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Contents
02 칼 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

부개정(안) 행정예고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

부개정(안) 행정예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9년 12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국내 가설공사 관련법령 및 기준 소개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김곤묵

10 지식정보 
 ○ 건설 ․ 소식 

 - 서울시, 5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선정
 - 서울 지하철, 이제 물건도 실어 나른다 …물류비용 절감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공개모집…27일까지 접수
 - 서울시, ‘2020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 유치
 - 서울기술연구원, 첨단 IoT로 열수송관 파열사고 예방…국내 최초 기술개발
 - 서울시, 빅데이터로 도심지 건설현장 안전점검 기준 마련
 - 혁신기술로 지하보도가 정원으로 변신, ‘종각역 태양의 정원’ 개장
 - 서울시-현대차, ‘GBC 신축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
 -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내역 21일 개통 …경춘선 환승 쉬워진다
 - 서울로7017∼구 서울역 옥상 40m 공중보행교로 연결…2020년 개통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 …2026년 개통 예정
 - 8호선 연장(별내)선 한강 하저터널 공사 개시…2023년 9월 완공
 - 서울시, 율곡로 6차로 확장개통…일제가 단절 ‘종묘∼창경궁’ 

2021년 원형복원
 - 서울교통공사 ‘고신뢰 선로전환기 개발’ 철도안전 최우수사례 선정
 - 용산공원, 희망의 땅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큰 걸음 내딛다

○ 법령 · 제도 정보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0 건설신기술 소개
○ H파일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를 이용한 연직벽 

공법 (제876호)
○ 경질염화비닐 프로필과 충진용 그라우트를 활용한 노후 

콘크리트 관로 보수·보강 제관공법(CPM공법) (제877호)

52 해외기술정보 
○ 호주의 도시재생 사례 : 유휴공간과 민간 사회주택을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57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60 푸른세상
○ 국가기술자격 정보
○ 시사상식용어 ‘기능연속성 계획(COOP)’

강서문예회관 조감도

◎ 제293호 [2020년 1월호］ 

서울기술이야기 

  월간 서울기술이야기 통권 제293호(2020년 1월호) │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기술심사담당관



- 2 -

.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Ⅰ. 서론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는 좀처럼 감소

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 사망사고가 52.5%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필자의 관심사는 건설재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설공사관련 재해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처음 맡게 된 프로젝트가 거푸집동바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였으나 당시만 

해도 이와 관련된 연구분야는 불모지와 다름없었고 대부분 시설물관련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자로서도 선뜻 결정하는데 고민이 뒤따랐다. 건축시공학에서 처음 가설공사를 배우긴 했지만 이 역시 

건설공사에서 보면 주류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림 1 가설공사 사고현장

 가설공사관련 재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건설재해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은 

크며, 이와 더불어 가설공사는 목적물의 안전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중점 관리해야 할 공종으로 인식을 전환

해야 한다. 최근 6년간(2011~2016) 발생된 건설재해를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이 총 251건의 사고 

중 가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고는 51건(20.3%)이며, 사고유형은 무너짐(붕괴, 전도), 떨어짐

(추락, 낙하)위주로 조사하였으며, 대부분 안전수칙 미준수, 설계오류 및 시공 미흡,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칼  럼

 국내 가설공사 관련법령 및 기준 소개

   김 곤 묵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주)포스트구조기술 기술안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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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별 사고내용별 사고건수 비고

재료 재료불량 0

※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 

(www.cosmis.or.kr) 

사고사례 DB분석자료

설계 구조검토 및 조립도 미작성 8

시공 시공부실 17

관리
안전조치 미실시 12

안전규정 미준수 9

기초안전 불안전한 행동 5

합계 51

표 1 사고원인 및 내용별 분류와 사고건수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정부,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서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새로운 제도 및 기준을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국내 가설공사 관련법령과 

기준은 현재로써도 충분하다. 

 본고에서는 반복발생하고 있는 가설공사 관련 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가설공사 관련법령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본론

 가설공사 관련법령과 기준은 가설구조물을 조립·해체하는 근로자의 자격, 가설구조물을 구성하는 가설

기자재,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시공 및 검토·확인 등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1. 근로자의 자격요건

  가설공사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근로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업종에 속하다 보니 젊은 층이 취업을 꺼려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고령화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숙련인력 육성 시급” 연구보고서(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에 따르면 건설재해원인 중의 

하나가 숙련기능공의 부족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취업 제한)에서는 자격·경험·면허를 가진 자만이 해당 유해위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격자라 함은 기능사 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교육을 이수한 자를 의미하며, 경험이라 함은 경력 3개월 이상을 

의미한다.

유해·위험작업의 기능습득교육 국가기술인격 비고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 거푸집기능사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 비계기능사

흙막이 지보공 조립 및 해체 -

표 2 국내 가설관련 자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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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기준

  본 구조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가설

기자재는 생산, 유통, 임대 및 사용단계별로 관리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국내 가설기자재는 <표 3>과 같이 신제품과 재사용품으로 구분하여 품질관리제도와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

구분
신제품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기준 재사용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기준

안전인증 한국산업표준(KS)인증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5조

「산업표준화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안전보건기술지침

(GUIDE)
시행 시행 중 시행 중 시행 중 시행 중

법적효력 강제 자율 강제 자율

표 3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기준

  신제품은 <표 4>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의해 안전인증(강제인증, KCs)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인증(자율인증, KS)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제품 생산 전 제조업체에서 해당 인증을 취득하여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사용품은 

<표 5>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번 대  상 연번 대  상
1 파이프서포트 24

이동식 
비계용 
부재

주틀
2 틀형 

동바리용 
부재

주틀 25 발바퀴
3 가새재 26  난간틀
4  연결조인트 27  아웃트리거
5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수직재 28 받침철
물

 조절용 받침철물
6 수평재 29  피벗형 받침철물
7 가새재 30 조립식 안전난간
8 트러스 31 선반지주
9 연결조인트 32 단관비계용 강관
10 강관 

비계용 부재
강관 조인트 33 고정형 받침철물

11 벽연결용 철물 34 달기체인
12

틀형 
비계용 부재

주틀 35 달기틀
13 교차가새 36 방호선반
14 띠장틀 37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5  연결조인트 38* 측벽용 브래킷
16

시스템 
비계용 부재

수직재 39* 강제틀 합판 거푸집
17 수평재 40* 거푸집 긴결재
18 가새재 41* 흙막이판
19  연결조인트 4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20

작업발판
작업대 43* 낙하물 방지망

21 통로용작업발판 44* 추락 방호망
22

조임철물
 클램프 45* 수직형 추락방망

23  철골용 클램프 46* 수직 보호망

표 4 가설기자재 안전인증(KCs) 및 한국산업표준(KS)인증대상

주1) * : 안전인증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KS인증대상

연번 대  상
1 파이프서포트(4m 이하, 강재에 한함)

2
강관 

비계용 부재
비계용 강관

강관 조인트

3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용 
부재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4*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개
5*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6*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7*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8**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9 복공판

표 5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대상

주1)  * : 가설흙막이지보공 용

주2) ** : 거푸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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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설구조물 설계기준

  가설구조물의 안전성과 목적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설구조물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구조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가설구조물 설계 및 시공단계별로 

규정한 설계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3.1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 6>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기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
되는 경우 및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설계변경 요청

  3.2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화

  가설구조물의 안전과 품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은 설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각 발주청에서 발주되는 토목공사 중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댐, 하천, 항만공사의 

설계용역에 한정한다고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35호)에서 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표 7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3.3 시공 전 가설구조물 구조적 확인 의무화

  건설안전관리가 대응형 안전관리에서 예방형 안전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표 8>과 같이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표 9>와 같이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표 8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1%B4%EC%84%A4%EA%B8%B0%EC%88%A0%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AJAX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1%B4%EC%84%A4%EA%B8%B0%EC%88%A0%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AJAX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1%B4%EC%84%A4%EA%B8%B0%EC%88%A0%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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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
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표 9 시공 전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검토

  3.4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KDS, Korea Design Standard)

  2016년 6월 30일자로 기존 건설공사기준(설계기준)이 건설기준코드화(설계기준코드)되면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 시 적용할 수 있는 가시설 설계기준코드가 <표 10>과 같이 정립되었다. 대분류 

코드 “21 00 00”의 하위 항목으로 5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드번호 코드명
21 00 00 가시설물 설계기준

10 00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45 00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설계기준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60 00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표 10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구성

  3.5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

  가설구조물 설계와 관련된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은 <표 11>과 같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침번호 지침명

C-51-2015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안전보건작업 지침

C-20-2015 비계 안전설계 지침

C-18-2015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내용, 절차 등에 관한 작성지침

C-19-201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설계 지침

표 11 가설구조물 설계관련 안전보건기술지침

 4. 가설구조물 시공기준

  전체 건설재해 중 가설관련 재해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고원인의 대부분이 시공부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설구조물의 시공부실은 관련자들의 가설공사에 대한 이해부족, 경험에 

http://www.kcsc.re.kr
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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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시공,  임시 설치하는 구조물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과 시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설계 등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올바른 가설구조물 시공을 수행하기에 앞서 가설구조물의 시공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관련법령과 기준을 알아보기로 한다. 

  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문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에 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

했다 하더라도 이 규칙에서 정한 시공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거푸집동바리 비계

제330조(거푸집동바리의 구조)
제331조(조립도)
제332조(거푸집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제333조(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

“이하 생략”

제54조(비계의 재료)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이하 생략”

표 12 거푸집동바리 및 비계 관련 규칙

  4.2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KCS, Korea Construction Specifications)

  2016년 6월 30일자로 기존 건설공사기준(표준시방서)이 건설기준코드화(시방기준코드)되면서 가설

구조물 시공 시 적용할 수 있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가 <표 13>과 같이 정립되었다. 대분류 코드 

“21 00 00”의 하위 항목으로 7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드번호 코드명 코드번호 코드명
21 00 00　 가설공사 05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일반사항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0 초고층·고주탑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20 00 공통가설공사 15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05 현장가설시설물 20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10 건설지원장비 60 00 비계공사
15 환경관리시설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30 00　 가설흙막이공사 10 비계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15 작업발판 및 통로

45 00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70 00 안전시설공사
05 가설교량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0 노면 복공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표 13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구성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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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는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가설공사 관련

지침은 <표 14>와 같다.

고시번호 고시명

고용노동부 제2012-95호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제2012-93호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제2012-92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표 14 가설구조물 시공 안전보건기술지침

  4.4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가설구조물 시공과 관련된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은 <표 15>와 같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침번호 지침명

C-33-2016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C-51-2015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보건작업 지침

C-90-2013 소규모 건축현장 시스템비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C-65-2012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안전보건작업 지침

C-43-2012 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C-42-2011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C-38-2011 슬립폼(Slip form)안전작업 지침

C-32-2011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C-30-2011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C-1-2011 시스템폼(RCS폼, ACS폼 중심) 안전작업 지침

표 15 가설구조물 시공관련 안전보건기술지침

 5. 가설구조물 검토·확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은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표 16>과 같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가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

기술인이 검토·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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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7절 시공단계 업무
제61조(시공계획검토)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
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
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
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
세도 및 구조계산서

제8절 시공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포함)
제91조(시공계획검토)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
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
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
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
세도 및 구조계산서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3절 공사시행단계 업무
제135조(시공상세도 승인)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구조부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설계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과 발주청에서 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를 시
공자가 작성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
계산서

제137조(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 검토)
①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
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
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
단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설공사 설계변
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야 한다.

표 16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가설구조물 검토·확인

Ⅲ. 결론

 본 절에서는 국내 가설공사 관련법령과 기준을 소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가설공사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가설공사 관련법령과 기준은 근로자, 설계자, 시공자 및 감독자에 이르기까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소관부처마다 각각 관리로 기준 간 상충되거나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의 소홀과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일되고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해외 제도 및 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제도 및 기준을 제·개정하기에 앞서 국내 건설현장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단계를 거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건설기준코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지침에 적극 인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현재 제도화된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서 이행력 점검 등의 행정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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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선정

 서울시가 5년 연속 “최고의 MICE 도시(Best 

MICE City)”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뽑은 “최고의 MICE 도시” 분야에 서울시가 

2015년부터 다섯 번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며, 

MICE 대표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

하였다. 서울은 두바이, 싱가포르, 런던 등 유수의 

MICE 도시들을 제치고, ‘최고의 MICE 도시’로 

선정되었다.

 올해까지 서울시가 본 상을 수상하면서, 5년 연속 

수상자에게만 주어지는 <퀸트 어워드(Quint Award)>를 

도시 분야 최초로 받게 되는 영예도 차지하였다. 

 시상을 주관한 「글로벌 트래블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이다. 매년 구독자 

30만 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MICE 도시를 비롯해 

항공사, 호텔, 면세점 등 114개 분야의 최고를 

가리는 《글로벌 트래블러 테스티드 리더 서베이 어워드

(Global Traveler Tested Reader Survey Awards)》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최고의 항공 기내

서비스(Best Airline Onboard Service)분야와 

최고의 항공 승무원 분야(Best Airline Flight 

Attendants)에서, ‘롯데호텔’이 최고의 마이스 

호텔(Best MICE Hotel)과 한국 최고의 호텔 

분야(Best Hotel In Korea)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아시아 최고의 항공 분야(Best Airport in Asia)

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도 4년 연속(2015년~2018년) 

세계 3위의 국제회의 개최도시로 선정(UIA 기준)돼 

세계적인 MICE 도시로서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MICE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도 거뒀다. 2019년 9월에는 세계 법조인 7천여 

명이 참석한 「세계변호사협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 MICE인의 주목을 받았고, 2022년 

「세계 내비뇨의학회」를 비롯해 총 180여 건의 

글로벌 MICE를 유치하였다.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02)2133-2815〕

〔서울관광재단 (02)3788-0896〕

서울 지하철, 이제 물건도 실어 나른다 

…물류비용 절감

▲ 도시철도 기반 생활물류플랫폼 구상도

 서울교통공사는 운영 중인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보관하는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는 도시철도 인프라(지하철역, 

차량기지, 폐차 예정인 여객열차)를 활용해 친환경 

물류 체계를 구축하여, 도심 내 물류활동을 지원

하는 일종의 도심 생활 물류 체계를 말한다.

