다.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시스템은 크게 이용자(user)와 충전자(charger)로 

구분된다. 이용자는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에는 스쿠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잠금을 해지(unlock)한다. 이후 스쿠터를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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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이용한 뒤,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안전 

하게 주차하고 이용을 종료한다. 이용요금1)을 

지불하면 해당 스쿠터는 잠금상태(lock)로 전환된다.

 충전자는 이용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deposit)을 내면 충전기가 배달되며 스마트폰 

앱에 충전자를 위한 별도 항목이 활성화된다. 

특정시간 이후부터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아 

충전이 필요한 스쿠터들은 앱의 지도에 표시되어 

충전자는 본인이 원하는 스쿠터를 직접 수거할 

수 있다. 수거 후에는 차량을 완충시킨 뒤, 근처에 

지정된 주차 구역에 가져다 놓으면 된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대당 최소 5달러에서 최대 

20달러를 다음날 즉시 지급 받는다.

시스템의 장단점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도심 내 이용자들에게 

뛰어난 접근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미국 도심에서 

차량이 없을 경우에 2마일(약 3.2km) 내외의 

단거리 통행을 위한 이동수단은 마땅치 않다. 대중

교통 수단은 접근 및 대기 시간, 이용요금 등으로 

인해 선호되지 않으며 보행은 느린 속도, 자전거는 

소유와 보관의 불편함, 택시는 높은 비용이라는 

단점이 있다. 전동 스쿠터 셰어링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자전거만큼 빠르게 

이동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곳에서 픽업하고 반납

할 수 있으며 저렴한 요금제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 이러한 장점은 단거리 이동이 특히 

많은 대학캠퍼스나 술집과 음식점 등이 밀집한 

도심지에서 그 효율이 극대화되며 실제로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낮은 접근성을 전동 스쿠터가 보완

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선호도도 함께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비용과 시간을 비교

하여 점차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 시스템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다. 

우선 관련 교통사고의 증가가 눈에 띈다. 전동 

스쿠터는 도로 법률상 보행자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지만 이용자들은 안전장비를 

갖추기 어렵고 이들을 위한 안전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CNN 

리포트2)에 따르면 머리나 목 부상과 같은 중상 

비율이 약 40%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지역은 헬멧 

의무착용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서둘러 제정하는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이다. 시스템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전동 스쿠터의 유지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길거리에 전동 스쿠터가 아무렇게나 방치

되어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핸들 및 타이어 

등의 주요 부품 파손 및 오작동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사항 또한 많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일부 

충전자들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스쿠터를 

수거3)하거나 훔쳐가는 상황도 발생한다.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한 보고서4)에 따르면 세계 전동 스쿠터 시장 

자체는 2018년 기준 170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연평균 8.5% 성장률로 향후 약 1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OEM 제품의 공급, 배터리 

생산 비용의 감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 

증가 등이 전동 스쿠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 이 상승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Lime)사와 버드(Bird)사 등이 제공하는 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현재 미국은 

앞서 언급한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우버(Uber)와 리프트(Lyft), 그리고 기타 스타트업 

업체들이 꾸준히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참고로 

‘The Information’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버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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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운행에 따른 수입은 회당 약 3.65달러, 

연간 매출 증가세는 2.5억 달러로 기존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전동 스쿠터 셰어링 

시스템은 미국 도심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거리 통행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대중교통 수단과 도심 내 소외 지역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 단계 진화한 공유경제 시스템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안전장비 의무화, 

안전시설 배치, 자전거와 공존이 가능한 전용차선 

설치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적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 기본요금은 1달러이며 이용시간에 비례해 분당 15센트씩 추가 

지불하게 됨 

2) Arman Azad, That electric scooter might be fund. It also 

might be deadly, CNN, October 1, 2018 

3) 서비스 업체는 수입의 상한성(일일, 한달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4) Industry report of Electric Scooters Market Size & Share, 

Grand View Research, Feb, 2019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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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9년 6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03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설계

․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지하3층/지상12층

․ 건설형 도전숙:지하4층/지상14층

138,360

(2,750)

조건부

채택
건축

106
신촌역 광장 재구조화 사

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부지 5,503.7㎡

․ 연면적 2,750㎡

9,814

(400)

조건부

채택
건축

111
위 례 선(트 램 ) 도 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 위치 : 마천역~복정역·우남역(지선)

․ 규모 : 연장 5.0㎞
(900)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00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 실시설계

· 총연장 : 13,410m

․ 정거장 : 16개소 등

807,476

(17)

조건부

채택
토목

107
대모산 자락길(무장애나눔길) 

조성 실시설계

· 규모 : 900m

· 무장애데크, 수목식재 등

1,112

(46)

조건부

채택
조경

108
광나루 자전거도로변 이용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 교목1,033주, 관목9,240주 식재

