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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일반 조인트교량(Joint Bridge)은 온도 및 습도 등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상부구조 신축을 처리하기 

위해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받침과 같은 기계적 구조요소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계적 

요소는 공용 중 활하중 또는 2차 하중의 영향으로 파손이 빈번하여 교량의 내구성 저하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체식교대 교량(Integral Abutment 

Bridge; 이하 일체식 교량)을 포함하는 무조인트 교량(Jointless Bridge) 형식은 외부 환경 변화로 

발생되는 유지관리 요소를 최소화하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량 상부구조 건설 시 

기계적 이동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교량 형식을 총칭한다.

 현재 국내에 건설되어 공용 중인 대다수의 중소교량은 상시 외기 온도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부

구조의 신축 변위를 상부구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신축이음장치와 받침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계적 신축이음장치는 주행차량의 지속적 작용 하중에 의해 주행소음, 변형, 충격 등을 

발생시키며, 사용연한이 증가됨에 따라 이음부에 이물질이 누적되어 기계적 장치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

시켜서 조인트 교량의 대표적인 유지관리 요소가 된다. 특히, 신축이음장치는 동절기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이나 우수가 교량하부구조로 유입되는 경로 역할을 하여 거더단부와 교량받침의 내구성 및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신축이음장치나 받침을 설치하지 않는 

일체식 교량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 약 3,000개소가 공용 중

이었으며, 2004년에는 약 13,000개소로 일체식 교량이 계획‧반영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유지관리업무의 

저감을 위하여 발생 원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구조물의 내구성 증대 및 생애주기비용 

절감을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라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국외 시공사례 분석 및 국내 실용화연구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전-통영 고속

도로 건설공사에 2001년 국내 최초로 기술을 실용화하여 3경간 90m PSC beam 교량을 건설하였다. 

이후 완공 교량에 대한 공용 중 계측과 분석을 실시하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여 현장에 적용 중이다.

》  칼  럼

 무조인트 교량 기술의 현황과 적용성
   
    박 종 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지승컨설턴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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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체 식 교 량 기 술 현 황

 무조인트 교량은 신축이음장치의 사용 유무 기준으로 교량을 구분 시 가장 큰 광의 개념으로 이미 

기술자들에게 친숙한 라멘교, 아치교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적용 되어온 교량형식 이다. 

일체식 교대 교량은 무조인트 교량 형식 중·상부구조, 교대벽체와 접속슬래브를 일체 시공하고 신축

조절장치(Cyclic Control Joint)를 단순화하여 도로부에 위치하게 하는 교량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상기 정통적인 구조 개념을 적용하여 일체식 교량을 구분하면 완전일체식교대 교량(Full Integral 

Abutment Bridge)과 반일체식교대 교량(Semi-Integral Abutment Bridge)으로 대구분이 가능하다(그림 1). 

그 외 신축이음장치의 유지관리의 편의성 증대 목적으로 변형된 개념의 일부 교량 형식(슬래브 확장형식)이 

존재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기 두 개념의 교량형식이 학술적으로 일체식 교량으로 정의되고 있다. 

구 분 개 요 도

일반 조인트교량

(Joint Bridge)

완전일체식 

교대 교량

(Full Integral 

Abutment 

Bridge)

반일체식 

교대 교량

(Semi Integral 

Abutment 

Bridge)

그림 1. 일체식 교대 교량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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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완전 일체식 교대 교량

 완전 일체식 교대 교량의 주요 구성요소는 그림 2와 같다. 완전 일체식 교대 교량은 상부구조 요소인 

거더 및 바닥판과 낮은 높이의 교대를 일체화 시공하고 일렬 H말뚝으로 적용함으로써, 상부구조의 

온도신축으로 발생하는 수평 또는 회전 변위를 손쉽게 수용하는 특정 교량 형식을 의미한다. 기본 개념상 

교대부는 시공단계에 따라 교대기초와 단부벽체로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교대는 외기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변위와 거더 단부 회전에 대해 유연성(Flexibility)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일렬 H말뚝으로 지지된다.

 완전 일체식 교량의 중요한 특성은 상부구조가 교대와 일체로 시공되는 점으로써 온도 변화로 발생

하는 상부구조의 신축변위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받침을 제거하고 신축조절

장치가 설치된다. 신축조절장치는 일반 조인트 교량과 다르게 교대 구조체의 상부에 위치하지 않고 

도로부의 접속슬래브 끝단에 간단한 형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완전 일체식 교대 교량 반일체식 교대 교량

그림 2. 일체식 교대 교량의 주요 구성

 나. 반일체식 교대 교량

 일체식 교대 교량은 적용조건(연장, 사각, 곡률반경, 평면선형 등)에 한계를 갖는다. 완전일체식 교대 

교량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일체로 거동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적용 가능한 최대 연장에 

한계를 갖는다(한국도로공사, 2016). 반일체식 교대 교량은 상부구조와 단부벽체를 일체화하여 신축

이음장치를 배제하고, 교량받침을 사용하여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분리된 구조이다(그림 2). 구조적으로 

상부 온도신축 변위로 인한 하중이 하부구조(교대벽체 및 파일)로 전달되지 않게 되므로, 반일체식 

교대 교량의 거동은 완전 일체식 교대 교량과 다른 양상으로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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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활 용 현 황

 국내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2001년 최초 시공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지속적인 기술연구를 수행

하여 일체식 교대 교량 설계지침(한국도로공사, 2009)을 제정하여 고속국도 교량의 무조인트화를 목표로 

일체식 교량 형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일체식 교대 교량 설계지침을 개정하여 

일체식 교량의 일반적 적용제한조건(총연장길이, 교량사각, 종단구배, 파일 지지조건 등)을 완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적용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개략적인 국내 고속국도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이 외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은 지자체 하천 교량을 포함하는 경우 그 적용사례는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체식 교량은 엄격한 적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물론 충분한 근거를 공학적

으로 규명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에만 그 적용이 권장됨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적용을 추진함이 중요하다.

표1. 고속국도 일체식교량 적용 실적 (2016년 기준)

구   분 공용 / 시공 중 설    계 합    계

완전 일체식  3 개소   4 개소   7 개소

반 일체식 43 개소 129 개소 172 개소

합      계 46 개소 133 개소 179 개소

3. 기 존 교 량 무 조 인 트 화 기 술 현 황
 공용 중 교량의 신축이음부 파손과 연관된 받침부 손상은 심한 경우, 교량 구조물에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하여 붕괴에까지 이르게 하는 근원적인 유지관리 핵심적 구조요소가 되고 있다. 아래 표2는 공용 중 

교량에서 조사된 부재별 손상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총 손상빈도 중 누수 관련 손상빈도는 14%이며, 

특히 교대는 누수 관련 손상빈도가 2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대 누수의 근본 원인은 신축

이음장치임을 고려할 때, 교량 부재별 손상빈도 조사결과는 공용 중 교량의 유지관리에서 신축이음장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표2. 교량 부재별 손상빈도 (이일근, 2015)

구    분 누수 관련 손상빈도 (A) 총 손상빈도 (B) A/B

계 1,756 12,541 14.0%

바  닥  판 127 2,756 4.6%

콘크리트거더 32 1,083 3.0%

강 재 거 더 469 2,274 20.6%

교      대 535 2,597 20.6%

교      각 146 1,875 7.8%

받      침 447 1,956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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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에서, 오랜 공용기간(10년 내외)을 가진 연장이 크지 않은 교량에 대하여 신축이음장치를 

제거하여 공용 중 교량의 무조인트화를 도모하는 보수 및 보강 방법이 연구되어 적용되고 있다. 신축

이음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고속도로공사(NEXCO)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의한 

조인트(RC연결조인트) 연결개발을 착수하여 2008년 시행·도입하였다. RC연결조인트는 기존의 신축이음

장치를 제거하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교대 흉벽과 상부슬래브를 강결하여 신축이음부의 누수를 원천 

배제하는 공법이다. 