 최근 택배물동량이 늘어나고 수도권 지역 집중이 

심화되면서, 물류업계는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증가, 근로환경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택배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도로

운송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위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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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201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CJ대한통운과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도심물류시스템 구축연구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후 공동 기초연구를 

통해 화물전용칸이 마련된 전동차를 활용하여 

화물을 나르는 현장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일정 

부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공사는 같은 해 물류사업팀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최초이자 유일하게 직영으로 역사 내 무인물품 

보관함, 유인보관소를 운영하면서 도시철도 기반의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에 따라, 10월 개발제한구역 내 차량기지에 

물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 되었다. 이후 2019년 12월 법령 개정이 

확정되면 차량기지를 이용한 물류 수송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장 사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도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공사는 ‘도시철도를 활용한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라는 제목의 연구로 지난 달 2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한국교통정책경제

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서울교통공사 복합개발처 (02)6311-9269〕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공개모집…27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2020년 3월에 230명 규모로 새롭게 

구성하게 될 제16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2019년 12월 27일(금)까지 공개모집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이다. 

 그간 활동하던 제15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2020년 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16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공모했다.

 이번에 구성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이며, 

위원은 총 230명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당연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228명을 위촉한다.

 참가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급 이상,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박사(석사) 학위 취득 후 3년(9년)이상 실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위원회 선임은 각 기술인 협회 및 학회, 대학교, 

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폭 넓게 전문가를 

추천받은 후 3차례의 공정한 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신규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며, 선정위원회 

심사 시 전문분야 별로 교수, 연구원, 공기업, 시공

회사, 설계용역회사 등 골고루 안배할 예정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서울시, ‘2020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

서밋’ 유치

 전 세계 평화전도사 역할을 해온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기관 등 1,0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2020년 제18차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WSNPL, World Summit of Nobel Peace 

Laureates)’ 서울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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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과 예카트리나 자글라디아(Ekaterina 

Zagladina)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총장은 

2019년 12월 5일(목) 서울시청에서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제18차 회의의 개최도시로 ‘서울’을 

공식 발표했다.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WSNPL)’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기관 약 30명을 비롯해 평화 관련 

단체와 운동가(70명), 세계 각국 유명대학교의 

대학생(600명)과 교수진(200명), 외신기자단(50명)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고르바초프 재단의 제안으로 199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201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바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국은 “남북평화 

문제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전쟁 이후 이뤄낸 서울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문화, 

국제행사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도 중요하게 고려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평화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리고,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서울

평화포럼｣을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제포럼

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서울의 MICE 

산업이 한 단계 진보하는 모멘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국은 

2020년 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준비위원회’를 출범

해 본격적인 회의 개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제18차 회의에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물론 안보‧평화 관련 국제 전문가 

등을 초청,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과 역량을 서울에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세계인들과 한반도의 평화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활동 전시회, 

평화 콘서트, DMZ 등 평화 상징공간에서 문화

행사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국내‧외 청년과 대학생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솔선수범’ 프로그램(Leading by Example)도 

주목할 만하다. 전 세계 유명 대학교에서 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시는 국내 대학생 400여 명에게 

참가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02)2133-5294〕

서울기술연구원, 첨단 IoT로 열수송관 

파열사고 예방…국내 최초 기술개발

 서울기술연구원이 IoT로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서울 

전역에 광범위하게 매설된 열수송관 전체를 첨단 

IoT로 실시간 모니터링 해 선제적으로 유지 관리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해당 기술을 2019년 11월말 

서울에너지공사 중계-신내지구 신설 열수송관(80m)에 

시범 구축했다. 5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실증 

작업을 거쳐 내년엔 서울에너지공사가 열 수송관을 

신설하는 구간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고양시, 목동에서 발생한 노후 열수송관 

파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혹여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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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첨단 IoT 기술 기반 열수송관 

유지관리 기술’은 손상 지점을 실시간 파악하고 

이 정보를 무선 통신망으로 유지관리자에게 바로 

전송하도록 개발됐다. 기존 기술의 인적‧기술적 

한계를 보완, 열수송관의 관리와 열수송관 파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열수송관 전체를 최소 10cm 간격으로 

촘촘하게 감지하는  분포형 계측선을 설치했다. 

▲ 분포형 계측선

 기존 열수송관 유지관리는 작업자가 지상에서 

GPR(지표투과레이더),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해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열수송관 전체를 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고양시‧목동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시범 적용된 기술은 ▴‘분포형 계측선’ 센서로 

사고지점 측정 ▴측정 정보 실시간 변환 ▴무선 

통신망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분포형 계측선 센서로 사고지점 측정 : 긴 전선

형태 센서인 ‘분포형 계측선’을 통해 열수송관 

손상 지점 측정의 정확도(±3% 이내)를 높였다. 

관 전체에 최소 10cm 구간 마다 전류를 흘려

보내고, 보낸 전류가 얼마나 다시 되돌아오는지를 

측정해 관로 손상 지점을 감지한다. 최대 적용 

길이는 1km다. 현장에서 매설하기 편하도록 롤 

형태로 제작했다. 전선으로 피복돼 열수송관보다 

내구성도 뛰어나고 수명도 길다. 

▸측정 정보 실시간 변환 : 분포형 계측선으로 

측정한 2차원의 전기파형 정보를 온도, 누수량

(함수비) 등 원하는 정보로 실시간 변환(필터링/

보정)하는 기법도 새롭게 개발했다. 실내 검증을 

거쳐 모니터링 기기에 프로그램으로 탑재했다.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이 가능해지고, 정확한 손상 

정보만 관리자에게 전달된다. 정보 변환은 일반적인 

전기회로의 편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면 계측선 전체 

값을 보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동

평균법’과 ‘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해 개발했다. 이를 통해 2차원 

전기파형으로 부터 10cm 간격의 손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실험 장비의 개념도

▲ 실내 실험으로 검증된 필터링 및 보정 기법

▸무선 통신망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 :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변환된 정보는 첨단 IoT 기술인 ‘지중 무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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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시스템(uWSN; Underground Wireless 

Sensor Network)’을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전송된다. 그동안 광범위하게 매설된 열수송관 

손상 감지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면, 

이제는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서울기술연구원 (02)6912-0945〕

서울시, 빅데이터로 도심지 건설현장 

안전점검 기준 마련

 서울시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건설공사장을 안전 점검한 25,779건의 빅

데이터를 분석해 도심지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서울시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 기준을 만들었다. 

 공사장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작업 장소와 작업 

여건이 수시로 변하는 서울시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결과(25,779건)를 토대로 재해유형별로 분류하여 

도심지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근로자 안전․보건․시공․
품질관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정하였다. 

 발주자는 현장점검 시 현장의 안전점검 상태를 

확인하는 리스트로 활용하고, 감리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순찰 및 안전관리 계획검토 등 감리자의 안전

관리 전반에 걸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공사는 안전점검 리스트 및 위험성평가 

시 위험요인의 도출, 안전순찰시 점검리스트 등

으로 활용 가능하다. 

 2020년 1월부터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체크

리스트를 활용한 안전점검이 활성화되도록 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02)3708-2456〕

혁신기술로 지하보도가 정원으로 변신, 

‘종각역 태양의 정원’ 개장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북측의 지하보도가 혁신적인 

자연채광 제어기술을 적용하여 도심 속 지하정원

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종각역에서 종로서적(종로타워 지하2층)

으로 이어지는 지하보도에 ‘종각역 태양의 정원’을 

조성하고 2019년 12월 13일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자연채광 제어기술은 지상의 햇빛을 원격 집광부를 

통해 고밀도로 모아 특수 제작된 렌즈에 통과시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하 공간까지 전달하는 혁신

적인 기술이다. 

 지상에 8개의 집광부를 설치하고 자연채광 제어

기술을 활용, 자연 그대로의 햇빛을 지하로 전송

하여 비춤으로써 유자나무, 금귤나무, 레몬나무 

등 과실수를 포함한 37종의 다양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지하정원을 조성하였다. 

 단순한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계단을 리모델링하여 

객석을 만들어 각종 교양강좌나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홍보, 판로, 교육,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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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나 미세먼지 등 외부 기상여건과 상관없이 

지하에서 자연 그대로의 태양광을 느낄 수 있으며, 

날씨가 흐린 날엔 자동으로 LED 조명으로 전환돼 

외부 날씨와 상관없이 일정 조도 확보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도심 속 유휴공간에 대해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노후 된 고가도로를 공중

정원으로 변모시킨 ‘서울로 7017’에 이어 종각역 

지하 유휴공간에 지하정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1년여 간의 공사를 거쳐 개장하게 됐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02)2133-802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56〕

서울시-현대차, ‘GBC 신축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

 서울시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건축허가(2019.11.26.(화)) 이후,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이행을 위해 

2019.12.13.(금) 현대차와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2019.6.27.)를 

통해 확정된 공공기여 이행 관련 총량, 대상사업 

및 제공방식 이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상 

반영이 어려운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2019.6.27) 내용]

 ‣ 총    량 : 1조 7,491억원 규모
 ‣ 대상사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 주

경기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 제공방식 : 현대차가 직접 설치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되, 대상사업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부분은 서울시에서 위탁 시행

 금번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서울시 위탁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위탁비용 

관리 방식’ 및 ‘협의체 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위탁시행에 따른 세부절차’와 관련

해서는 서울시가 공공기여 대상사업 설계과정의 

위탁시행 시 설계용역 관련 타당성심사, 건설기술

심의 등의 공공절차를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시설물 

성능수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예정

이고, 공사 과정에서도 공사 감리의 위탁시행을 

통해 향후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 및 환경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위탁비용 관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위탁비용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에스

크로우(ESCROW) 제도를 활용하여 서울시와 현대

차간 상호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에스크로우(ESCROW) 제도]

 ‣ 계약 당사자 간 특정계약 관련 대금을 중립적 제3자인 
은행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정조건 충족 또는 
계약당사자들 동의 시 대상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
하는 비용지급 관리제도

 아울러, ‘협의체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대규모 

공공기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공공기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02)2133-8273〕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내역 21일 개통 

…경춘선 환승 쉬워진다

 서울 지하철 6호선이 신내역 개통을 통해 수도권 

전철 경춘선과 만난다. 그 동안 서울 구간 종점이 

7호선 상봉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도심으로 쉽게 

진입하기 어려웠던 경춘선과의 환승 연계가 이루어져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12월 21일부터 지하철 

6호선 신내역을 개통하고, 봉화산↔신내 총 1.3km 

구간의 열차를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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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신내역 개통으로 구리・남양주・가평・춘천 

등의 지역에서 경춘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환승 

1번으로 바로 6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도심 

진입이 더욱 수월해진다. 또한 6호선 이용객들도 

경춘선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다. 중랑공영

버스차고지가 역 인근에 바로 위치해 버스와의 

환승도 용이하다. 

 신내역은 2013년 7월 24일 발표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5개년 계획’에 기초한 서울 경전철 면목선의 

시종착역으로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향후 3개 

노선 및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중랑구의 

환승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 기대된다. 

〔서울교통공사 (02)6311-9562〕

서울로7017∼구 서울역 옥상 40m 

공중보행교로 연결…2020년 개통

 2020년 말이면 서울로7017과 구(舊) 서울역사 

옥상을 바로 연결하는 길이 40m, 폭 6m의 공중 

보행교가 설치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로7017에서 

공중 보행교를 통해 구(舊) 서울역을 지나 서울역 

대합실까지 끊김 없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보행교 신설과 함께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구(舊) 서울역 옥상은 약 2,300㎡(700평) 규모의 

정원식 문화‧휴게 공간으로 변신한다. 또, 20여 년 

간 폐쇄돼 현재 쓰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구(舊) 

서울역 주차램프(지상~옥상)도 2021년까지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 등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로

7017에서 확장되는 대규모 시민 문화‧휴게 공간 

조성으로 서울역의 공간적 위상과 공공성을 강화

하고, 서울역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역사㈜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019년 12월 17일(화) 서울시청에서 

체결했다.

 이로써 2017년 호텔마누, 대우재단빌딩, 2019년 

메트로빌딩에 이어 네 번째로 서울역이 서울로

7017과 공중 보행교로 연결, 서울로7017에서 주변 

건물로 실핏줄처럼 뻗어나가는 보행 네트워크가 

더욱 촘촘해진다. 아울러, 기존 고가차도에서 공중 

보행로로 변신하면서 서울로7017에 다소 부족했던 

휴게공간을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서울로

7017~구 서울역사 옥상 연결통로 설치 ▴구 서울역사 

옥상 휴게공간 조성 ▴폐쇄된 주차램프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서울역 보행편의 

개선사업을 협력한다. 향후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3개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한다. 