· 투수블럭 192㎡부 포장 등

1,455

(45)

조건부

채택
조경

109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교육혁신센터 건립공사 설계(변경)

· 연면적 : 12,059.15㎡전

· 규 모 : 지상2층/지하5층

25,541

(284)

조건부

채택
건축

110
서리풀터널 상부 무장애 

벚꽃길 조성 실시설계

· 왕벚나무 등 12종 식재

· 데크계단 등 20종 설치 등

2,200

(54)
재심의 조경

112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설계

· 연면적 : 6,038.99㎡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15,815

(527)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104
3,4호선 지축~구파발역 등 10개 

구간 고가구조물 정밀안전진단
· 연 장 : 6.492km (866)

조건부

채택
토목

105
4호선 수유~미아역 등 5개 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 연 장 : 6.575km (700)

조건부

채택
토목

입 찰

방 법

심 의

113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입찰방법 변경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360톤/일

· 재활용품 선별시설 : 70톤/일 등

159,671

(20)
- 기계

114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간) 

지하차도 설치공사

·도로연장 : 본선 3~4차로

          (32.5m~34m)

136,500

(10,412)
-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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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9년 6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9.05.

건     축 
강남주민편익시설 환경개선사업 감리용역 
등 26건

11,162 10,298

교 통
창동상계일대 교통영향분석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75 74

기 계 설 비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 
기계설비공사 T.A.B 기술용역 등 6건

611 547

도 로 도로전광표지 구조검토 용역 등 3건 2,383 2,375

도 시 계 획
장위9해제구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지정 
용역 등 6건

1,717 1,663

상 하 수 도
하수사업(단일공사) 공공측량 및 GIS DB 
구축 용역 등 7건

6,158 6,157

소 방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수장고 재배치 
소방공사 감리용역 등 2건

12 9

전 기 통 신
노후 수배전설비 및 전력간선 개량공사 
감리용역 등 8건

244 241

정 밀 진 단
서울시청사(본관 및 서울도서관) 
정밀안전점검 등 12건

1,047 1,017

조 경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

50 42

지 하 철
수락산 외 1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36공구) 계측관리 용역 등 2건

175 173

기 타 환구단 보수공사 설계용역 등 2건 26 26

 계 77건 23,660 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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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9년 제118 · 119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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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7.25 8.10 9.11 9.16~9.19 11.2~11.11 11.22

< 2019년 제66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6.21~6.27
7.13~
7.14

7.19 7.22~7.25 8.24~9.6
9.20
9.27

< 2019년 제2 · 3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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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7.11 8.04 8.30 9.02~9.05 10.12~10.25
11.01
11.22

< 2019년 제3 · 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6.21~6.27 7.13~7.21 7.26 7.29~8.01
8.24~
9.06

9.20
9.27

8.23~8.29 9.28~10.6 10.18 10.28~10.31
11.23
~12.6

12.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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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루프 (Hyperloop)
    

 하이퍼루프는 2013년 여름에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모터스와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CEO인 

엘론 머스크가 고안 · 공개한 차세대 이동수단인 

초고속 진공튜브 캡슐열차를 말한다. 공기 마찰이 

없는 진공튜브와 시속 1,300km로 달리는 캡슐형 

열차로 구성된다.

 엘론 머스크의 구상안에 따르면 이 초고속 열차는 

일종의 ‘열차 총(Rail Gun)’ 개념으로 진공상태와 

다를 바 없는 튜브 속에서 열차를 한 량씩 발사하는 

형식으로 가동한다. 거의 진공상태로 저항을 최소화해 

최고 시속 760마일(약 1,220km)까지 속도를 높여 

달린다는 논리다.

 하이퍼루프는 자기장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고, 

바닥으로 공기를 분사해 마찰력을 줄인다. 여기에 필요한 

전력은 튜브의 외벽을 감싼 태양광 패널로 얻는다.

 이 열차가 현실화한다면 차로 최소 6시간이나 걸리는 

샌프란시스코~LA 구간 이동시간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제작 비용도 여객 전용이면 60억 달러

(약 6조 7,000억 원), 여객과 화물 운송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면 75억 달러 밖에 소요되지 않아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하려 하고 있는 고속철(추산 

비용 684억 달러 · 샌프란시스코 ~ LA 구간 평균 

시속 164마일)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09년부터 이미 공기를 뺀 

원통형 기밀튜브 안을 달리는 자기부상 고속 운송 

시스템인 HTX 핵심기술 연구를 하고 있었다. 지난

해에는 핵심 설비인 아진공 기밀 튜브를, 최근에는 

자기부상 핵심 요소인 초전도 전자석 시작품을 만들어 

시운전에도 성공했다.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려면 

냉동기가 필수였는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전자석 시제품은 냉동기 없이도 오랜 시간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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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