 기존에 분리되었던 교대가 상부구조와 강결됨으로써 상부구조의 온도에 따른 신축 거동 시 동시에 

거동함으로써 연결부에 큰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된다. 그림 3과 같이 하부 구조나 기초 구조가 

변형되어 온도변화에 의한 거더 수축을 수용함으로써 신축장치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대상 구조물은 콘크리트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이 모두 발생되어 재료적인 

특징에 의한 추가적인 수축현상이 없으며 상부구조의 설계 신축량이 20mm이하인 콘크리트교에 적용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RC연결조인트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RC연결조인트의 구조거동 개요

(a) 기본 구조 (b) 연결부 상세

그림 4. RC연결조인트의 기본구조

 국내에서, 기존교량 무조인화 공법(흉벽 일체식 교대 교량)은 그 특성에 대한 국외 시공사례 및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강원본부에서 2016년 7월 동해선 망상IC 인근 

망상3교(준공 2004년, 직교, 연장 30m)에 최초로 도입하였다(그림 5). 이 후 고속국도 교량 중 신축

이음장치 교체를 대신하여 확대 적용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흉벽 일체식 교대 

교량 확대 적용을 위하여 관련 기술연구를 수행하였다(한국도로공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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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형식 PSC Beam

경간구성 L = 1 @ 30 = 30m

폭   원 B = 11.825+20+11.625 m

형   고 H = 2.2 m

 하부형식 역 T 형 + 말뚝기초

(a) 기존 신축이음장치 (b) 변경 후(흉벽 일체화)

그림 5. 흉벽 일체식 교대 교량 적용현황(망상IC교)

4. 맺 음 말
 이상과 같이 교량 유지관리의 핵심 요소인 신축이음장치를 가능한 배제하는 기술적용이 최근 기술 

추세이다. 일체식 교량을 오랜 기간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각 주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교량 계획 시 조인트 교량의 적용을 배제함이 최우선 조건이 되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일체식 교량을 

도입한 국내의 경우도 매우 활발하게 공법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이나, 기존 교량에 익숙한 기술자들이 

아직도 본 교량 공법의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교량 공용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써 신축이음장치를 배제하는 본 공법의 확대적용은 초기 건설 투입비용의 

절감은 물론 생애주기비용을 고려 시 매우 현명한 선택이며, 다수의 교량이 건설되고 공용 중인 상황과 

목적에 맞는 우수한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많은 기술자들과 공유함이 교량기술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조적 거동 측면에서는 다르나 기존 중소형 교량의 보수 및 보강 방법으로 흉벽 

일체식 교대 교량 개념 또한 향후 그 적용의 확대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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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tation(VDOT), “Manual of the Structure and Bridge Division”, Part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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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용산 방치됐던 고가하부 

‘생활SOC’ 변신…설계공모 당선작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방치된 공간이었던 성북구 

종암사거리 고가하부 약 1,343㎡ 규모의 부지가 

생활체육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하부엔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반투명 지붕과 목재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이 설치된다. 내부엔 농구, 풋살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 공간, 요가‧명상 등 정적인 운동을 

하거나 주민들이 쉬어가는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선다. 

주변 도로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경관도 

화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외벽에 담쟁이 

식물도 심는다.

 버스정류장과 인접해 벤치만 놓여있어 삭막했던 

용산구 한남1 고가하부 약 2,305㎡ 부지는 마치 

수목원처럼 녹색 식물이 자라나는 주민 휴식공간

으로 바뀐다. 고가하부에 꽃잎을 형상화한 구조물을 

설치, 이를 타고 자라는 음지식물을 심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또 고가하부의 경사지형을 여러 개 단으로 

나눠 설치됐던 기존 벤치에선 주민들이 만남, 명상, 

소공연, 야외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서울시는 고가차도, 철도 상‧하부, 교통섬 등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지역 밀착형 공공문화 공간

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7년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183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한 후 활용 가능한 37곳을 선정해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성북구 종암사거리 고가하부’ 최종 당선작은 박정환‧
송상헌(심플렉스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이다.

 서울시는 당선작이 실제로 구현되면 영유아와 

유소년, 노년 등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커뮤니티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성북구 종암사거리 당선작 >

 ‘용산구 한남1 고가하부’는 공공건축가 천장환의 

설계안이 최종 선정됐다.

< 용산구 한남1 고가하부 당선작 >

 서울시는 성북구‧용산구에 대한 설계공모 당선작을 

본격화해 내년 6월 개관하고, 올 하반기엔 금천구, 

중랑구 고가하부에 대한 설계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공간개선단 (02)2133-7631〕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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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례선(트램) 기본계획용역 

발주, 사업 본격화
 서울시가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위례선(트램)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례선(트램) 건설을 위한 법정계획으로 

용역비 약 9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8월부터 

10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위례선(트램)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우남역(지선) 

구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연장 약5km에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된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 도시

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의 평가 / 정거장 위치와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등의 계획을 수립

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72-7141〕

서울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본격

추진…제3자 제안공고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확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19.7.12.부터 

`19.11.11.까지 1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

제안서를 공고기간 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에 걸쳐 평가를 하여 올해 말까지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 삼성역 ~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도시철도로 총 연장 14.7km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위례신도시 지역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고, 송파구, 강남구에 발생

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전문포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7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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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서울시는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하여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19.7.18)
하였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
됨에 따라 전략산업 유치 및 소공인 등에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 공간 제공이 가능하고, 청년스타트업 
공간제공,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 
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여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
하면서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소단위
정비형’과 사업지구에서 역사문화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의무 부과로 잔여 부지를 활용
하여 건축하는 ‘보전정비형’에 대하여,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건폐율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정비 활성화를 지원한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의 건폐율이 적용되나,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하여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 수립․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계획수립의 지속성 및 실현성 등을 
확보하고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지역밀착형 
생활권계획의 취지에 맞게 계획수립 단계부터 
운영․실행단계까지 자치구의 참여를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02)2133-8324〕

서울시, 창동․상계 동서 간 ‘보행교/

보차도교’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내 동서 간 접근성 개선 

및 문화예술, 산업 등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보행교와 

보차도교'가 오는 '23년 중랑천에 들어선다.

 신설교량은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봉구 창동 1-11 ~ 노원구 상계동 820사이 중랑천에 

보·차도교 폭32m, 연장 132m / 보행교 폭10m, 

연장 115m 규모로 건설된다. 

 연결교량은 시민들에게 중랑천을 가로지르는 

산책로로서 쉬어가고 머무를 수 있는 특화공간을 

제공한다.

 ‘23년 준공예정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창동차량기지 옆 동부

간선도로 지하차도 지하화를 통한 상부공원화 

등과 연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이 

지역 일대를 보행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또한, 창동교 및 상계교에 집중되는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교통 환경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준공 예정인 서울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과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보행교 

및 보차도교 2개의 브릿지를 통해 지역의 교통 

수요 분산 효과뿐만 아니라 보행교 자체가 시민의 

문화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동북권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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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은 건축·토목·경관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프랑스 리옹 평화보도교와 

몽생 미셀 둑길을 설계한 세계적인 보행교 전문가인 

프랑스의 디트마 페이팅거(Dietmar Feichtinger)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당선작으로는 동해종합기술공사, ㈜누리플랜, 

혜동 브릿지 주식회사, 폴리머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다이나믹 웨이브’가 선정되었다. 

 당선작은 보차도교·보행교·친수공간·녹지 및 주변 

시설을 하나로 묶는 다이나믹 웨이브(Dynamic 

Wave)라는 역동적인 공간을 제시하였다. 특히 

보행교는 조경과 수변공간, 교량을 하나로 통합

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고, 장경간의 개방감 있는 공간연출과 인근 

철도교량과의 간섭을 최소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아치교로 계획하였으며, 역동적이면서도 유려한 

곡선교로 계획하여 인접한 2개의 교량과 통일된 

경관을 제안하였다. 

 당선작에게는 기본‧실시설계 우선협상권이 주어지며,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말 착공한다는 목표다.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02)2133-8279〕

SH공사, 「제5회 SH청년건축가 설계

공모전」 수상작 발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최한 제5회 SH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에서 숭실대학교 김경환·오종운·이민영씨 

출품작 ‘Housing Exchange Coop’가 스튜디오 

부문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서경택·이승훈·박소진씨 

출품작 ‘호호문구점+호호하우스’가 일반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
(스튜디오 )

- 작품명 : Housing Exchange Coop
- 응모자 : 김경환·오종운·이민영

 스튜디오 부문 대상작품 ‘Housing Exchange 

Coop’은 지방소멸과 대도시 과밀 문제를 주거 교환 

및 생활SOC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한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인구감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속화의 원인은 인구이동에 

있다고 보고, 소멸위기인 남해 광두마을과 마포구 

망원동 교류에 기반 해 1차적으로는 지역에서 

제작·출하되는 물건, 2차적으로는 기술, 3차적으로는 

공간까지 교환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대상
(일반)

- 작품명 : 호호문구점 + 호호하우스
- 응모자 : 서경택·이승훈·박소진

 일반부문 대상작 ‘호호문구점+호호하우스’는 노인·

아동·청년 등의 세대 교류에 근거해 일터와 삶터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삼양동의 초등학교 

가는 길에 위치한 오래된 문구점과 주변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아동창작 문화센터와 청년창작자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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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해 지역 어르신이 호호 문구점을 운영·관리하고, 

청년창작자들은 지역 아동에게 교육과 관련된 창작물을 

제공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는 콘셉트이다.

 이번 공모전은 SH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저층

공공주택을 활용하여 주거공간과 생활SOC가 어우러져 

공간복지가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찾기 

위해 ‘SH 공간복지 혁신플랫폼’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70개 대학 302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하여 

134개 작품을 출품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5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모든 수상자에게는 상금 외 

별도 작품집과 공개 전시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최고상인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와 SH공사의 창업지원 특전이 

제공된다.

 수상자가 특전을 선택할 경우, SH 리모델링 사업에 

기획-설계-시공-운영까지 전 단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① 1년간 창업 공간(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② 일거리(지역 공간복지맵 조사 등), ③ 창업기초

교육(직접시공, 세무신고 등) 등의 창업지원 특전이 

제공된다. 