 서울시는 1단계로 2020년까지 연결통로와 옥상 

휴게공간을 조성해 개방하고, 2단계로 2021년까지 

폐쇄된 주차램프를 문화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02)2133-8265〕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 

…2026년 개통 예정

 서울시가 동북권을 친환경 경제발전 중심지로 탈

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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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와 기획재정부 민간투

자심의 통과에 이어, 2019년 12월 16일 서울 시

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민자사업 시행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 동의조건 : 동부간선도로 등 중랑천 내 시설물 

적법화 조치 이행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릉IC ~ 영동대로

(경기고 앞) 10.4km 구간에 설치하는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로서 상습정체와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

했던 동부간선도로를 확장(6→8차로)하고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여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투자 심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19년 12월 말에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고, 2020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1년에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할 계획이다.

※ 12월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동의내용 최종의결 예정

 시는 대심도터널이 건설되면 월계~강남까지 30여분 

소요되던 것이 10분대로 대폭 단축되고, 아울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계획인 창동

CBD와 영동대로MICE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됨으로써 강남북 균형발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64〕

8호선 연장(별내)선 한강 하저터널 

공사 개시…2023년 9월 완공

 서울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의 강동구 

암사동~구리시 토평동 구간을 건설하기 위해 한강을 

지하로 관통하는 하저터널 공사를 2019년 12월 

19일(목)부터 개시했다.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은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구리시를 

지나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총 연장 12.9㎞에 이르며, 

6개 정거장이 건설된다.

 하저터널은 소음과 진동이 없어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터널공법인 쉴드 TBM(Shield Tunnel 

Boring Machine) 공법으로 진행되며, 구리시 

토평동에서 강동구 암사동 방향으로 굴진된다. 

2023년 9월 완공예정이다. 

 한강하저 터널구간은 지표면에서 최대 52m 깊이

(하저)에 있어 대기 압력이 최대 4.7배에 이르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공사구간이다. 총 연장 

1,279m를 관통하는 터널의 압력(토압과 수압)은 

4.7bar(Kg/cm²)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무엇보다 안전한 공사를 위해 한강하저의 

고수압에 적합한 ‘쉴드 TBM(Tunnel Boring 

Machine) 이수가압식공법’을 적용하여 2019년 

2월 말 장비를 반입했고, 시운전이 마무리되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발진한다. 쉴드 TBM 

장비는 직경 7.6m, 연장 11m로 원기둥 모양이다.

▲ 쉴드 TBM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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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 TBM 이수가압식공법’은 터널 굴착과 동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터널내부로 지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비배수 

터널공법으로 기존 발파공법보다 안전하고 한강 

하저 터널공사에 적합한 자연친화적인 공법이다.

 한강하저 터널공사는 구리 토평동 작업구에 쉴드 

장비를 투입하여 암사동 방향으로 시작되며, 1일 

작업할 수 있는 연장은 5.65m로 1,279m 터널을 

10개월간 뚫어 상행선을 완성하게 된다. 상행선이 

완성되면 장비를 해체하여 다시 구리 토평동 작

업구로 이동하여 바로 옆에 터널을 1개 더 뚫게 

된다. 별내선 하저터널은 2개 터널을 만드는 단선

병렬 터널이다.

 이로써 한강을 하저로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은 

5호선 광나루~천호, 마포~여의나루,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서울숲에 이어 8호선 연장 별내선이 3번째 

노선이다. 샛강을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은 5호선 

여의도~신길과 9호선 국회의사당~당산이 있다.

 지하철 8호선 연장노선이 완공되면 경기 남양주 

별내에서 서울 잠실까지 환승 없이 27분 만에 

갈 수 있어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02)722-7186〕

서울시, 율곡로 6차로 확장개통…일제가 

단절 ‘종묘∼창경궁’ 2021년 원형복원

 서울시가 율곡로 ‘창덕궁 앞 교차로~원남동 교차로’ 

구간(약 690m)의 4차선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해 

2019년 12월 30일(월) 오전 6시 완전 개통했다.

 율곡로는 일제가 민족혼 말살정책에 따라 종묘~

창경궁을 단절시키기 위해 이 사이에 길을 내 만든 

도로다. 서울시는 이번에 확장 개통하는 율곡로 

구간 상부에 터널을 조성하고 녹지로 연결해 

2021년 6월까지 끊어진 ‘종묘~창경궁’을 원형복원 

한다. 이렇게 되면 90년 만에 일제강점기 전 모습 

그대로 종묘와 창경궁이 연결된다. 

▲ 시점부(돈화문 앞) 조감도

 서울시의 ‘종묘~창경궁 원형복원’은 1931년 일제

강점기 당시 맞붙어 있던 종묘와 창경궁의 궁궐담장을 

그대로 복원하고, 율곡로를 터널로 조성하면서 종묘와 

창경궁을 녹지로 연결한다. 터널 상부에 녹지를 심고, 

담장을 따라 산책로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종묘~창경궁 원형복원’ 사업 중 하나로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1일 약 8만여 대 차량이 통행

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몰리는 병목현상

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했던 곳이다. 이번에 확장 

개통으로 상습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묘~창경궁 원형복원’은 2019년 12월 기준 80%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터널 상부 ‘아치형 

콘크리트(Precast Concrete-Arch: 공장에서 미리 

만든 아치형 콘크리트 구조물) 방수공사, 상부 복토, 

담장 복원공사가 2021년 6월까지 계속된다. 

 우선 시는 이번에 도로를 확장한 율곡로 690m 중 

320m 구간을 터널로 만들기 위해 지붕 역할을 할 

‘아치형 콘크리트(PC-Arch)’를 설치 완료했다. 향후 

터널 상부에 방수공사를 하고 흙을 덮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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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1931년 발간된 조선고적도, 1907년 제작된 

동궐도를 근거로 궁궐담장을 선형 그대로 되살린다. 

복원 공사 중 발굴 조사된 궁궐담장 기초석에 맞게 

지반의 높이를 옛 모습대로 맞춘다. 

 마지막으로 흙을 덮은 터널 상부에 참나무류와 

귀룽나무, 국수나무, 진달래 등 창경궁과 종묘 수림에 

분포돼 있는 고유 수종을 심어 다층구조의 전통 

숲으로 조성한다. 

 시는 발굴된 담장 기초석에 저촉되지 않도록 터널 

조성을 위해 문화재청, 문화재사적분과위원, 대한

토목학회 구조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와 수차례 

자문회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아치형 콘크리트

(PC-Arch) 폭과 높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

각도로 연구한 끝에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 원형 

복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율곡로 도로 확장 공사 구간 

중에 위치해 있는 창덕궁 돈화문 앞 월대‧기단의 

멋과 품위를 되찾기 위한 공사도 함께 진행했다. 

월대 앞 담장을 제거하고 도로 선형을 월대 계단에 

맞게 낮춰 월대가 더 부각되도록 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57〕

서울교통공사 ‘고신뢰 선로전환기 개발’ 

철도안전 최우수사례 선정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11일(수), 각 철도

운영기관의 철도안전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철도

안전 수준의 전반적인 확산을 위해 2019년 ｢철도

안전 혁신대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하였다.

 이번 혁신대회에서는 총 14개 기관에서 14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되었으며, 1차 예선(서면 심사)을 

통과한 8건이 2차 본선에 진출하였다.

2차 본선에서는 발표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국

토교통부 장관상) 1건, 우수작(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1건, 장려상(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상) 2건을 선정하였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으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신뢰(HR) 선로전환기 개발’이 선정되었고, 선로

전환기 내부회로의 신뢰도를 높여 안전성을 강화한 

선로전환기를 자체 개발 · 활용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우수작으로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모노레일용 

신축이음장치 충격완화플레이트 개발·설치’가 선정

되었고, 모노레일의 충격하중을 최소화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축이음장치 충격완화플레이트를 

자체 개발 · 설치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혁신대회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각 기관

에서 철도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업계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최우수상 수상사례에 대하여는 

‘철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6〕

용산공원, 희망의 땅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큰 걸음 내딛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23일(월) 국무총리 

및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회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고 아래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① 용산공원 경계 확장

  (243만㎡→303만㎡으로 60만㎡ 확장)

 먼저, 온전한 영토 회복을 통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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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북단의 구 방위사업청 부지(7.3만㎡)와 

군인아파트 부지(4.4만㎡)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된다. 또한 용산기지 인근의 중앙박물관

(29.5만㎡), 전쟁기념관(11.6만㎡), 용산가족공원

(7.6만㎡)도 용산공원 구역 내로 편입된다.

※ 경계 확장을 반영하여 2020년 이후 용산공원정비구역 

고시 예정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론화를 통해 용산공원 실행계획 확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1단계(2020년 1월~6월)로 조경·환경·건축·

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

안을 보완하고, 2단계(2020년 7월~12월)로 대

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 3단계(2021년 6월)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③ 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

 기지가 반환되기 이전에도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미군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았으나 그간 미

군이 임차해서 사용(1986년~1919년 11월)했던 

외인아파트를 유지보수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 

5단지부터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체험 공간으로 

개방한다.

 또한 기지 내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버스투어를 확대 발전시켜 미래

세대, 소외지역 주민 등을 초청하는 테마형 그룹

투어를 추진한다.

④ 공원 시설물 관리방안 마련

 지금까지는 미군 측의 보안상 이유로 시설물의 

외관 육안조사만 허용되었으나, 미군의 평택 이전

으로 빈 건물이 늘어나면서 기지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해 내부 정밀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단계로 2020년 상반기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2020년 7~9월까지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3D 촬영을 병행한다.

 마지막 3단계로 2020년 10~12월까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 (02)2131-2033〕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02)2131-2022〕

〔서울특별시 전략계획과 (02)2133-258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서울특별시는 건설공사의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하여, 설계과정의 하나인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현재 운영 중인 설계심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설계

품질 향상과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안)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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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추가(안 제2조제2항제3호)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검토기능을 추가

하고 검토대상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신기술의 범위조정 및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기술 지정 심사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

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기술 신청인 자격요건 일치(안 제3조 개정)

  1) 신기술 신청인 자격요건을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내용과 일치되도록 함

나. 신기술 범위조정 및 지정취소 절차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1) 신기술 보호기간 중 기술개량 등으로 기술의 

범위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기술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술의 범위 조정

  2) 건설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신기술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취소

다.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0조

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전년도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매년 2월 15일, 

계약서류 등 제출)과 별도로 신기술공사 

계약 후 20일 이내에 계약관련서류를 제출

하는 것은 중복되므로 해당 조항 삭제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97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되어 부실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 제출하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실하게 점검한 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 후속조치를 의무화하며, 설계도서 

제출의 이행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결과보고서 수정‧보완 제출, 

명단 공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기술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술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등록 의무화

(안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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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교육수료 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려는 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부실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수정제출 기간 등(안 제14조제4항)

  1) 관리주체 등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밀안전점검은 2개월 

이내, 정밀안전진단은 3개월 이내 수정‧보완

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안 제15조의2)

  1)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변동 

현황, 관리자 및 소유자 등의 관계, 설계도서 

보유 여부,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방법(안 제17조의2)

  1) 명단 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도록 함

마.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7조의3)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종류(안 제18조

제2항)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

교량‧도로터널의 포장 및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을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으로 규정함

사.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위임 근거 마련

(안 제23조제2항)

  1)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

아.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 및 방법(안 

제28조제7항)

  1) 성능평가에 대한 제출 시기 및 방법을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제출 시기 및 

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자.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3조)

  1) 설계도서 제출 명령,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권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

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업무를 한국시설안전

공단에 위탁함

차. 책임기술자의 자격조건 강화 및 정비(안 별표 5)

  1)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에서 

건축사에게도 실무경력 2년의 자격을 부여

하고, 책임기술자의 자격 표를 정비함

카. 안전점검 등을 자격이 없는 기술자가 수행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확대(안 별표 12)

  1) 현재 자격이 없는 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

하였을 경우 영업정지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을 

책임기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참여

기술자를 포함한 기술자 전체로 확대함

타.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15)

  1)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근거 조항을 

정비함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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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경력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인정 등으로 규제 완화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고자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령 등

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6〕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업계에서 발주청을 방문하여 업무

중복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기술개발 실적확보를 

위하여 신기술을 구매하는 등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의 부담이 되는 사항을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용역수행의 성과에 따라 평가를 진행

하고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용역수행 보다는 수주에 집중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중복도 평가 시 사실확인서류 발급 개선 (별표2)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 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협회를 통해 인터넷 

등으로 발급 가능토록 하여 발주청 및 업계 

부담을 경감

 나. 신기술 개발실적 기준 완화 (별표2)

  1) 개발실적 기준이 높아 그간 신기술·특허 등을 

구매하여 성과를 확보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개발 시 부여하는 건당 

점수를 상향 조정

 다. 용역수행실적 평가 (별표2)

  1) 용역수행실적에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새 항목을 추가

하고, 수행한 용역 성과에 따라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용역 수행 시 우수한 성과를 

유도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별표2)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변경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설계의도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 심의대상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건축물이 지표면과 접

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면적을 완화하는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를 굴착

하는 경우 관련분야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하고, 

위반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안 제5조의5 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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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굴착공사 등의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분야 감리원 상주(안 제19조제6항)

  1)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 시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토목분야의 

감리원(해당 분야의 공사 시공 또는 감리업무 

경력 2년 이상인 건축사보)을 상주하도록 함

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명부작성 방식 개선

(안 제19조의2제2항)

  1)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이 주상복합

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중이용 건축

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명부 작성 대상을 

조정하도록 함

라.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안 제27조의2제7항)

  1)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개

공지에서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함

마.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안 제115조)

  1) 위반건축물의 실태조사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조사와 신규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실태조사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한 후 정비계획을 시행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도록 함

바.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

(안 제119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1)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지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할 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모든 건축물 도면정보는 건축주가 

신청하거나 건축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

하여 열람할 수 있어 민간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건축물의 경우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재실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건축과 정보

통신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분야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다중이용건축물의 평면도 등 도면정보 공개

(안 제11조제3항)

 1) 다중이용건축물은 보안, 안전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면도 등 도면정보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83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제16135호)됨에 따라, 발주청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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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식을 검토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ㆍ수립절차 등을 정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감독자가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교체 기준을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연관되는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제출

기간, 검토기간 등의 기간 기산법을 명시하며, 건설

현장의 불법 건설기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법 구조변경 된 건설기계 

등을 건설현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2〕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한 인적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배상한도를 주요 의무보험 수준으로 

적용하여 배상범위를 개선하고자 「설계-건설사업

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3자의 인적손해 배상범위 개선(안 제6조)

  1) 인적손해 발생 시 주요 의무보험 중 자동차

손해보험 수준(최대 1.5억 원/인)으로 보상

할 수 있도록 배상범위를 현실적으로 개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7〕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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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

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건축물 마감재

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

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복합자재의 강판 관련 기준 개선(안 제2조, 

제3조, 제4조 등)

  1)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 및 두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마감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

(안 제5조 등)

  1) 마감재료의 양면이 달리 구성된 경우에는 

양쪽면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

(안 제6조 등)

  1)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마감재료의 품질

관리에 중요한 사항은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

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표준 서식(안 [별표2])

  1)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의 표준 서식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044)20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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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마감재료는 품질시험 결과

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

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방화문의 성능 중심

으로 개선하고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안 제5조, 제6

조, 제7조)

  1)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 마감재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열방출량 

등 일정 난연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

으로 하도록 함

나.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9조제4항, 제13조)

  1) 재실자의 피난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에 헬리

포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은 평상시

에는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범ㆍ사생활 

보호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건축물 

옥상을 대피 및 구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성능분류체계 개선(안 제64조 등)

  1) 현재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 

분류체계를 60분 방화문 등 화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044)201-4988〕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2020년부터 

연 2회 시행하여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5년

에서 2.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응시생의 심리적 

압박이 커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및 면제횟수를 

5년 내 5회로 정하여 면제기간 단축에 따른 부

작용을 최소화 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시 

수리 간주제 도입 및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

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로서 개정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아울러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 업무와 건축사 명부 관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건축사 자격시험, 자격등록 등과 

함께 건축사 자격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 조정(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1) 건축사 자격시험의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시험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함

  2)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및 면제횟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접수 

후 접수취소를 하거나 또는 결시한 경우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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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사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4항으로 변경  

(안 제6조의6)

  2)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변경  

(안 제21조의2, 제37조)

  3)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변경  

(안 제25조, 제29조의2, 제37조)

다. ｢건축사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7항으로 변경 (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라. 건축사협회에 위탁업무 신설(안 제35조제2항

제7호 및 제8호)

  1) 외국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의 접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2) 건축사 명부의 관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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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5차 일원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타일균열이 콘크리트(라이닝) 벽체부로 연장성이 

없는 상태로 콘크리트(라이닝)에 발생된 균열은 

반사균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타일

균열보수는 보수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보수 등에 대하여 재검토 요망

○ 공용 중인 터널의 안전성 평가 시 관리기준치

(천단변위, 내공변위, 허용응력 등)가 별도 

없으므로 시설물 관리주체인 동부도로사업소와 

서울시 주관부서인 도로시설과와 협의하여 

관리기준치를 마련하기 바람

○ 시설물의 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직 찾지 못한 일원터널 설계도서 원본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과 2004년 

정밀안전진단보고서는 설계용역회사 또는 시공

회사 등에 협조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하도록 

조치 바람

■ 제207차 아차산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R.C Rahmen 구간의 Mass콘크리트 현장타설 

구간은 수화열 저감을 위해 1,2단계 분할 타설

하였으므로 본 구조물에 나타나고 있는 균열 

등의 손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공당시의 

가시설 및 타설 우선순위 등에 대한 시공방법

(감리일지, 사진 등)을 찾아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강거더 및 2차 부재에 대한 도장박리 및 부식은 

1,2블럭과 8블럭에 집중되어 있으니 시공당시의 

시공프로세스를 확인(감리일지 등)하여 도장

박리 및 부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시공조인트 및 최대 전단작용지점, 우물통 등의 

취약부 균열 등에 대해서는 시공당시의 원도면과 

비교하여 손상 현황을 기록하고 중점유지관리

사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208차 자양고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방호벽(S5~S19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의 기본풍속(V.)은 26m/sec(노풍도 C등급)로 

2019년 건축설계기준을 참조하여 검토되었으나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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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량을 도로교설계기준 참조하여 기본(설계)

풍속 및 노풍도를 재검토하고 하중조건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A1에 설치된 교량받침은 연도별, 기간별 온도

변화에 따른 가동 여유량이 부족하나, 온도

조건 및 패널설치 등으로 가동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수록할 것

○ 하부구조(교대) 말뚝지지력 검토에 따른 수직

허용지지력(KN)과 수평허용지지력(KN) 비교 시 

수평지지력이 수직지지력보다 높게 나온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제209차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기 준공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1단계) 

사업의 시공 중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2단계 사업 추진 중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 추가 필요

○ 시설현대화 사업은 기존 시설을 운영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무중단 운영을 고려한 

시공계획과 공사 중 방류수질 보증계획(환경청 

협의 포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할 경우 이송 차량의 

잦은 이동이 예상되므로 분뇨이송 시 최대 

중량을 기준으로 지하 진입램프의 등판경사도,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토목계획을 수립할 것

○ 고농도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국소배기를 

설치하여 포집하고 악취를 처리하여 내부 적체를 

방지하고 실내 공기의 원활한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단계별 사업시기 및 변경된 부지활용 계획을 

고려하여 관리동, 슬러지 처리시설 등 기존 

시설의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

■ 제210차 탄천물재생센터 오수전용(차집)관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대상지 배수체계 현황 검토 시 분류식 
전환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가시설 설계 시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방법 등을 검토할 것

○ 하천부지 내 관로매설 시 하상저하 또는 침식 
등으로 인한 관로의 노출 및 파손 등에 대한 
하천공학적 분석 및 검토 내용을 반영할 것

○ 오수관로가 하천부지 내에 매설될 경우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관로 부속시설물(맨홀 등)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지관리대책을 반영할 것

○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사례, 
도심지 공사여건, 탄천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공사기간 동안의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사항을 
목록화하고 설계 시 반영할 것

○ 터파기공사를 시행할 때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것

■ 제211차 목동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균열이 발생한 거더 위치가 보도부로서 활하중이 
적은 점과 현재 시설물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취성파괴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나 보강공사 전까지는 계측을 통한 지속적인 
주의관찰을 시행하기 바람

○ 염화물 시험 결과 일부에서 C등급 결과가 나온 
점으로 보아 거더 단부로 염화물 침투 및 강선 
부식 발생이 우려되므로 추가 시험을 시행하기 바람

○ 보강설계안을 제시할 때 스판별로 외부 긴장재 
설치에 따른 구조적 거동 변화를 감안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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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24로 계속해서 운영 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바라며, 보수·보강 시에는 최대한 무응력 

상태에서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기바람

○ 목동교(구교)의 휨응력 검토결과 G13 거더에서 

안전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G11, 

G12 거더 등 전체 거더에 대하여 구조해석

결과를 추가 수록하기 바람

■ 제214차 도림천4복개 정밀안전진단심의

○ 201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바닥판의 내하력 

부족이 발생한 사유를 검토하여 보완하고 

2016년 실시한 패널보강부의 유지관리를 위한 

중점점검 대책을 제시할 것

○ 신축이음장치는 본체와 후타재 손상으로 인한 

중차량 통행 시 충격과 누수 발생 여부를 검토

하여 적극적인 보수 대책을 제시할 것

○ 전차 진단과의 안전성평가 결과 비교 시 시기별 

평가값의 일관성 및 경향성을 판단할 수 있

도록 보완할 것

○ 재하시험결과 응답보정계수가 1.0미만으로 

검토되어 장기적인 공용내하력 확보에 문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제시할 것

○ 받침장치 조사결과 공용 연수 증가에 따른 

받침 부식, 고무재 균열 등 노후화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므로 노후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

○ 보수재 박리 및 부착불량, 열화가 발생한 구간은 

보수부 재손상의 원인을 명확히 제시할 것

■ 제215차 사당천복개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소교량에 대한 내구성시험 및 상태평가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내구성 증진 및 

상태등급 상향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소교량 브레이싱 손실, 도막두께 부족, 받침 

및 신축이음장치 손상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손상상태를 고려하여 개축 등 적극적인 보수를 

검토할 것

○ 소교량 날개벽 미설치로 검토한 구간은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추가 검토하고 토사의 

토압으로 인한 거더부 영향이 없도록 프리캐스트 

옹벽, 주열식 벽체 등 교통량이 많은 현장여건을 

고려한 보수대책을 검토할 것

○ 강재의 도막두께 시험결과 표준 도막두께에 

미치지 못하는 부위는 재도장을 실시토록 검토

하였으나 본 시설물은 밀폐된 공간 내 누수로 

인한 습기 등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검토 필요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등 점검통로 및 

점검시설의 상태, 안전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불편 및 위험요소 개선방안, 

소요비용 등) 제시할 것

■ 제216차 대방천복개 정밀안전진단심의

○ 대방천 복개구간은 설계하중 DB-24와 

DB-18을 공용 사용 중으로 중차량의 통행 

및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할 때 DB-24로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

○ 상태평가 시 라멘구간 및 박스구간의 등급이 

C와 D로 검토되었으므로 등급 상향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C·D 부재의 보수·보강 시 

검토되는 결함도 지수 개선값을 제시할 것

○ 라멘구간 기둥이격, 기둥 기초부 시공불량, 

기둥침식으로 검토된 손상부는 손상 현황을 

상세히 검토하여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 대책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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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련 라멘구간의 슬래브 중앙부의 안전율과 

내하율이 1보다 작게 검토되었으므로 공용 중 

중점점검항목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안전율과 

내하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과업기간 중 보수·보강을 실시한 구간(라멘구간 

바닥콘크리트 타설 등)은 보수 전·후 조사사진, 

보수·보강 내용, 물량 등 상세자료를 확보하여 

차기 점검 시 재손상부에 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할 것

■ 제217차 봉천천복개 정밀안전진단심의

○ 봉천천 복개구간은 설계하중 DB-24와 

DB-18을 공용 사용 중으로 중차량의 통행 

및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할 때 DB-24로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

○ 박스구간 바닥슬래브 침식 및 철근 노출부는 

복개구조물 통수능 및 평상 시 오수량 등을 

검토하여 보수두께를 제시할 것

○ 복개구조물 하부구조(슬래브하면)의 피복두께 

부족 등에 따른 철근 노출 손상부는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보수대책을 제시할 것

○ 봉천교 등 소교량의 받침부식 및 거동, 받침

위치 지점부 단면손상 등을 조사·검토하여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대책을 제시할 것

○ 과업기간 중 보수·보강을 실시한 구간은 보수 

전·후 조사사진, 보수·보강 내용, 물량 등 상세

자료를 확보하여 차기 점검 시 재손상부에 

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할 것

■ 제218차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손상물량은 전차 점검 및 진단결과와 비교·분석

하여 진행성 여부를 근거로 보수 여부 및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안전성평가에서 기초지반의 평균 N값 4를 적용한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 탄산화 진행속도가 매우 높은 신천나들목은 

손상 위치 등 시설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보수방안을 검토·제시할 것

○ 전차수와 상태평가 비교 시 안전성 분야를 

고려한 최종종합평가 지수에 대한 비교도를 

추가할 것

○ 수문에 대한 유지관리이력을 상세히 조사하여 

제시하기 바람

■ 제219차 새말배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배수암거의 하부는 부식 또는 세굴 등으로 

취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 철근탐사 시 조사된 철근간격과 구조검토에 

적용된 도면의 철근간격을 비교·검토하고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박스구조물 접합부 누수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구조물 상부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원인 및 근원적인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 보수부위에 재발생한 손상은 보수이력 자료 

확인 및 보수 당시 손상원인, 적용된 보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 강재 문비의 도막두께의 기준치(150㎛)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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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차 도시고속도로 연결로(화랑로 진출) 

설치 보완설계 용역발주심의

○ 보완설계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업내용과 

대안제시 가능범위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 

명기할 것.