 수상작은 8월부터 SH공사 지하1층 스마트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작품과 수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02)3410-8588〕

건설근로자 사고예방 VR로 교육…

서울시, 콘텐츠 연말까지 개발

 서울시는 건설근로자가 가상현실 속에서 안전사고를 

건설현장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VR)교육 콘텐츠를 직접 개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는 ‘나에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반드시 지켜야하는 

안전모, 안전고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별내선(1공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와 서부간선도로 건설공사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가상현실(VR)교육을 시행해 

기존의 주입식 교육보다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가상현실(VR) 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만족도가 놓은 가상현실(VR)교육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2019년 추경사업으로 개발 용역비 5.1억 원을 

확보해 서울시 공사현장에 맞는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가상현실 안전교육 콘텐츠는 추락, 감전, 낙하, 

협착, 충돌 등 안전사고가 많은 재해 분야 콘텐츠로 

오는 12월까지 개발 예정이며, 2020년부터 현장

근로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국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안전체험 교육이 가능해 교육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현장을 감독

하는 감독관, 감리단, 시공사도 짧은 시간동안 

사고현장을 실감나게 재현하는 가상현실교육에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 가상현실(VR) 체험은 

짧게는 1분~2분, 길게는 5분 이상이 소요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02)3410-8588〕

서울시, 노량진 ~ 노들섬 한강대교 

공중보행교 ‘백년다리’ 설계안 공개

 서울시가 한강대교 남단(노량진~노들섬)에 보행자 

전용 공중보행교로 개통 예정인 '백년다리'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했다. 

2021년 6월 개통 예정. 

http://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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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작에 따르면 ‘백년다리’는 조선 정조 시대 

‘배다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500m(폭 10.5m) 

길이의 보행자 전용교로 조성된다. 배다리는 정조가 

수원행차 때 한강을 건너기 위해 작은 배들을 

모아 만든 사실상 한강 최초의 인도교였다. 

 ‘백년다리’의 상부데크는 완만한 언덕 형태의 

각기 다른 8개 구조물을 연속적으로 연결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배를 걷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언덕 형태의 구조물은 부유하는 

배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런 곡선의 디자인은 아치교인 

기존 한강대교와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길을 따라 걸으면 변화하는 높이에 따라 한강의 

풍경과 도시의 경관, 아름다운 석양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망할 수 있다. 

 걸어서 지나가버리는 통행 목적으로서의 다리가 

아닌, ‘백년다리’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어 머무를 

수 있도록 한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보행로 

곳곳에 목재 데크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벤치와 

전망테라스, 야외 공연‧전시장, 선베드 같은 시민 

이용시설이 들어선다. 휴식과 조망을 통해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경험하고, 문화적 일상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또, ‘백년다리’는 도심 속 녹색 숲이자 한강 위 

하늘정원으로 조성된다. 보행데크 주변으로 소음과 

바람, 폭염과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꽃과 나무를 

다양하게 식재해 도심에서 마치 시골의 오솔길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한강대교 차로 

부분과 보행교 사이에는 미세먼지 흡착과 열섬화 

예방 효과가 있는 수직정원(green wall)이 설치되고, 

보스턴고사리, 아이비 같은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식물, 로즈마리 같이 향기가 있는 식물, 구절초 

같이 교량 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관리가 쉬운 

다양한 식물들이 곳곳에 식재된다. 

 보행데크 바닥에는 은하수를 투영시켜 놓은 듯

한 작은 조명을 촘촘하게 설치해 ‘밤하늘의 정원

을 연상시키는 빛의 숲’을 연출, 이색적인 야경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량진 방향으로 ‘백년다리’와 연결될 

노량진 고가차도(내년 초 철거 예정) 일부 존치

구간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한 계단을 설치해 ‘백년다리’로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플랫폼도 설치된다. 

 서울시는 국내‧외 총 27:1의 경쟁을 뚫고 국내 

건축사인 권순엽  에스오에이피(SOAP) 대표의  

설계안 <투영된 풍경(REFLECTIVE SCAPE)>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당선작 <투영된 풍경(REFLECTIVE SCAPE)>에 

따르면 정조대왕의 ‘배다리’부터 100년 전 한강 

위에 세워진 인도교, ‘백년다리’까지 한강대교의 

‘시간적’인 켜를 구조적‧경관적 기능을 담은 ‘공간적’인 

켜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다. 또, 백년다리를 한강의 

‘자연’ 경관과 한강대교의 ‘인공’ 경관을 투영시킨 

‘부유하는 풍경’으로 만들고자 했다.

 서울시는 당선팀과 설계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뒤 8월 중 설계계약을 체결,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1년 6월까지 

‘백년다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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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노들섬과 용산이촌동을 잇는 한강대교 

북단 보행교사업을 ‘19.8월 시민,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2020년 국제

현상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2022년 

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백년다리’는 1917년 한강 최초의 인도교로 

첫 개통한 ‘한강대교’의 역사성을 회복해 노량진과 

노들섬을 잇는 공중 보행길로 조성 예정이다. 기존 

한강대교 남단 구간의 아치구조와 교각을 이용해 

쌍둥이 다리 사이에 길이 500m, 폭 10m의 보행교를 

새롭게 설치하는 방식으로, 뉴욕의 브루클린브리지 

같이 차도와 완전히 구분된 보행자 전용교로 건설된다.

 서울시는 '21년 6월 ‘백년다리’가 개통하면 오는 

9월 말 음악 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장을 앞둔 

‘노들섬’으로의 보행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고가 차도 등 도로시설물로 단절됐던 노량진 일대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02)2133-8650〕

서울시, 건설공사 계측관리 용역 개선…

발주처 직접 발주

 건설공사를 할 때 구조물의 기울어짐이나 지하수위, 

지반 변동 등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예측 및 

관리를 위해, 그동안 시공사의 하도발주로 진행해오던 

계측관리가 앞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건설공사에서의 계측은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완공 후의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지반 움직임과 사용부재의 변형,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안전한 시공과 

품질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건설공사의 계측관리는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였기 때문에 시공사가 직접 계측업체를 

선정하였다. 그러다보니 시공사와 계측업체 간에 

상호 견제가 곤란하고, 저가 하도계약으로 인해 

계측 품질이 떨어지는 등 관리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 

시공사, 감리사, 계측협회 등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그동안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하던 계측관리용역을 분리 발주하기로 했다. 계측

관리용역을 분리 발주하게 되면 계측 품질을 높이고 

정확한 계측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실한 계측 전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와 참여 기술인 등에 대한 일정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계측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02)2133-8107〕

건설 현장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18.7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19.3월),
「건설공사 추락사고 방지대책」(`19.4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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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 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으나,

 7월 1일부터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도록 신고체계는 

1단계로 간소화하면서 국토부가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 건설사고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는 사고를 의미(시행령 제4조의2)

 둘째,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추어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

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또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 규정은 

7월 1일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셋째,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 (323/485명)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

하고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던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넷째,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

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

에도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4592〕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 정보(CALS) 

7월 1일부터 전면 공개

 국토교통부에서 보유 중인 도로·하천 분야의 건설

공사‧시설물관리‧보상‧인허가 정보 총 26종을 7월 

1일부로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주요정보 

26종을 자체 웹사이트(www.calspia.go.kr) 또는 

외부 시스템에서 접근‧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했다.

 개인정보‧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일부 자료를 

제외한 공사대장, 준공도서, 시설물 이력, 점용허가, 

설계 VE 실적, 건설사업 사후평가 등 건설공사‧
시설관리 주요 정보들이 이에 해당된다.

http://www.calsp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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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상에서 바로 열람이 가능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보고서 등 첨부파일 형태로 

저장된 자료들도 별도로 파일을 열지 않고도 저장된 

내용검색이 가능하며,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상호 연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터페이스

(Open API)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 총 2,400만 

건과 보고서 등 첨부파일 14만 건을 공개하고, 

‘21년 말까지는 610만 건의 첨부파일도 단계적

으로 전부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3〕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그리고 52개 지하역사와 철도

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 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 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1～8.12) 하였다.

 건축물의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

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 또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 미세

먼지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제곱미터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제곱미터 이상), 영화관(300제곱미터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PM10 150→ 100 ㎍/㎥, PM2.5 50 ㎍/㎥(신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용시설)
PM10 100→ 75 ㎍/㎥, PM2.5 70→ 35 ㎍/㎥

②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 기계 환기설비의 공기 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 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 

환기설비 공기 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 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

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 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③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 제고

  -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

(2020.5.1.)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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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기설비 공기 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공기 

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④ 기술 개발

  -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여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 주거용 건축물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PM2.5, PM1.0) 센싱기술 및 IoT 기반의
스마트 환기설비 개발(‘19.7～’21)

** 환기설비 풍량별 치수 및 교체주기 정의(KS B 6141)와
필터, 열교환 소자 등 환기설비 주요 구성부품 성능
정비(KS B 6879)(‘19.7～’20)

⑤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 확대

  - 한편, 환경부와 국토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 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2019년에는 

우선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753〕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043)870-5379〕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

 앞으로 생활SOC 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공공건축 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7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 ‘3. 부처 지역개발·생활SOC 사업의 현장 실행력
제고’의 세부 개선방안으로 각종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여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 포함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획일적 디자인 및 사용자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고 각 부처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여 이번 「공공
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시행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사업계획 내실화)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AURI)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② (설계 발주방식 개선)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제도를 우선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설계비 2억 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의 대다수가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고, 지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과 설계를 
단일 용역으로 발주함에 따라 디자인 경쟁 없이 
용역 수주업체의 하도급으로 수행되고 있어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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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닐지라도 최저
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단위 개발 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었을 경우,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여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민간전문가 지원 강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전문가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제도로서,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 
원 이상)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였다.