○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시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토공설계 시 현장 미세먼지 저감 계획에 대한 

설계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설계단계 및 완료단계에서 각각 단계적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과업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성과품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명기할 것

■ 제221차 남산1호터널(구) 정밀안전진단심의

○ 터널의 기존 복공(60㎝) 위에 새로 40㎝의 

복공이 시공되어 있어 기존 복공이 열화되기 

전까지는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안전

점검 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중앙연결통로 탄산화시험, 철근탐사 등을 볼 때 

콘크리트의 피복이 20㎝이상으로 판정되었는바, 

피복이 두꺼운 원인에 대하여 기술해 주기 바람

○ 터널 안정성평가 결과 안정율이 10이상인 것은 

연직하중, 수평하중, 잔류수압, 자중 등 적용

물성치가 제한된 공간의 값만 적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 안전진단 시 유지

관리용 계측, GPR탐사 등의 결과를 활용 안전성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기 요망

■ 제222차 남산1호터널(신) 정밀안전진단심의

○ 터널 안정성 검토 시 GPR탐사 결과를 활용한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공동부상부 슬래브 
데크플레이트 내부 구조물 상태 확인을 위한 
재하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정밀안전진단 시 GPR탐사, 재하시험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기 바람

○ 신 터널은 시점(필동)→종점(한남동) 방향으로 
종단구배가 형성되어 있고, 시종점부는 개착
BOX, 중간은 NATM, TBE 공법으로 혼용되어 
배수로 준설 등을 위한 배수계통도 추가 작성 
필요(내부 : 청소, 빗물 등 / 외부 지하수처리)

■ 제225차 미아아리수올림터 외 8개소 정밀 
안전진단심의

○ 안전성검토에 적용한 단명의 제원, 부재제원, 
적용 철근량을 수록하고 현장조사결과를(철근
탐사, 직경확인 등)을 적용하여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것(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추정한 근거 
및 사유 제시)

○ 복원도면 작성을 위한 구조물 제원, 철근정보 
조사위치도를 작성할 것

○ 각 아리수올림터의 건축물 탄산화시험 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건축물편) 2019.01.」에 따라 평가할 것

○ 각 배수지 신축이음장치 등 누수관련 조사내용 
및 결과를 제시할 것

○ 가동 시 모터의 전류, 펌프의 수압, 유량 등 
가동 상태를 기전설비 시험측정결과에 제시할 것

■ 제226차 2019년 공릉배수지 외 2개소 정밀
안전진단심의

○ 구조안전성 검토에 반영된 철근량이 준공도면과 
철근탐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철근 배근
간격 및 철근량 등을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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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손상은 기 진단 및 점검과 비교하고 기존 

손상의 진행성 여부(사진 등 비교), 보수부 

상태 등의 조사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

○ 배수지의 안전을 위한 지하수처리 방안으로 

배수지 하부슬래브에 유공관을 부설하여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고 있는바 유지관리 맨홀에 

연결되어 있는 유공관의 상태를 확인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대책을 제시할 것

○ 주요 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고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상 시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227차 도림천1복개 정밀안전진단심의

○ 복개구조물 안전성 평가 시 해석조건 및 구조적 

거동 특성에 따라 안전율이 크게 나올 수 있으므로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검토 필요

○ 부분복개구간 안전성 평가 시 가존 옹벽의 

배면에 활하중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경우 변위로 

인한 토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검토결과를 제시할 것

○ 거더부 단차 등 손상부 계측을 실시한 구간은 

측정치 등 계측자료를 보고서에 수록하여 향후 

일상점검 치 유지관리 시 참고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최신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확보하여 도림천 

정비계획에 따른 과업 구간의 유속 및 홍수위를 

반영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것

○ 철근노출부 조사 시에는 철근직경을 확인하고 

준공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보고서에 그 

결과를 수록할 것

■ 제228차 반포천복개 정밀안전진단심의

○ BOX로 검토한 구간은 현장 및 전차 진단보고서 

등을 추가 검토 후 정확한 구조(BOX 또는 

라멘)를 확인하여 기 진단에서 검토된 BOX

구간 구조검토자료를 재확인하고 도면 미확보 

구간에 대한 도면 복원을 수행 후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할 것

○ BOX구간 상시 체수부에 대한 바닥판 조사결과가 

누락되었으니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손상내용, 

물량, 보수방안 등 검토결과를 제시할 것

○ 반포천복개는 설계하중 DB-24로 관리되고 

있으나 준공시기 및 인근 복개구조물의 현황을 

고려 시 DB-18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고서 및 시설물관리대장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것

○ 금회 시행한 코어채취, 재료시험 등 시험위치는 

차기 점검 및 진단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관

조사망도에 표기하여 이력을 관리할 것

○ 보수 물량 및 공사비 산출 시에는 보수·보강부에 

대한 재손상을 조사하여 하자여부를 검토하고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에 

따른 복개철거구간의 보수 물량은 구분하여 

별도 제시할 것

○ 유수에 의한 바닥 세굴 보수 시 치핑을 통한 

손상깊이 확대가 예상되므로 물돌리기 후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보수공법 및 공사비를 

검토하여 보완할 것

■ 제229차 녹번천복개 정밀안전진단심의

○ 신축이음손상에 대한 원인 및 보수대책은 신축

이음손상 타입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보수방안은 기존 시공사례조사, 시험시공 등을 

통한 효과성 검증 후 제안할 것

○ 외관조사결과 BOX 내부 일부 구간에 폐기물 

및 토사가 퇴적되어 바닥슬래브에 대한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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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수·보강 물량 

산출 시 폐기물 및 토사 준설을 우선순위로 

검토할 것

○ 슬래브하면 강판부착 보강부는 설치 이력, 보강 

효과 등을 검토하여 구조적인 내하력 부족에 

따른 보강 여부를 판단하고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것

○ 안전성 검토결과 Type-4, 6구간의 일부 부재별 

안전율이 전차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신축이음부 누수로 인한 손상부는 유도배수

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누수로 인한 추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및 보수대책을 

제시할 것

■ 제230차 욱천복개1구간 정밀안전진단심의

○ 탄소섬유보강부 들뜸, 녹발생, 누수 등 손상부는 

단면보수를 통한 보수·보강 대책을 제시하고 

과업구간 내 탄소섬유보강부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 대책을 제안할 것

○ 상시 체수되는 구간을 조사하고 체수 원인, 

준설 필요성, 단면보수에 따른 구배 조정 등 

보수방안을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재료시험(반발경도시험 및 초음파법) 결과 3련 

BOX구간의 콘크리트 강도(17.4㎫, 18.4㎫)가 

설계기준강도(21㎫) 대비 부족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니 원인 및 보강대책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 안전성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

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따라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할 것

○ 재하시험에 따른 구조계산 시 처짐량은 철근

의 강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제시할 것

■ 제231차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시설 건립 

설계 용역발주심의

○ ‘분야별 설계지침’ 건축계획 중 입면계획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할 것

   - 자연적인 색상과 재료 적용, 빛 환경 조절을 

고려한 개구부 및 차양계획, 조망을 고려한 

개구부 계획, 조화로운 사인계획

○ ‘장애인 등 편의시설 계획’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1% 

이상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하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변경 조건에 관한 내용 추가를 검토할 것

○ ‘하수도계획’의 지선관거, 간선관거의 강우강도 

공식은 변경된 최신기준을 적용할 것

   - 강우강도 공식은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서 적용한 공식 사용

   - 지선관거(확률년수 10년), 간선관거(확률년수 30년)

○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

   - 실내유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계환기

장치 설치 및 공기여과성능(필터) 기준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232차 반포배수지 등 3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에 대한 비교는 최소한 전차 정밀안전

진단 및 최근 정밀점검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

○ 철근배근탐사는 부재별로(슬래브, 벽체, 보) 

구분하여 기 진단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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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면산아리수올림터 건축구조물 내진성능평가는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재검토할 것

○ 전차에서 실시한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검토

조건 및 해석결과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 

정리하여 반영할 것

○ 배수지 내부 방수·방식은 시공된 부위의 부착력 

시험성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대책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 중점유지관리사항은 관리자가 일상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손상 위치도 및 점검항목, 

점검도구, 점검방법을 제시할 것

■ 제233차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심의

○ 기존에 수행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할 것

○ 손상물량에 대한 전차 용역과의 결과 비교는 

전차 정밀안전진단부터 정밀안전점검을 포함

하여 비교·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할 것

○ 건축구조물에 철근탐사결과 검토 시 토목구조물과 

동일하게 부재 위치별로 도면과 비교 검토하고 

결과를 제시할 것

○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내오존 방수방식 

보수공법 및 대책방안을 제시할 것

○ 주요 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동선도를 별도 작성하고 결함

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상 시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중점유지관리방안에 

구체적으로 도면화)

■ 제234차 삼청각 조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심의

○ 실시설계 준공 2개월 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절차를 이행할 것

○ ‘자족형 온실농장’의 규모 및 구조·형식 등 설계
지침을 제시할 것

○ 수목조사, 용지조사 등 용역업체의 자격을 한정
하는 문구를 삽입할 것

○ 전체지역의 측량도면이 있어야 옥외공간 설계 시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으므로 측량비용을 
별도 경비로 산정할 것

○ ‘서울시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등을 참고하여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 제235차 DDP 패션몰 정밀안전진단심의

○ 본 건물의 이력(점검·진단, 보수·보강, 관리주체 
변경 등)을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현재의 보수·보강 상태를 반영하고 최신 구조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해석을 실시 후 안전성
평가를 할 것

○ 보수·보강 부위의 건전성 평가 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고 관리주체의 점검방법 및 관찰주기,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

○ 내화뿜칠 및 인테리어 마감된 지상층(기준층 
및 지상1층 철골기둥 주각부 등) 주유부위를 
선정하여 처짐 등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인테리어 공사 시 점검구 설치 
등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안하는 등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 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
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중점점검 리스트를 
작성하고 휴대용 핸드북 형태로 별도 제작하여 
평시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236차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신축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내용서에 시설계획(설계를 위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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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작에 대한 ‘계획설계’ 확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도 제시

   - 실별로 설계의 기준이 되는 세부계획이 누락 : 

소요실 구성에 따른 실별 세부계획 지침을 제시

○  제출도서의 익명성 확보를 위한 문구 수정

   -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를 위반한 경우 응모자격 박탈

   -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설명 

등 위반할 경우 응모자격 박탈

○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설계토록 명시

   -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구조기술사)가 설계

○ 내진설계 기준의 변경사항 적용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하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건축물에 설치

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에는 내진설계 검토

■ 제237차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 실시설계심의

○ 트러스 상현재 해석 시 슬래브 다이어프램

(diaphragm)을 해지하여 부재검토 및 처짐에 

대해 검토할 것

○ 지하수위에 대하여 우기 시의 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설계

반영 검토 및 공법을 선정할 것

○ 기계실 급·배기팬과 전기실 급·배기팬은 풍량

대비 정압이 너무 낮으므로 거실의 전동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PHC 말뚝기초의 허용지지력 산정과 관련 시공

실적 사례에 따르면 PHC(Φ500)의 경우 약

1,000∼1,100KN/본 수준이므로 허용지지력을 

재검토할 것

○ Strut 지지공법의 경우 Dummy 말뚝 적용에 
따른 시공성 및 품질확보의 문제점, 지하외벽부의 
SCW 시공 시 PHC 말뚝과의 간섭에 따른 
원지반의 교란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Earth 
Anchor 지지공법 등 대안 적용을 검토할 것

■ 제238차 장군봉배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구조안정성 평가 시 해석모델링 등 검토방법이 
각 시설물별로 다른 사유를 제시하고 구조안정성 
검토결과를 확인 및 보완할 것

○ 외관조사 및 내구성조사에 대한 기 점검결과의 
비교는 최소한 전차 정밀안전진단부터 최근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할 것

○ 배수지 녹발생은 발청부위의 간격, 빈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부 철근 부식영향 여부 
등 발생 원인을 상세히 제시할 것

○ 배수지 차단밸브 불량은 시설의 운영을 위해 
우선 조치될 수 있도록 시행 순위를 제시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반영할 것

○ 중점유지관리사항은 관리자가 일상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손상 위치도 및 점검항목, 
점검도구, 점검방법을 제시하기 바람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의 검·교정 성적서를 부록에 
첨부할 것

■ 제239차 종로구 통합청사 설계(리모델링 및 
증축) 용역발주심의

○ 본관 리모델링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

   - 본관 리모델링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

   - 리모델링을 위한 개·보수, 구조보강, 철거 
범위 및 공법 등을 포함하여 계획 하도록 
공모 지침 및 과업내용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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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에 대한 내진설계 추가

   - 내진 특등급에 해당 건축물로써, 현행 건축

구조기준 (KDS 41)에 의하여 비구조요소의 

경우에도 내진설계 필요

   ※ 비구조체 사례 : 안내간판, 건물 외벽마감재, 

유리창·문 등

   → 1-13.4 심사 주안점의 기술계획에 ‘내진등급에 

부합하도록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 내진

설계의 타당성’ 검토를 추가

○ 지하 공간 계획을 반영한 지하층 규모 명시

   - 연면적으로만 표기되어 지하 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이 불명확함

   - 공모자의 재량에 의해 예정설계용역비 및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음

   - 지하 공공 보행통로,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 

공간 계획을 반영

■ 제240차 은평구 관내 배수기능개선사업 설계심의

○ 응암2배수분구 침수해소를 위해 당초 검토한 

게이트펌프 설치가 어려운 사유를 명확히 제시

하고 현장여건 변경 시 실현가능한 중·장기 

침수해소대책을 제안할 것

○ 불광천 홍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이 

주요 침수 원인이므로 하천수위에 따른 간선

관로의 통수능 부족 시뮬레이션을 검토하고 

대안의 사업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일부 노면 침수심을 최대 15㎝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한 관련 근거 및 유사 사례를 조사

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상수도, 통신, 가스, 전력 등 지하매설물이 하수

관거 노선 전반에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있으므로 

지장물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지장물 이설 

및 보호대책을 제시할 것

○ 되메우기 시 다짐 관리가 불충분할 경우 

BOX 구조물의 활동 또는 도로의 국부적인 

함몰(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굴착공사장의 도로 점유로 인한 교통불편 및 

민원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교통소통

대책을 상세히 보완할 것

■ 제241차 독산배수지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구조안정성 검토에 적용한 철근량은 금회 철근

탐사에서 조사된 간격, 피복두께 등을 적용

하여 검토하고 결과를 제시할 것(철근직경 추정 

근거 및 사유 등 수록)

○ 기 진단(검검)결과와 비교해서 손상물량 변화는 

그간 보수유무 및 손상의 진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상 원인 및 조치방안을 제시할 것

○ 배수지 상부에서 발생된 누수는 외수 유입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손상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 균열폭이 0.3㎜ 이상인 부재는 보강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관리지침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할 것

○ 낙성대배수지 유입관(신축관) 누수는 내구성 

확보를 위해 조치될 수 있도록 기전분야 보수·

보강방안 우선순위에 반영할 것

■ 제242차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제1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구의정수장 1정수장은 2023년 재건설계획에 

따라 보수·보강방안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계획을 명확히 조사하여 제시할 것

○ 2차 농축조, 분배조 등의 외관조사 결과에 

대한 기 진단(점검)과 비교 시 손상물량이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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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그간 보수유무 및 손상의 진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

○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 시험 위치 선정 시 전차 

비파괴 시험위치에서 시험한 결과를 제시하고 

경년에 따른 강도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

○ 금회 실시한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와 

전차 진단용역 평가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배출수 처리시설, 약품탱크 등 각 시설물별 

준공년도 및 보수이력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정수장 펌프설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제243차-강서문예회관 건립공사 설계심의

○ 옥탑 지붕층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슬래브 및 보 설계 시 태양광패널의 배치를 

고려한 하중을 반영하여 검토 바람

○ 주단면도-2,8 [A-402,408]에 내부 간막이 

벽체가 천정마감면까지 설치됨. 간막이 벽체 

설치높이 및 종류(조적,경량,콘크리트)를 명확히 

정리하고 안전여부 검토 필요함. 건축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대상임

○ 전기의 비구조 요소에는 내진설계 검토 바람

   - 최근 개정된(2019.03)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의거하여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 전기의 

비구조요소에는 내진설계반영

○ 정화조 배기의 악취저감 장치 반영 검토하고 

화장실 환기(배기)는 당해층 배기방식으로 

검토 바람

○ 본 건축물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혼용되므로 시공성 고려한 접합부의 

상세를 추가 작성바람

■ 제244차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시설공사 
입찰방법심의

○ 입찰방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가중치 기준방식

○ 분리발주대상 해당여부 : 발주기관에서 검토
하여 제시한대로 결정

   - (전기, 정보통신) 주설비는 통합발주, 그 외 
부대시설은 분리발주 적정

     → 향후 입찰안내서에 주설비와 부대시설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할 것

   - (소방) 분리발주 시행

■ 제245차 목동배수지외 11개소 정밀안전진단

○ 지진에 대한 구조안정성 평가 시 적정한 N치 
값을 적용하고 E0값을 재산정할 것

○ 전차 구조해석과 해석(모델링) 방법 차이 등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는 향후 정밀안전진단 시 
명확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조해석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정리하여 수록할 것

○ 기 진단(점검)결과와 비교해서 손상물량 변화는 
그간 보수 유무 및 손상의 진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인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시험 위치 선정 시 전차 
비파괴 시험위치에서 시험한 결과를 제시하고 
경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기 바람

○ 조적조 건축물은 비구조벽체와 구조벽체를 
구분하여 결함부위를 명기하고 불확실한 경우 
모든 조적벽체는 구조벽체로 검토할 것

○ 방식층의 준공년도, 사용기간을 정확히 조사하여 
손상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정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 제246차 더불어숲 시설개선사업 설계심의

○ 실개울 확장 시 크랙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하고 양생기간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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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후속 공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명기할 것

   - sbc방수 공법 적용을 검토할 것

○ 캠퍼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시설
계획을 검토할 것

○ 공동식수대 한쪽 면에 불판 등 무거운 취사
도구 세척에 용이하도록 낮은 수전 설치를 
검토할 것

○ 우/오수관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

○ 도시공원조례 상 요금 상한선은 3만원으로 
공공서비스임을 고려하여 요금책정 및 서비스 
제공 범위를 검토할 것

   - 캠핑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감안하여 시설 
규모나 시설종류를 선정할 것

   - 이용행태를 고려한 시설계획 및 요금체계를 
검토할 것

○ 텐트관련 제작인지 구입인지 시공방법을 명확히 
할 것

○ 지하수의 경우 수질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적합한 수질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보완할 것

○ 실시설계 시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공원녹지정책과의 검토를 받을 것

■ 제247차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
계획 보완설계 심의

○ 시점부 및 종점부 공기정화시설의 전지집진기로 
공급되는 급수배관 경로 확인 및 동파방지계획 
추가 반영할 것

○ 축류송풍기 급기팬은 정·역회전이 가능해야 
하고 화재 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해야 
하므로 전동기 절연을 H종으로 반영할 것

○ 시점 측 지하차도의 차량용 피난연결통로
(STA. 1+225.05)에 설치되어 있는 풍도슬래브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 전기실 상부 누수 등의 긴급 상황이나 결로 
현상 등에 대비하여 전기적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도면 및 계산서 보완할 것

○ 각종 장비, 기구, 덕트류 등을 상부, 측면에 
고정 시 체결 및 고정재료 녹방지 처리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 사용을 반영할 것

■ 제248차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양천근린공원) 설계심의

○ 공사시행으로 인한 훼손면적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식생의 복구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것

○ 농구장, 배드민턴장과 체력단련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조치할 것

○ 경관성과 생태성을 고려하여 수목 하부 식재를 
보완할 것

○ 포장공간은 물고임이 없도록 종단, 횡단도면을 
작성하여 구배를 표시하고 투수블록은 우리 시 
표준단면을 사용할 것

○ 세균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펌프 
후단에 살균시스템 설치를 검토할 것

■ 제252차 서서울미술관 건립 설계공모 용역발주심의

○ ‘장애인 등 편의시설 계획’ 아래 내용을 추가
할 것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1% 
이상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하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실시설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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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시 시공전문가(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 위험공종 부문)를 참여시켜 공사 중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도계획’의 지선관거, 간선관거의 강우강도 
공식은 변경된 최신기준을 적용할 것

   ※ 강우강도 공식은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서 적용한 공식 사용

     • 지선관거(확률년수 10년), 간선관거(확률년수 30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의무비율 반영 30% 이상 계획할 것

■ 제253차 서울시 문화자원센터(통합수장고) 
건립 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할 것

   -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설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하수도계획’의 지선관거, 간선관거의 강우강도 
공식은 변경된 최신기준을 적용할 것

   ※ 강우강도 공식은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서 적용한 공식 사용

     • 지선관거(확률년수 10년), 간선관거(확률년수 30년)

○ 유의사항에 ‘건축구조분야 설계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

○ 기술지침에 소방분야 설계지침 추가할 것

   - 통합수장고의 화재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

   - 소방분야 TAB(제연설비시험조정균형) 내용 추가

   - 전시공간 소화약제설비 세부검토 필요

○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에 아래내용을 추가
할 것

   - 실내유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계환기
장치 설치 및 공기여과성능(필터) 기준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254차 탄천배수구역 우수토실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유량, 수질센서, 수문 등 설비 오작동 시 탄천
수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비의 성능 및 운영기준, 유사사례 등을 과업
기간 중 충분히 검증 후 확인절차를 거쳐 설계에 
적용할 것

○ 기본계획 시 함께 검토하였으나 본 과업 이후 
별도 추진예정인 ‘성내배수구역 우수토실 개선
사업’ 또는 서울 전역으로의 사업 확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제안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할 것

○ 과업내용의 전체적인 공정관리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하제어시스템 설치시기, 운영
일정, 향후 관리 등을 고려한 과업공정표를 
작성할 것

○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대책으로 월류위어 상향에 
따른 관내저류 방안은 기존시설을 크게 변경
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과업내용서에 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

○ 수질조사는 일일 2시간마다 연속 측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강우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측정 빈도를 높이고 시간 경과 시 
빈도를 줄이는 것으로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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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파일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를 이용한 연직벽 공법(제876호)

(보호기간 :  2019. 11. 19. ～ 2027. 11. 1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H파일을 기초저판 없이 지반에 설치하여 기초 안정성을 확보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의 중공부 지표면에 돌출된 H파일이 매립되도록 조립한 후 무수축 그라우트를 충진 

하여 결합하는 연직벽 시공기술로서, 접합시공 시 선형, 간격, 수직도에 대한 벽체 제작오차 및 시공

오차를 수용하면서 시공이 가능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끼리의 종방향 연결은 커플러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또는 유공관 연결재를 사용하여 시공성 개선 및 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립식 

벽체는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로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기초저판이 없는 구조로 토공사의 감소가 가능하며, 협소한 작업공간에서도 시공이 

가능하여 운행 중인 도로 및 철도 현장 등에서도 주변 지장물 및 교통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절차 및 방법

1. 줄파기 및 지장물 확인

- 선형 및 파일설치

  위치 측량 

- 줄파기 및 지장물

  확인

2.지반천공 및 H파일 설치

- 지반천공 후 H파일 

  설치

- 천공부 속채움

3. 버림타설 및 보강덮개 설치

- 버림콘크리트 타설

- 보강덮개 및 전단

  연결재 설치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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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리캐스트 벽체 설치

- 중공부 인서트 체결

- 프리캐스트 벽체설치

- 종방향 연결재 설치

5. 중공부 속채움 및 배수처리

- 중공부 속채움 

- 배면 드레인보드

  설치

6.시공완료

- 되메우기 및 다짐

- 시공완료

2.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적용 공법 공 사 명 발주처 공사기간 시공규모

HP-Wall

서창분기점 서창2지구 제1,2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 LH공사 2017.07.28.∼
2019.05.31.

H=2.0m
L=2,192m

서창분기점 서창2지구 제4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

한국
도로
공사

2018.10.22.∼
2019.11.30.

H=2.0m
L=572m

서창분기점 서창2지구 제3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 2017.09.08.∼
2018.04.05.

H=2.0m
L=316m

서울외곽선 125.6km 운중교 개량공사 중 
용서고속도로 방음벽기초 설치공사 

2017.05.01.∼
2017.05.31.

H=2.0m
H=40m

두능~연곡 도로건설 공사 중 방음벽기초 설치공사 2017.09.01.∼
2017.09.30.

H=1.5m
L=52m

평택제천선 45.5k(제천방향) 방음벽 설치공사

한국철도
시설공단

2018.11.05.∼
2018.12.21.

H=1.5m
L=52m

경부선 조치원~내판 외 2개소 방음벽 설치공사 2017.06.01.∼
2017.08.04.

H=1.5m
L=180m

장항선 화양~홍성 등 8개소 방음벽 설치공사 2015.09.14.∼
2016.12.23.

H=1.5m
L=540m

경부선 천안~소정리 외 2개소 방음벽 설치공사 2015.02.04.∼
2015.06.30.

H=2.0m
L=626m

개금3동 개금초교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부산 
진구청

2017.11.06.∼
2018.02.04.

H=1.5m
L=108m

석수역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 (안양시청) 안양시 2017.03.15.∼
2017.06.15.

H=1.5m
L=2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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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법 공 사 명 발주처 공사기간 시공규모

PS-Wall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 중 OPEN기타 한국철도
시설공단

2016.10.11.∼
2018.06.30.

H=2.5~4.5m
L=323m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중 자립식옹벽 
설치공사 LH공사 2018.08.27.∼

2018.12.31.

H=3.0m~5.0
m

L=99.5m

비아동 첨단타운하우스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옹벽공사

㈜신도씨앤
에이

2018.11.30.∼
2018.12.31.

H=3.0m
L=32m

덕수중학교 방음벽기초 설치공사 더유니스타
(주)

2018.05.∼
2018.08.30.

H=3.5m
L=100m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공사 중 자립식옹벽 설치공사 용인시 2017.11.20.∼
2017.12.31.

H=2.5m~5.0m
L=152m

경희궁자이(서울) OPEN(기타) 방음벽 기초 GS건설 2016.05.25.∼
2017.07.31.

H=3.0~5.5m
L=126m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주민센터 부지 옹벽 
설치공사 울산광역시 2015.03.11.∼

2015.03.30.
H=4.0m
L=20m

김포공영차고지 48번국도 옹벽 설치공사 김포시 2014.08.01.∼
2014.09.30.

H=2.0m
L=32m

광명시 철산중학교 옹벽 설치공사 광명시 
교육지원청

2013.06.01.∼
2013.06.25.