④ (공사 중 디자인 관리 강화)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설계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공공
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공건축 관
련부처(13개)로 구성, 디자인 개선방안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실시(5.24 발족)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개발제한구역, 여가 ․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품으로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 

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

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으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1개소 당 평균 7.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번 사 업 명
(대 상 지) 면적(㎡)

총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7개소 146,966 12,866 5,000 7,866

1
서울시 구로구
개웅산 자락길
조성

10,000 1,429 1,000 429
장기
미집행
공원

2 광주시 광산구
신촌 생활 공원 11,900 1,000 700 300

장기
미집행
공원

3
대전시 동구 대
청호 자연 수변
공원

7,533 445 400 45 근린
공원

4
경기도 성남시
밀리언 근린공
원

37,411 7,563 1,000 6,563
장기
미집행
공원

5
전남도 담양군
한재골 산림생
태문화공원

29,600 500 450 50
장기
미집행
공원

6
전남도 화순군
수만리 생태숲
공원

10,000 500 450 50
장기
미집행
공원

7 경남도 창원시
달천공원 10,000 1,429 1,000 429

장기
미집행
공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4〕

http://www.molit.go.kr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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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디자인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

택지에 3D 계획 적용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도시

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
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여 기획단계에서 

공모 등을 통해 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도시의 

모습과 경관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도시 경관 개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계획 수립, 

걷고 싶은 도시 조성 등이 가능하다.

 

<기존도시계획방식>

先 2D 토지이용
계획 수립
後 3D 건축계획

<도시건축통합계획 방식>

先 3D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좌측)
後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계획 등 수립(우측)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

공사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성남서현(25만㎡, 3천호), 수원당수2(68만㎡, 

5천호), 과천과천(155만㎡, 7천호) 등 3개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건축정책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입체적 마스터

플랜 공모는 각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441〕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청라국제

도시까지 바로 간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7월 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하였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연장 10.7km, 정거장 6개소에 총사업비는 1조 

2,977억 원으로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게 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의 

연장선(4.2㎞)은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공사 

수행방식(턴키공사 또는 기타공사)을 결정하고, 

올 9월부터 설계절차에 착수하여 2021년 하반기

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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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는 1대가 8칸으로 구성된 중량(重量)전철로  

출·퇴근 시 6분, 평시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석남역에서 인천 2호선으로 각각 갈아탈 수 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가산디지털

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

되고,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등 서울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 (044)201-5106〕

〔인천광역시 철도과 (032)440-3912〕

도로 작업구간 실시간 알리는 “뚝딱 앱” 

…도로안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보수 등의 작업 상황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도로작업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도로작업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도로 작업자가 

스마트폰 앱 ‘도로 작업관리 뚝딱 앱’으로 작업 전, 

후 사진촬영을 하면 작업 위치정보가 전광판과 

운전자 내비게이션으로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으로 

도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보수 등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청, tbs 교통방송, 각 지자체 

교통정보센터 등 유관기관들과도 작업 상황을 공유한다.

< 스마트 작업정보 알림 서비스 개념 >

 도로 작업자 교통사고 상당수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 

도로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그간 도로 작업 상황을 수집하는 절차가 자동화

되어 있지 않아, 다수의 현장이 누락되거나 위치나 

시간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도로 작업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정보수집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절차도 간편

하게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도로작업관리 

뚝딱 앱’) 개발, 이용 대상자 교육 등을 완료하고 

7월 19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532〕

국토부-진흥원 맞손, 철도부품 국산화 

및 동반성장 가치 실현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가 연구

개발(R&D)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철도부품을 

고속철도 운영사인 (주)SR이 구매하기로 협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총 3개 품목의 구매계약 체결 시 

국산 철도부품 해외진출 토대 마련 및 648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국내 철도차량 생태계 내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국산화 부품 구매는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미도 갖는다.

부품명 원제작사 국내 개발사 수입
대체효과

오일댐퍼
12종

Koni
(네덜란드) (주)만도 254억원

윤축베어링 NSK
(일본) (주)베어링아트 202억원

자동연결기 Schaku
(독일) (주)유진기공 1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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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부
품
명

오일댐퍼 윤축베어링 자동연결기

용
도
외부충격완충장치
(대차, 차축, 차체간)

차륜이 원활하게
회전하도록지원 중련 연결

<구매 협약된 3개 품목 리스트>

 진흥원은 실제차량 시험방안, 품목별 시험계획 

등을 수립·시행한 후 올해 말 (주)SR에 개발품의 

구매를 요청할 계획이며, 구매가 요청된 부품들은 

오일댐퍼(‘20.8), 윤축베어링(’20.10), 자동연결기(‘21.5) 

순서로 입고되어 각각 2개월 후에 시험을 위하여 

실제 철도차량에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044)201-464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실 (031)389-6374〕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

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향후 2년 간 제한

하는 내용 등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 더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으나, 올해 8월 1일부터 

향후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 방법과 
절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교육기관지정 
기준, 교육내용 및 교육시기를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관 명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변경 (안 제21조 및 제25조)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18.12.31 제정, 
’19.7.1 공포)에 따른 기관 명칭(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절차 마련 (안 제56조의12 신설)

  1)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은 내구연한 도래 이후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신청하도록 함

  2) 접수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밀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대상, 교육내용 및 
주기 등 규정 (안 제83조 신설)

  1) 안전교육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로 정하고, 관련법규, 작업안전, 재해
예방 등의 교육내용과 주기(3년)를 규정

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은 공공기관
(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사업자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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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제도,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개인정보취급 
규정 필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성능인증 및 점검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50조의2)

  성능인증 및 점검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함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예외 규정(안 제60조의6)

  철도운영자 등이 자체 시행하는 공사 또는 작업 
및 천재지변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예외

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개인정보취급(안 제63조의2
제9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자 포함)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를 위해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제64조 별표 6)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마. 과징금 제도 개선(안 별표1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개별기준 다목 2)에 
철도사고로 인한 중상자 수를 추가하고, 철도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
중지 기간에 1일 단위 부과 금액을 곱하여 규정

바.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별표 1의2 개정)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중 1등급 및 2등급 철도

차량정비기술자는 철도차량과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인정하고, 철도

차량정비는 현장 실무경험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기준 중 학력점수의 

배점을 낮추는 등 조정함.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업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후지하안전

영향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협의 대상에 굴착․흙막이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와 설계변경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보고체계를 1회/월로 

강화하고, 조사서의 제출시기를 조사 후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함

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후지하

안전영향조사 대상에 추가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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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역 등 주요 환승거점에 

대해 환승체계 도입이 시급하여 필요 시 국가 주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고자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기준 범위를 

기존 고속철도역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역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기존 지침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

〔국토교통부 광역환승시설과 (044)201-513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지붕 내화성능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조정(안 제51조제4항)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12층 이상의 건축물도 

11층 이하인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인 부분에 

설치토록 함

나. 지붕 내화구조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구체화

(안 제56조제2항)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을 

막구조 건축물로 명시

다.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자재 및 절차 구체화

(안 제61조의4)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토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건축관계자 등 작성 주체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규정(안 제61조의5)

  그 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자재별 성능시험 기관을 

시행령에 명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가. 소규모 공장에 사용되는 복합자재 도금 종류
다양화 등(안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에 설치되는 복합자재의 강판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첨부서류 명확화 및 서식
마련(안 제24조의3 등)
건축자재별로 품질관리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건축자재별 품질관리서를
세분화하여 서식을 마련함

다. 건축자재품질관리를위한세부기준마련(안제24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로 하여금 시험
성적서 사본 등 건축자재의 성능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성능시험기관 및 시험의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정보의종류등을정하는등세부적인기준을마련함

라. 성능정보 자재표면 표기 대상 단열재 구체화
(안 제24조의5)
성능정보를 자재표면에 표기하여야 하는 단열재의
범위를 난연성능을 갖춰야 하는 단열재로 구체화함

마. 지붕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마련(안 별표1)
지붕도내화구조로하도록하는내용으로「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붕에 대한 내화성능을 정하고,
용도구분을 현행 건축물 용도 체계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044)201-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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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와 알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도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시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과징금 

부과 규정(제40조의2)을 준용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짓평가서 재평가 대상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41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재평가 대상

이나, 인용조문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련 

준용조문 추가(안 제4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감독 

시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과징금 

규정(제40조의2)을 준용토록 명확히 규정함

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안 제64) 및 벌칙 신설(안 제74조)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만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마련함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1〕

’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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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차 물재생센터 슬러지 처리계통 운영 

효율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과업내용을 추가할 것

○ 과업내용 중 4개 물재생센터의 공통된 분야는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하여 기본계획 용역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신기술, 신공법 조사, 현장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효과 등 환경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할 것

○ 공정별 슬러지 유입․발생․처리량 및 수질, 함수율 

분석 내용을 추가할 것

○ 슬러지 처분의 방법으로 매립, 재활용, 복토재, 

비료, 연료화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

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제116차 올림픽대로 LED가로등 교체공사 설계심의

○ LED등기구 검토(TYPE A,B,C)에 색온도에 

대한 사항 없으며, 한강변으로 안개가 많은 

지역적 사항 검토가 필요함

○ 강제전선관 설치, 후렉시블 설치, 연접접지선 

포설 위치, 지중표시 테이프 설치 등 상세도면을 

보완하고 Main 도면에 해당내용 포함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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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보고서와 설계도서 주기사항에 있는 옥외