H=2.0m
L=76m

 나. 향후 활용전망

    기존 방음벽 기초 및 옹벽 등의 재래식 공법의 경우 구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저판의 현장 

타설 시공 시 시공을 위한 터파기가 필요하며,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안식각 확보 필요로 과도한 

사면 절토가 발생하여 자연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큰 작업공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공 중 

교통처리 문제 및 지장물 이설, 사유지 침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에 이 신기술인 H파일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로 대체를 통해 기존 재래식 공법의 과도한 토공사를 최소화해 

지장물 저촉 및 사유지 침범을 배제하고 벽체의 공장제작을 통한 획기적인 공기단축 및 품질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적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 신기술은 작업 공간 최소화 및 빠른 현장 조립 설치, 이를 

통한 교통통제 최소화가 가능한 공법으로서, 기존 도로변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소음 민원 해결과 

사유지 침범 및 시설물 저촉 배제 공사, 부지 확장이 필요한 공사에 도입이 확대될 것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기술명

격자형 보.기둥 요소를 갖는 부벽식 방음벽 
기초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인터로킹 방음벽 기초 구조체 및 그 시공방법

기술
내용

공장에서 제작된 L형의 프리캐스트 방음벽 
기초 세그먼트를 종방향 강선으로 연결하는 
공법으로 세그 간에는 전단키를 두고, 
아이볼트와 몰탈 채움으로 연결시킨 공법

H파일 말뚝 설치 후 공장 제작된 Z자형 
PC벽체를 현장에서 몰탈을 이용하여 조립 
설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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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술

개념도

차별성

• 기초저판에 의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캔틸레버식 구조로서 지장물 간섭 및 운행도로 
인접공사가 어려움
➔ 조립식 벽체를 통한 필요 작업 공간 
최소화로 지장물 간섭 및 운행도로 차단 
최소화

• 곡선부 및 단차부 시공이 어려움
➔ 독립 구조체로 곡선 및 단차부 시공 가능
• 몰탈충진 상태를 검측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무수축 그라우트 주입홀 및 충진량 확인을 
위한 토출구 형성

기존
기술명 HPS(파일기초를 이용한 구조물 기초) 소형 앵커형 강재파일을 적용한 프리캐스트 

옹벽 시공법

기술
내용

기초 지주설치 후 H 파일 두부와 방음판 
지주를 앵커볼트로 직접연결하고 H-파일 
중앙부에 PC판넬을 설치하는 공법

L형 프리캐스트 옹벽으로 뒷굽판에 앵커형 
파일을 설치한 공법으로 저판크기를 줄여 
토공사를 줄이며 공장제작 제품을 사용하여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공법

기존
기술

개념도

차별성

• 직벽형 방음벽 기초이나 가설구조로 흙막이 
구조로 적용이  안되며,  별도의 방호시설 필요
➔ 일체식 옹벽구조로 토압에 저항가능하므로 
별도 방호시설 불필요

• L형 저판이 축소된 구조이나 직벽형에 비해 
터파기 및 작업공간이 필요
➔ 조립식 벽체를 통한 필요 작업공간 최소 
및 터파기 최소

  (2)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사회적으로 소음에 대한 관련법규 및 시책이 강화되어 방음벽 설치 개소 및 규모가 해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추진실정 평가서에 의하면 2018년 

77.41km의 방음벽 설치를 계획으로 방음벽 설치에 따른 방음벽 기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소음관리지역 대부분 운행 중인 도로나 철도 주변으로서 급속시공을 

통해 교통통제 등에 의한 민원발생 및 사회간접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공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신기술은 도로 및 철도 운행선 인접공사에 최적의 기술로 최소 터파기 및 급속시공

(주야병행공사 가능)으로 교통통제 최소화 및 교통차단 최소화, 민원발생 최소화가 가능한 시공 

공법으로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특성이 우수하여 높은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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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기존 재래기술로 방음벽 기초나 옹벽시공 시 거푸집붕괴, 가설작업대 붕괴, 추락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 신기술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 발생 가능성이 적다. 또한 공장 제작한 벽체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공법이므로, 벽체의 설치공정은 크레인 장비만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운행 중인 도로에서도 도로를 

전면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가능하여 교통량이 많지 않은 야간 시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통통제 및 교통 혼잡에 의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철도 운행선 인접공사에서도 

열차단전시간인 새벽에 시공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 기술들의 단점을 

극복한 신기술로 판단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 방음벽 기초

구  분 규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HP-Wall 방음벽 높이  H=8.0m 식 95,496,044 32,386,313 17,463,990 145,346,347 

토공 　 식 441,342 750,465 401,706 1,593,513 

방음벽 기초공 　 식 24,282,964 17,950,695 12,705,621 54,939,280 

포장공 　 식 836,500 3,345,600 　 4,182,100 

부대공 　 식 5,464,443 10,117,066 4,281,838 19,863,347 

자재 운반 　 식 69,160 222,487 74,825 366,472 

주요자재대 　 식 64,401,635 　 　 64,401,635 

    - 옹벽 기초

구  분 규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직벽형 옹벽
(PS-Wall) H=4.5m, W=2.0m 식 285,559,990 33,661,858 24,615,521 343,837,369 

말뚝공 　 식 14,810,086 11,076,542 5,672,457 31,559,085 

구조물공 　 식 6,151,526 22,111,240 18,760,070 47,022,836 

자재 운반 　 식 240,709 474,076 182,994 897,779 

주요자재대 　 식 264,357,669 　 　 264,35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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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 방음벽 기초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율
(절감율)

신청기술(HP-Wall 기초) 95,496,044 32,386,313 17,463,990 145,346,347 100.00%

유사기술
RC 기초 46,626,517 92,354,887 17,258,796 156,240,200 107.49%

(7.49%)

PC 기초 94,704,923 33,517,560 26,351,992 154,574,475 106.35%
(6.35%)

 ※ 조 건 : ① 방음벽 기초 설치 연장(L) = 100m 공사비           

    - 옹벽 기초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율(절감율)

신청기술(PS-Wall 옹벽) 285,559,990 33,661,858 24,615,521 343,837,369 100.00%

유사기술
RC 옹벽 172,523,024 256,442,592 24,940,729 453,906,345 132.01%

(32.01%)

APC 옹벽 108,457,359 261,694,120 37,014,541 407,166,020 118.42%
(18.42%)

 ※ 조 건 : ① 옹벽 설치 연장(L) = 100m 공사비          

  (3) 공사기간

      - 방음벽 기초 

구    분 작업능력
기존기술 신청기술

비    고
수량 작업일수 수량 작업일수

터파기 및 지장물 확인 304.8㎥/일 421 2일 63 1일

콘크리트 및 아스콘 깨기 36.88㎥/일 44.8 2일 18 1일

천공 및 말

뚝근입

천공 및 케이싱설치 68.376m/일 - - 250 4일

속채움콘크리트 타설 182㎥/일 - - 31 1일

말뚝근입 34.72본/일 - - 50 2일

동시작업 - - 4일

버림콘크리트타설 및 양생 182㎥/일 39.6 3일 10 3일

강관비계 설치 720㎥/일 100 1일 - -

철근가공 및 거푸집 40m/일 100 3일 - -

구조물공

구체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233.04㎥/일 173.5 16일 - -

분리

타설

프리캐스트 옹벽설치 10span/일 - 25 3일

되메우기 및 다짐 457.2㎥/일 270.8 1일 30 1일

아스팔트 포장 36.8㎥/일 36.8 1일 - -

합    계 29일 13일 55%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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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벽 기초

구    분 작업능력
기존기술 신청기술

비    고
수량 작업일수 수량 작업일수

터파기 및 지장물 확인 304.8㎥/일 2,484 8일 1,175 4일

천공 및 말

뚝근입

천공 및 케이싱설치 68.376m/일 546 8일 250 4일

속채움콘크리트 타설 182㎥/일 - - 65 1일

말뚝근입 34.72본/일 51 2일 50 2일

동시작업 8일 4일

가시설공

띠장설치 130.9m/일 606 5일 - -

토류판설치 34.48㎥/일 671 20일 - -

어스앵커천공 51.2m/일 1650 33일 - -

동시작업 33일 - -

버림콘크리트타설 및 양생 182㎥/일 39.6 3일 10 3일

강관비계 설치 720㎥/일 880 2일 - -

철근가공 및 거푸집 40m/일 100 3일 - -

구조물공

구체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233.04㎥/일 417.1 17일 - -

분리

타설

프리캐스트 옹벽설치 10span/일 - 50 5일

가 시 설 공 

철거

토류판철거 34.48㎥/일 671 20일 -

띠장철거 172.8m/일 606 4일 -

말뚝뽑기 33.52본/일 51 2일 -

동시작업 20일

되메우기 및 다짐 457.2㎥/일 2,067 5일 1,000 3일

합    계(가시설공사 포함) 99일 19일 80% 단축

합    계(가시설공사 미포함) 66일 70% 단축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증기 양생에 의해 제작되어 일축압축강도가 35MPa 이상의 고강도 제품으로 

내구성이 우수하고 공장제작 시 품질관리가 철저히 관리되어 품질이 우수하며, 모듈화 시공으로 

구조물의 손상발생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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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최소 터파기를 통한 절토사면 및 비산먼지 감소와 고강도 재료를 사용해 옹벽 단면 

최소화로 온실가스 저감 등의 친환경적인 기술이며, 현장 조립을 통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H파일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기에 많은 현장에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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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염화비닐 프로필과 충진용 그라우트를 활용한 노후 콘크리트 관로 

보수·보강 제관공법(CPM공법) (제877호)
(보호기간 :  2019. 11. 25. ～ 2027. 11. 2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노후 콘크리트 관로에 고정용 앵커 및 보강재(보강철근)를 설치하고 추가 설치장비 

없이 인력시공으로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관로를 제관하는 공법이며, 기존 콘크리트 

관로와 프로파일 사이에 충진용 그라우트 주입시 발생하는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바닥, 

벽체, 천정 순으로 프로파일을 설치 및 그라우트를 주입함으로써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보수·보강 

제관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은 보수단면을 따라서 고정앵커를 설치하고, 프로파일 하단부에 보강재를 설치한 후 

프로파일에 설치된 결합돌기부와 결합홈부를 서로 연결해서 프로파일을 제관하고, 단부마감 후 충진용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제관공법이다. 

개념도(대표도면)

☞ 표면처리

 • 바닥에 쌓여있는 토사, 오니, 암 등을 제거

 • 브레이커, 그라인더 등을 사용해서 치핑

 • 고압세척기를 이용해서 치핑면 청소

 • 치핑 후에 제거되지 않은 열화부위를 완전히 제거



- 48 -

☞ 보강철근 설치

 • 철근 단면결손이나 상재하중의 증가 등으로 구조물의 철근량이 

부족할 경우 보강재를 설치 

☞ 프로파일 제관

 • 설치된 고정앵커에 횡방향, 종방향 철근에 프로파일을 고정

 • 장축연결재를 이용해서 횡방향 프로파일을 연결함

 • 연결관 등의 개구부가 있는 경우 프로파일 설치 후 개구부 

형상대로 커팅

☞ 단부마감

 • 충진용 그라우트가 유출되지 않도록 단부의 공극을 메워서 

실링함

☞ 그라우트 주입 및 양생

 • 바닥→벽체→천정의 순서로 그라우트를 주입함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 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규모(m2) 비고

1 솔매로46길 주변 노후사각형거 
정비공사

서울시 
강북구청

2017.07.28.
∼2017.11.24. 73 준공

2 장성호 장함간선 제1호 용수잠관 
단면보수공사

전남 장성 
농어촌공사

2017.12.18.
∼2017.12.26. 45 준공

3 도화동 17-1 주변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서울시 
마포구청

2018.04.27.
∼2018.06.25. 230 준공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에는 주요 국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보수하는 경우에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보수
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이 기존에는 2년으로 신설 구조물의 하자보증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형편이다. 비록 보수비용은 기존 신설 구조물에 비해서 공사비용이 적은 편이지만, 과거와 달리 노후 
구조물 증가로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하자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LCC 설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공법에 대한 선호도가 국가정책에 반영되면서 환경 
친화적인 재료와 공법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신기술 활용성은 기존 공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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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최근에는 과거에 완공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년한이 도래하면서 구조물의 장수명화 및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시설물(SOC) 유지보수는 2017년 기준으로 약 4.0조원

으로 향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건설

폐기물의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친환경적인 공법의 개발과 함께, 조기 철거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기존 시설물을 장수명화 할 수 있도록 건설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에 따라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시설물과 구조물의 내구연한 도래 및 수명 연장을 위한 유지 보수비용의 증가로 인해 유지보수

시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국내 시설물 유지 보수 시장 규모(2017년 기준) : 약 4.5조원, 2020년 약 6조원 추정

<표 1> 국내 시설물 유지보수 시장 현황 (건, 백만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14 +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46,030 56,356 59,163 60,828 61,244 62,750 69,025 83,520 91,872 101,059

금액 2,209,772 2,827,152 2,837,205 2,918,884 3,015,927 3,114,603 3,426,063 3,768,670 4,145,537 4,560,090

<표 2> 향후 시설물 유지보수 시장의 증가율 전망 (건설산업연구원, 2011)

연도(년)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2061～

연평균증가율 9～12% 12～15% 14～17% 12～15% 9～12% 6% 내외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현재 국내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일본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다. R 공법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모든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프로파일, 

제관장치 등 거의 모든 것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신기술은 순수하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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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에 적합하게 개발된 기술로서 모든 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서 제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신기술은 기존 기술과 다르게 선진국 기술에 전혀 

의존하지 않은 독립적인 기술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한 일반 원가계산결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1.5 BOX형 

관거 기준 설계단가는 382,288원/㎡이다.