전선관 매설 깊이는 개정된 기준(「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6조 제2항 제1호)을 

적용하여 터파기 및 되메우기 상세도를 도면에 

추가할 것

  - 도로횡단 시 깊이 : 1,000㎜

○ 제어반 결선도의 서지보호기(SPD) 설치 위치가 

상이하므로 Main 차단기 직하부 설치를 검토하여 

도면에 표기할 것

■ 제117차 서울로 7017 정밀안전진단심의

○ 서울로 7017 사업시행 이전과 이후 현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 수록하고, 

향후 기본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

○ 서울로 7017 준공 이후 시행한 초기점검 등 

전차용역과 금회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서울로 7017에서 시행한 주변 건물 연결교량 

현황 및 진단내용을 보고서에 제시할 것

■ 제118차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및 도봉문화센터 건립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건축규모 변경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방침’ 수립

   → 건축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발주심의」

요청 건축규모(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4,522.54㎡)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방침’을 

수립 바라며,

   → 본 심의(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발주 심의)후 

‘채택의견’ 에 따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설계 반영 계획과 기타 문제점 

등 해결 방안’에 대하여 방침을 수립할 것

○ 기존 시공된 기초 등 ‘안전진단을 실시 및 안전성 

평가’ 실시

① 기존 시공된 지하1층, 지하2층 기초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실시

② 신규 증축에 의한 추가되는 하중과 설계기준 

변경 등을 고려한 구조 검토 실시

③ 기존 부재의 안정성이 부족할 경우 구조 보강

설계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

   → 이 때, 기존 부재의 존치기간 및 현장 사항을 

고려한 보강계획이 수립

④ 보강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계도서 작성

○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장애인, 노약자를 배려하여 화재 및 재난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각 층별 대피 공간’ 

또는 ‘경사로 적용’ 등을 고려한다.

■ 제119~121차 소구역(장위-4, 중곡-1, 면목3-5)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하수도 내 분뇨직투입 등 선진 하수관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기 추진 중인 수색일대, 군자-2 소블럭 정비 

사업의 용역 수행 결과 분석을 통해 하수도 내 

분뇨직투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시범

사업으로 인한 시행착오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주민이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것

○ 하수도 내 분뇨직투입으로 인한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효과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고 오수의 빗물펌프장 유입 시 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대책도 함께 검토할 것

○ 합류식 관거 내 분뇨직투입 시 관거 내 축적되어 

있던 오염물이 강우 시 도심지 역류 또는 하천

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역류방지 시설, 우수토실 

개선 및 CSOs처리 대책을 면밀히 수립할 것



- 26 -

○ 하수관로 내 오수가 역경사, 관 파손 및 장애물, 

구배 불량 등 사유로 흐름이 정체되거나 이물질의 

퇴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유속 및 경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제123차 한강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설계업무 관련 손상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치환 

깊이를 정확히 제시하고 손상 강재에 대하여는 

기존 사용 재료를 확인하여 이질적인 재료 

사용으로 인한 재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구조물 도면의 설계방법의 표시에는 현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 설계법”을 포함하여 “허용

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으로 할 것

○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고 개정된 시방서는 코드화된 표준시방서

(KCS)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추가 

작성토록 할 것

○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을 참고하여 공법검토 및 

구조설계 내용을 보완할 것

■ 제124차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설계 용역발주심의

○ 바이오 선진기업의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기업 

유치 시 필요한 업무공간을 계획토록 기본방향에 

내용 추가 검토할 것

○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녹색건축인증(최우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 예비인증을 

거쳐 본인증에 이르기까지 당초의 인증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인증 기준, 적용 기술 등을 

설계설명서에 수록할 것

○ ‘과업기간’에 과업기간 변경 조건에 관한 내용 

추가할 것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1% 이상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하고 “서울시 공영

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기준을 반영 내용 

추가할 것.

○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방안」

(도시철도토목부-6563, `18.5.)에 따라 공사 설계 시 

근로자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이 내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보완할 것

○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에 가시설 시공의 안정성 

검토를 시행하여 시공단계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설계에 반영토록 내용 추가할 것

■ 제125차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 시에는 연직하중(고정하중, 활하중 등) 및 

횡하중 등 기준이 정한 하중조합에 따른 가장 

불리한 조건에도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2019)에 

따라 지하구조물 내진설계하여야 함을 추가할 것

○ 로봇과학관과 따로 분리하지 말고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음

○ ‘설계 자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실시설계 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

  - 실시설계 시 시공전문가(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 위험공종 부문)를 참여시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

○ 창동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바로 옆의 로봇과학관과의 

전기 인입 및 주차관제시설 등에 가능하면 

공조가 필요함



- 27 -

○ 기존건물 철거 시에는 감리를 선정하여 철거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토록 내용 추가할 것

■ 제126차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토록 할 것

○ 교통량 조사(차량 종류에 따른 속도 및 일교통량)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조사에 따른 분석을 

반영토록 할 것

○ 긴급차량과 일반차량이 동시에 통행하는 의료원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선형은 안전한 시야 

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 교통영향 분석은 사업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구간별 평균 통행속도를 비교 분석토록 할 것

○ 부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적용되는 수위는 

실측조사 수위 외에 ‘서울특별시 물관리정보 

열린공개 시스템’ 및 ‘국가지하수 정보센터’ 

자료를 활용토록 할 것

■ 제127차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신축공사 설계심의

○ 장애인용 가족 탈의실에서 남녀 탈의실을 통과

하지 않고 샤워실을 통과하여 바로 수영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동선계획 재검토 할 것

○ 수영장에서 샤워실이 바로 노출되므로, 출입문 

추가 설치하여 샤워실이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의 활하중이 

5.0 kN/㎡으로 되어 있으나, 구조도면 S-212에 

따르면 기계실은 장비 패드 thk 200mm, 전기실 · 

발전기실은 thk 300mm로 되어 있음. 장비와 

패드 하중을 고려하여 활하중을 산정할 것

○ 시설운영팀 선정 지연으로 인해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 발생으로 공기 지연 원인이 되므로 

설계변경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차수그라우팅의 심도는 근입장 또는 풍화암 

상단 –1.0m로 제시하고 있는데 도면 B-B단면의 

경우 퇴적토층(근입장 심도)에 차수그라우팅 

심도를 적용한 것은 차수의 의미가 없으므로 

모든 굴착지반의 경우 풍화암 상단 –1.0m까지로 

보완 할 것(설계지하수위 6.6m적용)

○ 설계지하수위는 국가 관측망 10년 치 기준 2.9m 

상승으로 6.6m 적용한 근거 및 중량천의 최대

홍수위와 비교 등 추가 확인바람

■ 제128차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입찰

안내서 심의

○ 폐수처리설비(유량조정조, 폐수처리설비, 연계

처리수조 등) 수량은 최소 2계열 이상으로 

입찰자가 제시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것

○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부분에서는 

공사 중과 완공 후 시설운영 시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기준을 제시할 것

○ 악취 센서와 같이 미세먼지, 온습도,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의 민원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시민

체감형 IoT서비스로 검토하여 반영할 것

○ 혐기성 소화조의 체류일수는 30일 이상으로 

계획할 것

○ 바이오가스 생산수율 : 0.35N㎥-CH4/㎏-VSin 

이상(0℃, 1기압의 건가스 설계기준), 단 가스 

저장조, 소화가스정제설비 등 소화가스이용설비의 

설계기준은 0.48N㎥-CH4/㎏-VSin 이상으로 

반영할 것

■ 제129차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설계심의

○ 숙소동과 사무실 공간을 분리하는 계획을 검토할 것

○ 관제기기 장비의 진동소음 및 전자파가 3층 

숙소에 전달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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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조 보강재 접합부 등 시공상세도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철거작업의 옥상층과 지상4층 압쇄장비 작업

구간 하부 및 이동위치에 잭서포트를 지상4층 

포함, 하부 3개층 이상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

○ 관제기기 장비의 진동소음 및 전자파가 3층 

숙소에 전달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PHC 말뚝의 허용지지력의 재산정을 검토할 것

○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포함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할 것

■ 제130차 염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설계심의

○ 계단실#1이 지하2층까지 설치되는 계단으로서 

건축법상의 피난계단에 해당하나 지하1층 계단 

입구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았으니 보완할 것

    → B1층이 피난층이므로 방화문이 피난 방향

(로비)쪽으로 열리게 수정

○ 원형기둥에서 나선철근이 적용하였는데 시공성을 

고려하여 띠철근 사용을 검토하고, 기둥 내부의 

보조 대근(TIE-BAR)을 관계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공사기간 중 흙막이 벽체의 안정성은 굴착주변 

지반의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흙막이 벽체의 

자립을 위해 적용된 앵커의 보유응력 확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소화배관 건축구조물(층간 등) 관통부 이격 

부분 내화 및 신축성 있는 충진재 자재 기준 

및 설치 상세도를 보완할 것

○ 공사 중 소방안전을 위하여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설비, 간이 피난유도선) 

설치하고, 소방 배관 내진설비 적정성 여부 

검토할 것 

○ 피난구 음성 유도등 방향성(신뢰도) 향상 방안 

검토할 것

   → 피난계단 3개소에서 동시에 소리가 날 때 

중간위치에 있는 경우 방향성 혼란 초래 우려

■ 제131차 한강교량 자살방지 난간 확대 설치 

실시설계(1,2차) 용역발주심의

○ 투신방지 시설물 관련 해외 사례(금문교)를 

조사해서 참고토록 하고 디자인 설계 시 색상

(색감)으로 인한 심리적 효과를 분석토록 할 것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고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작성토록 할 것

○ 공사 위치가 교량 보도인 점을 감안하여 교량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설계

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도록 할 것

■ 제132차 목1호 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미완료된 수문에 대한 구조 안정성 검토 결과를 

제시할 것

○ 배수암거의 하부는 부식 또는 세굴 등으로 

취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 동일 연도에 설치된 목1호 수문과 목3호 수문 

스킨플레이트의 부식에 의한 금속 손실량이 

다른 점에 대해 비교․검토 결과를 제시할 것

○ 금회 진단 용역에서 조사된 결함부에 대해 

전차 진단결과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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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차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보도블록 교체는 상태 및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필요 시 교체토록 하고 보도환경개선을 위해 

지주통합, 지장물 철거, 불법점용 해소 및 간판

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것

○ 블록 선정 시 고궁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블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선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토록 할 것

○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설계

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녹지대(수림대) 식재설계 관련 녹지대 내에 

일정거리 간격으로 가뭄 시 급수작업을 위한 

관수시설(QC 밸브 등) 및 빗물침투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반영할 것

■ 제139차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신축공사 

용역발주심의

○ 건축구조 및 기초설계 기준은 최신기준(KDS 

41 10 05:2019)에 맞게 변경할 것

○ ‘설계 자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실시설계 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

  - 실시설계 시 시공전문가(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 위험공종 부문)를 참여시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

○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방안

(도시철도토목부-6563, `18.5.)에 따라 공사 

설계 시 근로자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이 내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내용을 

보완할 것

○ 공연장, 전시장 등의 설비에 맞게 정보통신 1등급 

기준으로 설계 검토

○ 화재발생시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난계

획을 수립하여 피난한계시간과 재실자의 실

제피난 시간을 계산 최적의 피난이 될 수 있

도록 동선을 계획할 것

○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내용을 추가할 것

■ 제140차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 상부공원면적 및 도로 다이어트 구간면적 등 

과업의 규모를 명확히 하도록 할 것

○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등 건축물 설계 시 공원

계획 개념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원 내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할 것

○ 공원등 및 경관조명 등 공원 내 전기설비에 

대한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추가할 것

○ 설계 시 바람길 형성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숲 개념을 고려할 것

○ 설계 시 LID 기법을 도입하여 다양한 빗물활용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 동절기 등 비가동기간에도 조형물 자체로 미적 

가치를 지닌 수경시설 도입을 검토할 것

○ 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가림막 

디자인을 설계에 반영할 것

○ 자전거도로에 대한 과업내용 및 설계지침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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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질 및 경질형의 이중구조 초속경도막방수재를 적용하고

 계단식 격자형 이송교반장치로 시공하는 옥상 노출형 방수공법(제867호)

(보호기간 :  2019. 07. 04. ～ 2027. 07. 0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 단일 방수재료 및 복합방수공법(도막+시트)과 달리 핀홀 방지 기능이 있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이후 콘크리트 바탕면의 거동에 대응이 용이한 연질형 초속경도막방수재와 내구성을 확보한 

경질형 초속경도막방수재를 차례로 복층 시공하여 방수효과를 확보하고 상온 정량배합 및 스프레이 

시공이 가능한 계단식 격자형 이송교반장치로 시공하는 옥상 노출형 복층방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  사  명 발주자 시공규모(㎡) 공사기간 시공위치 특징

송파중 베란다 방수공사 송파 교육지원청 848 2015.08.20∼2015.09.10 베란다 바닥 발주처 시공

목동주경기장 지붕 방수공사 서울 체육시설 사업소 3,210 2015.11.11∼2015.12.26 경기장 지붕 발주처 시공

묵호고 지붕 방수공사 동해교육지원청 1,270 2016.08.01∼2016.10.01 학교 지붕 발주처 시공

태장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원주 교육청 1,354 2017.04.25∼2017.06.04  학교 옥상 발주처 시공

도계고 교사동 방수공사 삼척 교육청 485 2017.07.30∼2017.08.15  학교 옥상 발주처 시공

제주공항 여객청사 및 기타건물 옥상 방수공사 한국공항공사 603 2017.05.24∼2017.06.13  공항 건물 옥상 발주처 시공

원주여중 옥상 방수공사 원주 교육청 460 2017.05.02∼2017.06.10 학교 옥상 발주처 시공

제주공항 렌털하우스 옥상 방수공사 한국공항공사 331 2017.05.25∼2017.06.03 건물 옥상 발주처 시공

경희대 도서관동 외 5개소 옥상 방수공사 경희대학교 4,640 2017.07.10∼2017.09.28 학교 옥상 발주처 시공

동자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성동 광진 교육청 380 2017.08.29∼2007.09.29 학교 옥상 발주처 시공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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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5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 구조물이 약 40 %에 

육박하고 있으며, 더욱이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650단지 중 약 60단지(약 8만 세대 이상) 

이상이 옥상방수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신기술의 경우 기존과 달리 노후화된 건축 

구조물의 옥상방수 보수공사 시 기존 누름층의 제거 작업이 필요 없으며, 누름층 상부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여 기존 공법에 비해 경제적(공사기간 단축, 폐기물 발생비용 절감 등), 구조적으로 

우수한 공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신기술은 건축 구조물의 옥상방수 신축공사 뿐만 아니라, 

향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옥상방수 보수공사에서도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재료 및 방수공법별 비교

신기술 폴리우레탄 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

혼합 방식
계단식 격자형 이송교반 방식

(균질한 혼합)

핸드믹서 혼합

(경화불량 우려)

간접가열(70 ℃)을 통한 재료 

혼합(경화불량 우려)

핀홀발생 여부
핀홀 방지 프라이머와 복층형 

시공으로 핀홀 억제에 유리
핀홀 발생 우려 다량의 핀홀 발생 우려

시공성
기계화 스프레이 시공으로 시공능률 

향상. 시공품질 편차 발생 저감

수작업에 의한 시공으로 시공품질 편차 

우려

기계화 스프레이 시공으로 시공능률 

향상. 시공품질 편차 발생 저감

시공 품질

계단식 격자형 이송교반으로 균일한 

물성 품질 확보 및 스프레이 시공으로 

균질한 시공품질 확보(전 공정 기계화 시공)

핸드믹서로 재료를 혼합함에 따라 균질치 

못한 방수층 형성과 그에 따른 시공

품질 편차 발생

재료의 간접가열(70 ℃)이 균일하게 

되지 못하면 재료의 혼합과 스프레이 

시 문제발생(배합불량에 따른 미경화 등)

유지관리 

용이성

손상부 발생 시 유지보수가 용이함, 

핀홀 방지와 구조물 거동에 방수층 

안정성이 우수함

핀홀이 발생될 우려가 큼/품질관리 

필요, 연질재료로써 중량물 낙하 시 

방수층의 손상 불가피/품질관리 필요

손상부 발생 시 유지보수가 용이함, 

핀홀 방지에 어려움. 구조물 거동 

(바탕면 균열)대응에 어려움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술 분야 활용 가능성

장기적 내구성 향상 기술
 - 각종 방수용 시스템 부자재 개발 또는 기술개발 촉진

 - 옥상방수 관련 지붕구조시스템 공법화 추진

신속한 방수시공 기술

 - 전 공정 기계화 시공으로 시공성 향상

 - 다음 공정으로의 전환이 빨라 시공 연계성 향상

 - 초속경도막방수재 적용으로 시공품질 확보

유지관리 및 보수기술

 - 건축구조물 장기수명화 기술 확보

 - 기존의 방수층이나 누름콘크리트(보호층)를 제거하지 않는 간편한 보수시스템 개념 

전환으로 품질향상 기대

관련 기관의

각종 기준, 규격, 지침

 - 학회/관련 유관기관 및 관공서의 기준, 지침 작성

 - 신축 및 보수공사 유지관리 지침 작성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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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본 신기술은 옥상 노출로 적용되는 밀착 방수공법으로써 격자형 계단식 이송교반장치 개발ㆍ

도입으로 전 공정 기계화 시공은 물론 현재 국내 시장에 가장 보편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폴리

우레탄 및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 공법에 비해 시공 및 준비 과정이 간단(시공 전 예열시간 없음)하여 

전체적인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단일 및 복합 방수공법과 달리 연질 Type

(신장률 확보)과 경질 Type(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의 초속경도막방수재를 복층시공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거동에 의한 방수층 파손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한 공법이다. 또한, 

핀홀 방지 프라이머 적용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방수시공을 하더라도 기존의 

도막방수재와 달리 방수층에 핀홀이 발생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시공절차

세부항목

소요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단가 금액(소요량×단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품명 규격

① 바탕면
 처리

방수공 - 인 0.036 　 139,009 　 5,004 　 5,004
보통인부 - 인 0.015 　 118,130 　 1,771 　 1,771

공구손료 및 경장비 인력품의 6% 식 0.06 6,775 　 406 　 　 406

② 나노엘
    프라이머

도포

나노엘 프라이머 NAL-P ㎏ 0.3 8,000 　 　 2,400 　 　 2,400
방수공 - 인 0.011 　 139,009 　 　 1,529 　 1,529

보통인부 - 인 0.005 　 118,130 　 　 590 　 590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0.02 2,119 　 　 42 　 　 42

③ 나노엘
    스프레이 

도포

나노엘 스프레이 1차 NAL-DS85 ㎏ 1.05 10,000 　 10,500 　 　 10,500
나노엘 스프레이 1차 NAL-DS95 ㎏ 1.05 12,000 　 12,600 　 　 12,600

스테틱 - EA 0.05 5,000 　 250 　 　 250
방수공 - 인 0.04 　 139,009 　 5,560 　 5,560

보통인부 - 인 0.035 　 118,130 　 4,134 　 4,134
켐모터 도장기 DNS-ST hr 0.177 　 　 　 　 1,141 1,141

공기압축기 - hr 0.177 10,188 　 1,803 　 357 2,160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0.03 9,694 　 290 　 　 290

④ 나노엘
   탑코팅

 도포

나노엘 탑코팅 NAL-T kg 0.2 9,000 　 1,800 　 　 1,800
나노엘 희석재 NAL-SS kg 0.1 3,000 　 300 　 　 300

방수공 - 인 0.01 　 139,009 　 1,390 　 1,390
보통인부 - 인 0.004 　 118,130 　 472 　 472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0.03 1,862 　 55 　 　 55

계 30,446 20,450 1,498 52,394

                (단위 : 원) 

   ※ 상기 금액은 건설구조물 옥상방수공사 1㎡ 바닥 시공 시에 대한 일위대가임. 

   ※ 재료비 및 단가출처 : 신청기술 원가계산서((사)21C국민경제연구소)

  (2) 공사비

구분 신기술 기존 신기술(791호) 기존 기술 대비

재료비 30,446 46,051 ▼ 15,605(66.1%) 

노무비 20,450 17,490 ▲  2,960(16.9%) 

경비 1,498 - ▲  1,498

합계 52,394 63,541 ▼ 11,147(82.5%)

기존 기술 대비(%) 100 121.3 82.5

     (단위 : 원)

   ※ 출처 : 신청기술 원가계산서((사)21C국민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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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4) 유지관리비

구분 신기술 기존 신기술(791호) 비고

수명 10년 10년 30년 기준

취득원가 215,154 252,723 (3회/30년)

철거비용 38,232 38,232 (2회/30년)

점검비용 2,280 - (15회/30년)

합계 255,666 290,955 　

신청기술 대비(%) 100 113.8

  (5)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본 신기술은 유지보수에 특화된 방수공법으로써 종래의 비노출 공법들의 옥상방수 보수공사 시 

방수층 상부의 누름층을 제거하고 기존 방수층을 제거한 후 신규 방수층을 시공하였던 것과는 

달리 기존 누름층의 제거 작업이 필요 없다. 또한, 누름층 상부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방수층 

시공 후에도 누름층을 시공할 필요가 없어 기존 공법에 비해 경제적(공사기간 단축, 폐기물 발생

비용 절감 등), 구조적으로 우수한 공법이다. 이에 누름층 제거 시 발생되었던 소음, 분진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공사비용(철거 및 누름층 재시공 등) 및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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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형 합성앵커를 적용한 장방형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의 접합 공법 (제868호)

(보호기간 :  2019. 07. 12. ～ 2027. 07. 1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공기 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충전합성기둥은 보 길이 방향으로 

폭이 좁은 장방형으로 제작하며, 철근콘크리트 보는 깊이보다 폭이 큰 와이드보를 채택하여 철근

콘크리트 보가 충전합성기둥 외부를 둘러싸도록 구성하고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를 충전합성기둥에 

접합시키기 위해 충전합성기둥의 장변측 양측면에 ㄱ형강인 합성 앵커 4개를 충전합성기둥 외측

으로 정착 길이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와 결합시키는 접합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개념도

개념도

 

용접살｜
절곡 강판｜

스티프너｜

장방형 합성기둥(P-Box Column) 신기술 접합부 개요

    (2) 신기술의 시공순서



- 35 -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위치 특징

1
호텔신라 주차장 

신축공사

㈜호텔

신라
㈜한라

2017.8.29.

~2017.12.31.

지하6층, 연면적 

10,300㎡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0-72번지

시험

시공

2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4-4BL 신축공사
㈜보성 ㈜한양

2017.6.13.

~2017.6.30.

지하6층/지상 13층,

연면적 42,410㎡

서울 송파구 문정동 

641-11번지

시험

시공

 나. 향후 활용전망

     건설시장에서 현재 다양한 기둥-보 접합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정부에서는 내진설계, 시공

안전,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진의 안전지대로 인식됐던 한국에 잦은 지진의 발생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축구조에서 내진설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잦은 시공 중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따른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을 추구

하는 목소리에 따라 건설 산업에서도 물량절감을 통한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 

시장에서는 정부정책 방향과 현대건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경제적인 공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신기술은 노동집약적인 재래식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를 보다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인 장방형 합성기둥(P-Box Column)과 철근콘크리트 보 접합부에 관한 것으로 

현재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신기술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을 

도식화한 것이다. 포스코는 세계적인 철강전문 분석 기관 WSD(World steel Dynamics)의 세계 

철강사 경쟁력 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최고의 철강사로 고성능 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피컴스는 Value engineering을 통해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인 설계를 건설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18년 도급순위 7위의 포스코 건설, 16위의 호반건설, 19위의 한라, 25위의 한양이 

건설사로 참여하고 있어서 신기술의 시장 확대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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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본 신기술은 CFT기둥과 철근콘크리트 보 접합부에 관한 것으로 기둥은 장방형의 P-Box Column을 

적용하고, 철근을 기둥 옆으로 패싱하여 설치하기 위해 보의 폭이 기둥 폭보다 넓은 와이드보를 

적용하였다. P-Box Column 강재 외측면과 RC 와이드보의 일체성을 확보하고자 합성앵커를 

설치하여 보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기둥에 동시에 전달이 가능하도록 상세를 세계 최초로 도출

하였다. 따라서 본 신기술은 P-Box Column 외측에 결합된 합성앵커로 RC보와의 접합이 가능한 

기술로 국내 타 기술이나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존 철근콘크리트 기둥은 각 층별 골조작업 완료 후에 후속 공정의 진행이 가능하나, 본 신기술은 

장방형 CFT 기둥인 P-Box Column을 사용함으로써 기둥 1부재당 약 15m까지 한 번에 설치 

가능하고, 이에 따라 후속공정의 조기 투입이 가능하여 시공성이 크게 향상된다.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 접합을 위한 합성 앵커가 공장에서 사전에 CFT 기둥에 부착되므로 시공오차가 없고, 

정밀한 시공이 가능하며, 균질한 구조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CFT 기둥 단면을 장방형으로 

형성하고, 기둥 장변을 와이드보 길이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하여  P-Box Column 기둥 외부에서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를 접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와이드보의 휨철근이 기둥을 관통하지 

않으므로 와이드보의 철근 배근이 용이하다. 아울러, 기둥 내부에 수평 철근의 간섭이 없어 기둥 

콘크리트 타설이 용이하고,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타설할 수 있어 균질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본 신기술은 인건비와 근로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던 시기에 적용되던 RC 라멘조의 복잡한 

공법을 RC기둥 대신 P-Box Column을 사용하여 심플한 일방향 와이드거더 형식의 평면으로 

변경하고 한 층씩 적층 시공하는 재래공법에서 단일기둥만 3개 층 선 시공한 후 수평재를 

순차적으로 시공함으로 공기 단축, 공사비절감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신기술은 

기둥 거푸집, 철근작업 등이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RC 라멘조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인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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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2) 공사비

      본 신기술을 적용한 결과 기둥과 슬래브의 경우 각각 강관과 데크를 사용하여 재료비가 각각 

2배, 1.6배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1방향 슬래브 적용과 작은보 삭제로 보 재료비가 10% 가량 

감소되었고, 전체 노무비가 절반 정도로 크게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15%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법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신기술

기둥 21,094,078 4,768,029 529,242 26,391,349

보 26,627,094 30,202,675 310,877 57,140,646

슬래브 62,410,129 15,505,889 487,076 78,403,094

소계 110,131,301 50,476,593 1,327,195 161,935,089

비교 공법

기둥 10,371,721 13,374,521 181,576 23,927,818

보 29,599,549 37,844,968 322,212 67,766,729

슬래브 38,818,560 46,563,424 406,697 85,788,681

소계 78,789,830 97,782,913 910,485 177,483,228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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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본 신기술과 기존기술(RC라멘조)의 공사기간 비교를 위하여 VE설계를 진행했던 건물을 대상으로 

공사기간 단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철근콘크리트공법의 경우 3개층 공사기간이 39일(1개층 13일) 

소요되는 반면, 본 신기술은 3개 층 공사기간이 32일(1개 층 1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신기술 적용 시 철근콘크리트 보의 수량 감소 및 공정의 단순화로 3개 층 시공 시 약 15%의 

공기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용 검토 결과 본 신기술은 기둥 외부도장의 면적 감소 관련 유지관리비용이 57.4% 

절감되고 콘크리트 사용량 감소로 콘크리트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1.5% 절감된다. 또한, 보수도장 

면적 감소 및 콘크리트 폐기물의 감소로 대기환경오염 감소 및 건축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회간접

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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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기술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기둥-보 접합부를 개선한 것이므로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물량 대비 탄소배출량을 비교하였다. 본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존 공법 대비 약 1.5%의 

탄소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신기술은 CO2 배출량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적인 공법이라 할 수 있다.

기존 공법 물량

(RC 기둥, 보/2way slab)

신청기술 물량

(P-Box+와이드보/1way slab)
물량증감 탄소배출 증감량

레미콘 342.790㎥ 337.708㎥ 5.082㎥ -1,758kgCO2e

탄소강 44.188ton 41.325ton 2.863ton -7kgCO2e

탄소배출 저감량 1,765kgCO2e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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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로화 도로정책

배출가스 저감 교통전략 수립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이하 DfT)는 

21세기에 걸맞은 고성장, 고생산성, 녹색경제를 

건설하는 목표 중 일환으로 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로화를 위한 전략적 도로정책인 ‘The 

Road to Zero’를 계획하였다. ‘The Road to 

Zero’에서는 향후 2040년까지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제조 및 판매를 종료하고 2050년까지 

모든 도로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차량의 

수요 및 공급 조절, 사회기반시설 공급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 

 영국은 친환경 자동차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친환경 차량의 세계 시장은 

2030년까지 매년 1조 파운드 ~ 2조 파운드, 

2050년까지 매년 3조 6천억 파운드 ~ 7조 6천억 

파운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현재 영국에 위치한 세계 최다판매 전기자동차

(선덜랜드의 닛산 LEAF)의 생산기지와 세계 최초의 

전기 블랙택시(런던 전기 자동차 회사), 테브바

(Tevva)를 포함한 다수의 친환경 차량 제조업체들을 

기회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도로교통수단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율이 줄어들 뿐 배출 총량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 내 전체 교통수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중 도로교통수단의 대기오염 배출 비중이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영국의 자동차 

등록대수 3,890만대(2017년 기준) 중 97%가 

가솔린 또는 디젤 차량으로, 영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부분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차량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차량의 수요와 공급 조절 

 영국은 친환경 차량의 완전한 보급 이전 내연

기관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재생연료 규제(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이하 RTFO)를 도입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를 저탄소 연료가 

혼합된 가솔린, 디젤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저탄소 

연료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절감 예상치를 살펴보면 

에너지 측면에서 2020년까지 5.26%, 2032년까지 

6.7%를 감소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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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RTFO는 15년 동안 약 8,500만 톤의 

CO2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대 

영국 운송부문 예상 탄소 절감량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 개조를 통해, 

공인된 개조 SCR 후처리시스템의 경우 배기관 

NOx 배출량을 80% 이상 줄이고, 개조된 배터리

전기 엔진의 경우 배출가스 배출을 100% 줄일 

수 있어 택시 및 버스 등 대중교통에 적용 중이다.

 한편, 친환경 차량의 보급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18년 1월 약 14만 대의 플러그-인 차량이 

보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보급대수 중 2.7%에 

해당한다.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차량에 대해 구매보조금 지원정책을 실시 중이며, 

직접보조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일반차, 밴, 오토바이, 

기타차량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업무용 택시의 

경우 유류세 지원 폐지 및 전기차 전환 시 7,500파운드 

지원을 통해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밴 이용자의 

경우 혜택 비용의 40%만을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용전기에 대한 세금의 경우 5%로 타 연료(20%)에 

비해 낮은 세금을 부과하며,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500만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친환경 교통 인프라는 전기차와 수소차 2개 수단을 

주축으로 구축 예정이지만, 수소차의 경우 개발 

초기단계이므로 아직까지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단계이다. 반면 전기차는 충분히 보급되고 있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단계이며,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충전소 설치 위치에 따라 가정, 주택가, 직장별로 

지원 방향 및 지원 금액이 다르게 분배되었다. 

해당 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전기차 충전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급속 충전소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수요의 

피크를 관리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은 영국의 

전력사용량 대비 생산량이 많은 시간에 충전소의 

배터리를 충전하여 전력수요 피크 시간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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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에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영국의 전력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기차 사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7천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대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친환경 도로

정책처럼 전기차 사용에 따른 향후 문제점 및 

내연기관 차량 사용의 연착륙 등 정부의 사전준비

과정은 우리나라의 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1. DfT, 2018, The Road to Zero : Next steps 

towards cleaner road transport and delivering 

our Industrial Strategy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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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9년 7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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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15 물재생센터 슬러지 처리계통 
운영효율화 기본계획 수립

․ 슬러지 감량화, 처리효율 개선, 소화
가스 포집 활용 방안 등 검토 (917) 재심의 기계

118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관리
사무소 및 도봉문화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 연면적 : 4,522.54㎡
· 규  모 : 지하2층/지상5층

11,500
(578)

조건부
채택 건축

119 장위-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장위-4 소구역 L=14.5km (1,855) 조건부

채택 토목

120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중곡-1 소구역 L=22.3km (1,928)

조건부
채택 토목

121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면목3-5 소구역 L=21km (1,960) 조건부
채택

토목

123 한강대교 보수공사 실시 
설계용역

· 강재 바탕처리 및 강재도장 6,496㎡
· 아치리브 재도장 22,000㎡ 등

7,900
(280)

조건부
채택 토목

124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설계용역

· 연면적 : 14,018㎡
· 규  모 : 지하1층/지상8층

42,220
(2,376)

조건부
채택 건축

125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설계용역 · 대지면적 : 2,500.1㎡
· 연 면 적 : 6,109㎡

21,175
(1,336)

조건부
채택

건축

126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
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주 진입로 2개소 개설
· 비상 진입로 2개소 개설

25,716
(699)

조건부
채택 토목

131
한강교량 자살방지 난간 확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1,2차)

· 대상교량 : 한강, 양화, 원효, 잠실, 
서강, 한남, 광진, 마포

7,471
(399)

조건부
채택 토목

134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대상 : 자하문로 외 21개소
· 규모 : B=2~14.4m, L= 7,530m

25,000
(913)

조건부
채택

토목

139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신축
공사 설계용역

· 연면적 : 3,501㎡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10,780
(497)

조건부
채택 건축

140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국회대로 상부 공원조성
· 도로다이어트 7.6km

5,196
(1,975)

조건부
채택 조경

설 계
심 의

116 올림픽대로 LED가로등 교체
공사 설계용역

· 가로등주 506본 및 등기구 706등 교체 1,800
(5)

조건부
채택

전기

127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신축 
설계용역

· 연면적 : 5,750.82㎡
· 규  모 : 지하2층/지상3층

14,259
(758)

조건부
채택 건축

129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 연면적 : 27.769.58㎡
· 규  모 : 지하2층/지상6층

55,000
(2,411)

조건부
채택 건축

130 염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설계용역

· 연면적 : 8,028,73㎡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22,217
(1,042)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117 서울로 7017 정밀안전진단
용역 · 교량시설물 정밀안전진단 (197) 재심의 토목

132
목1호 수문 외 1개소 정밀
안전진단용역 · 목1회 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97) 재심의 토목

입 찰
안내서
심 의

128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입찰안내서 심의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360톤/일
· 재활용품 선별시설 70톤/일 등

171
(10)

조건부
채택 기계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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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9년 7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9.07.

건     축 
한강 잠실안내센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0건

10,668 9,657

교 통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교통소통대책(변경) 수립 용역 등 5건

147 118

기 계 설 비
탄천환경 건조시설 소화가스보일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59 50

도 로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6건

5,476 5,422

도 시 계 획
지하 유휴공간 활용 세부실행계획(변경) 
수립용역 등 7건

1,493 1,397

상 하 수 도 탄천 원형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 등 10건 1,075 1,065

소 방 
종로5가역 등 4개역 전기실 소방설비 
개량공사 감리용역 등 5건

117 110

전 기 통 신
식물원 전시온실 리모델링 통신분야 
실시설계용역 등 16건

296 269

정 밀 진 단
청계천복개(좌안) 등 42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등 8건

2,455 2,415

조 경 강서 이용숲 실시설계용역 등 48건 2,841 2,720

지 하 철
7호선 남성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3건

279 232

하     천
청계천 좌안 차집관로 정밀안전진단(3차) 
등 3건

654 596

기 타
양천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 등 복합화 
시설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 등 3건

331 29

 계 166건 25,891 2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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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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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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 4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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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8.22 9.21 10.11 10.14~10.17 11.09~11.22
11.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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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  
 E-mail : charity3@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

 어두운 밤, 등대가 불빛을 비춰 배들을 안내하듯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공장을 뜻한다.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부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공장들을 대상으로 2018년 처음 등대공장을 

선정했으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고 있다.

 2019년 7월 등재된 한국의 포스코를 비롯해 독일의 

BMW,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미국의 존슨앤존슨, 

핀란드의 노키아, 프랑스의 르노그룹, 인도의 타타스틸 

등이 등대공장에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 국내 최초로 등대공장 선정

 포스코가 2019년 7월 3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2019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내 최초로 

세계의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 WEF는 포스코를 

선정한 이유로, 철강 산업에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AI기술을 적용하고 대학과 스타트업,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철강 산업 스마트 공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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