  (2) 공사비   

구분 본 신기술 기존기술(A) 기존기술(B)

항목별 
공사비
(원/ )

재료비 296,840 289,310 383,874

노무비 59,056 98,351 70,014

경비 718 11,602 2,933

단위면적당 공사비
(원/ ) 356,614 399,264 456,821

경제성 100% 112% 128%

특기
사항

• 기존기술은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 2018년도 상반기 노임을 적용함.
• 2.0×1.5 BOX형 관거기준

  (3)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보수·보강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면적100m2을 가정하여 신기술로 공사하면, 

표면처리(2시간) ➡ 보강철근설치(6시간) ➡ 부재별제관(17시간) ➡ 단부실링(4시간)➡ 그라우트

주입(4시간) 총 33시간이 소요되어 기존공법에 비하여 동바리설치공정이 필요 없어 그라우트주입

공정에서 공사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4) 유지관리비 

    하수관로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은 하수관로의 설치단계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고려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고, 하수관로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관로파손, 침하에 의한 이음부의 이완, 단차 

발생 등의 원인으로 하수관로에 누수나 침입수 구간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 유지관리의 

목적이며, 이러한 유지관리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하수관로의 보수·보강을 

통하여 관로의 노후화를 막고, 그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야 생애주기비용(LCC)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하수관로의 생애주기비용은 내구성 및 경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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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보수보강 

개념도

기존

기술

- 제관장비 사용으로 시공성 저하

- 보수 시 하자(들뜸, 배부름) 발생위험

- 동바리 설치에 의한 공사비 증가

- 부분노후화 관거에 전체보수공법적용

신청

기술

- 인력에 의한 제관기술

- 부분제관가능

- 동바리 설치 불필요

- 하자발행률 저감

- 유지관리 편리성

- 경제적 손실 최소화

현장적용성 향상으로 유지관리비용 절감

[그림 1]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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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보수공사에 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유지관리비용을 낮추고, 정부 시책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

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관리 분야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정부의 유지관리 정책 강화에 따라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활용이 매우 높을 것으

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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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도시재생 사례1) : 유휴공간과 

민간 사회주택을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머리말

 호주는 1970년대 이후로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교외개발 확대, 도심지(downtown) 노후화, 

전통 산업 및 항만의 기능 쇠퇴 등 문제에 당면해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력 회복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에는 원도심 뿐 아니라 외곽지역까지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민관협력, 경제기반 

육성, 원도심 활성화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을 

본격 추진해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265곳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간이 주도하거나 

민관협력 특화사업으로 추진된 사례는 드물며, 

도시재생사업의 다각화와 확장에 일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그간 국내에 제한적으로 소개

됐던 호주의 도시재생 추진 경험, 특히 민관협력

사업과 도시의 경제기반 육성 및 원도심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호주 브리즈번

(Brisbane)시의 사우스뱅크(South Bank) 도시

재생사업을 위해 사우스 뱅크 코퍼레이션(South 

Bank Corperation : 이하 SBC)2) 주도로 추진한 

민관협력 지원제도, 멜버른시의 나이팅게일 하우스

1) 이 글은 2019년 7월 29일~2019년 8월 4일에 수행된 호주의 
시드니·브리즈번·멜버른 도시재생 해외출장 복명서를 토대로 작성함

2) 사우스뱅크 코퍼레이션(South Bank Corperation)은 브리즈번시 
사우스뱅크 지역을 개발·관리하는 기관으로 2013년 브리즈번 
시의회와 계약을 맺고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시행·운영하고 있음

(Nightingale Housing)로 대표되는 민간사회주택 

공급, 스토닝턴시(Stonnington City)의 주민 커뮤니티 

주도형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았다.

유휴공간 활용 : 브리즈번시의 사우스뱅크(South Bank)

 브리즈번시는 1988년 브리즈번 엑스포 성공 개최 

이후 해당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 차원의 논의와 

1989년 관련 법 제정을 계기로 사우스뱅크(South 

Bank) 지역의 도시재생을 추진했다. 사우스뱅크는 

1990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해 재생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로 수변

공간 정비와 주변부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사우스뱅크 주변 부지들은 1988년 엑스포가 

개최되기 전까지 미개발된 강변과 노후한 상업 · 

주거 시설들이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지의 소유권은 주로 커먼웰스 은행(Commonwealth 

Bank)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시가 보유하고 있었다.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는 엑스포공사는 엑스포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 · 운영뿐만 아니라 엑스포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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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이후 재개발 수립, 부지 처분에 대한 내용을 

수행해야 했다. 이를 위해 강변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다.

 사우스뱅크 도시재생사업은 총 네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첫 번째는 SBC 법 제정 이전, 두 번째 

단계는 SBC 법 제정과 기구 설립 및 1차 기본

계획 수립, 세 번째 단계는 파크랜드 조성, 네 번째는 

2차 기본계획 재정비 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

했다. 2005년 이후에는 도심부 관리계획의 성격에 

해당하는 ‘사우스브리즈번 강변재생계획’을 수립해 

사우스뱅크 구역을 포함한 통합적 연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사우스뱅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처음 퀸즐랜드주 정부에서는 엑스포 

개최 이후 엑스포 부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이 있었

으나, 부지 매각에 대해 브리즈번시와 시민들의 

반대가 커 사우스뱅크의 공공성을 확보해 활용

할 수 있는 재생방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엑스포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도록 의회 밖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했다. 이는 결국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설계와 유기적 공간연계를 통한 공공공간 

활성화를 실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사우스뱅크 도시재생사업은 일견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도시재생을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민간전담조직 

설립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민관협력사업을 총괄할 

기구로 SBC가 조직됐고, SBC를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됐다. 이와 같은 방식은 민간 

중심의 계획 · 사업 기획으로 시장 작동성이 확보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다.

민간 주도의 사회주택 공급 : 멜버른시의 나이팅

게일 하우스(Nightingale Housing)

 멜버른시에 위치한 ‘나이팅게일 하우스’는 민간

회사(일종의 사회적 기업)에서 건축자금 출자 및 

민간펀딩하여 청년과 1~2인 가구를 위한 공동주거를 

조성한 프로젝트로 2007년 경제침체로 쇠락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나이팅게일 하우스는 

투자자가 아닌 소유주 중심의 주거 조성계획으로 

시작된 독일의 바우그루펜(Baugruppen, 공동주거)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건축가들의 자금을 

모아 수익에 상한선을 두는 등 사회적 기업 방식의 

재정투자 및 재생 모델을 참고했다.

 나이팅게일 하우스는 총 두 개의 아파트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 스무 개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분양료 · 임대료는 주변 집합주거의 70~80% 수준

이다. 특히 사회주택으로서의 가치 외에도 지속

가능한 NatHERS(Nationwide House Energy 

Rating Scheme) 7.5등급, 태양광 설치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 조성과 운영 · 관리 모델을 

결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1층과 옥상공간에 

공공공간을 제공하여 거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 체험을 유도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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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팅게일 하우스는 정부에서 지원한 주택이 

아닌 건축주 자체적인 기금 모금으로 건립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혜택 비율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청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생, 청년, 소규모 가구 등 공동주택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입주 희

망자에 한해서 주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면담이 필요하다. 또한 월세로 주거공간을 제공

하고 있는데 사회주택 가치와 공간의 질적 우수성

으로 인해 현재 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멜버른 

도심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은 특이한 

사항이다.

 나이팅게일 하우스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청년, 

소규모 가구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가들이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정식으로 발표되기 전에 제작된 프로그램) 형태로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보조금 없이 건축가들이 

기금을 모아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자체에서 인허가 

간소화 등을 지원하면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다. 단,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공동주택처럼 거주민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공공공간을 통해 거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다.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는 나이팅게일 하우스를 시작으로 주변 

지역에 나이팅게일 빌리지(Nightingale Village), 

나이팅게일 밸러랫(Nightingale Ballarat) 등 다양한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있다.

 멜버른시의 나이팅게일 하우스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사회주택의 선도모델로 지자체 보조금 없이 

민간 소규모 투자에 의해 공공주거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친환경 주거지 공급과 사회주택 건립에 활용

되는 주택도시 기금 등을 접목하면 정책융합형 

패키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멜버른시 외곽의 

단독주택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공공공간을 공급해 

소형가구들의 커뮤니티 의식을 높이고 소규모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주변 도시재생 촉발을 

위한 공동체 거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셰어 하우스 등에 활용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1층과 옥상에 적극 도입해 거주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간 활용 시 운영 · 체험 프로그램을 

거주민 약정으로 도입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에너지 

절약형 일상 활동을 장려, 지역재생을 위한 재능 

기부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 커뮤니티 기반 장소마케팅 : 스토닝턴시

(Stonnington City)의 도시재생

 스토닝턴시(Stonnington City)는 멜버른에 인접한 

소도시로 최근 도시환경 개선과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민과 민간 전문가 

등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장소마케팅 중심의 

도시재생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1. 포리스트 힐 프로젝트(Forest Hill Project)

 포리스트 힐 프로젝트는 스토닝시 야라(Yarra) 

기차역 주변의 기존 산업부지 중 재개발이 임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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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활용해 상업 · 주거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도시재생사업이며, 지역주민을 위해 안전하고 특색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보조금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진행

했지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공공간의 

영역표시를 통일화하고 도시 이미지를 구축,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 특징이 있다.

 인프라 조성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보행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2. 프라아란 광장(Prahran square) 프로젝트

 프라아란 광장 도시재생사업은 스토닝턴시에서 

추진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로, 레크리에이션 · 

이벤트 · 축제 · 플리마켓 등에 필요한 개방공간과 

약 20% 이상 증가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

으로 추진되었다. 무엇보다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원 · 주차장 · 광장 조성으로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다. 현재는 주민 

참여를 확대한 사업 추진과 활기 넘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스토닝턴시 방문자들에게 

상징적 공간이 됐다.

 프라아란 광장은 공간조성계획 과정에서 인근 

상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 내 상인 ·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사전에 

갈등관리를 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그리고 

애자일(Agile) 기법3)을 적용해 주민들이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단기적 효과를 측정한 후, 주민 

만족도가 높고 충분한 동의가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으로 프라아란 

광장이 위치한 도심은 보행 네트워크가 활성화

됐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재생을 촉발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추가된 주차공간 공급에도 불구

하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3) 애자일(Agile) 기법은 계획과정에서 협력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요구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
하여 사업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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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브리즈번시의 사우스뱅크, 멜버른의 나이팅게일 

하우스, 스토닝턴시의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호주의 도시재생 유휴공간 활용, 민간 주도의 사회

주택 공급,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장소마케팅 추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호주는 우리나라 도시

재생사업과 비슷한 체계로 지자체 중심의 계획 

수립과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과정에서 다각적인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협력을 통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호주 사례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도시재생의 융 ·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다. 브리즈번시의 사우스뱅크는 시공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반영뿐만 아니라 정부 · 민간의 

협력을 통해 독창적인 장소로 재탄생했고, 현재 

주변지역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은 스토닝턴시에서도 

나타났는데, 지자체 주도로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전문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만 주민의 실질적 사업요구를 반영해 현실적인 

사업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특히 애자일(Agile) 

기법을 적용한 주민수요 피드백 및 사업의 적시성 

확인이나 주변 상권 활성화, 공공공간 확보 등의 

사례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민관협력이나 유휴공간 활용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창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다. 호주의 민관협력 및 지역 커뮤니티 중심 

사업 추진사례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다각화와 

실질적이고 관계적 민간 · 주민 참여 기법 차원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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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9년 12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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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209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 침사지/유입펌프장 설치 Q=159만톤/일
· 분뇨처리시설 설치 Q=4000Kl/일

569,197
(6,297)

조건부
채택

토목

210 탄천물재생센터 
오수전용(차집)관로 설치

· 오수전용관로 설치 
(D600mm~D1500mm, L=2.7km)

16,500
(1,569)

조건부
채택 토목

220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화랑로진출)설치 보완설계

· 진출램프(북부간선도로→화랑로)
· 폭 5.0m, 연장 838.5m

27,564
(800)

조건부
채택 토목

231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시설 건립

· 지하1층/지상7층
· 연면적 10,219.67㎡ (1,199)

조건부
채택

건축

234 삼청각 조경 정비사업 · 삼청각 내 조경 정비 1,704
(127)

조건부
채택 조경

236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신축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4,569㎡

14,454
(758)

조건부
채택 건축

239 종로구 통합청사 설계용역
(리모델링 및 증축)

· 지하4/지상16층
· 연면적 67,101.28㎡

167,781
(8,920)

조건부
채택

건축

252 서서울미술관 건립 
설계공모

· 연면적 7,000㎡, 높이 15m이내
· 건축면적 2,150㎡

27,332
(1,654)

조건부
채택 건축

253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통합수장고)건립 설계공모 · 문화자원 통합수장고 건립 설계

32,114
(1,985)

조건부
채택 건축

254 탄천배수구역 우수토실 
개선

· N=76개소 31,300
(4,411)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237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 · 지하2층/지상6층
· 연면적 27,769.58㎡

55,000
(2,411)

조건부
채택 건축

240
은평구 관내 배수기능 
개선사업

· L=8.0km
· 하천시설물 5개소

21,868
(527)

조건부
채택 토목

243 강서문예회관 건립공사 · 지하2층/지상5층
· 연면적 4,268.24㎡

18,376
(861)

조건부
채택

건축

246 더불어숲 시설개선사업 
(캠핑장 조성) · 규모 : 24,351㎡ 1,650

(39)
조건부
채택 조경

247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보완설계

· 도로 개설 폭 4차로
· 연장 7.53km

454,600
(2,814)

조건부
채택 토목

248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 양천근린공원 리모델링 2,677
(87)

조건부
채택

조경

입찰방법
심의 244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시설공사
· 열병합발전시설 1기
· 첨두부하보일러 1기

29,860
(2,000)

 조건부 
채택 기계

정밀안전
진단심의

205 일원터널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179)
조건부 
채택 토목

207 아차산대교 정밀안전진단
· 상행 차로폭14.8~22.3m 연장 2,545m
· 하행 차로폭14.8~22.3m 연장 2,450m
· 램프 차로폭7.5m 연장 174m

(580)
조건부 
채택 토목

208 자양고가교 정밀안전진단 · 본선(STB) 차로폭 17.4m 
 연장1,022m (274)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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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정밀안전
진단심의

211 목동교 정밀안전진단 · 폭 46m, 연장 240m (208) 재심의 토목

214 도림천4복개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260)
조건부 
채택 토목

215
사당천복개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100)

조건부 
채택 토목

216 대방천복개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1종) (290)
조건부 
채택

토목

217 봉천천복개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1종) (331)
조건부 
채택 토목

218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3개소(망원, 신천, 암사나들목) (355)
조건부 
채택 토목

219 새말배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 응봉1배수문 52.3m
· 새말배수문 72.1m (57) 재심의 토목

221 남산1호터널(구) 
정밀안전진단 · 폭 9~10, 연장 1,530m (128)

조건부 
채택 토목

222
남산1호터널(신) 
정밀안전진단 · 폭 9.0m, 연장 1,532m (119)

조건부 
채택 토목

225 미아아리수올림터 외 8개소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158)
조건부 
채택

토목

226 공릉배수지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 3개소(공릉, 월계, 상계) (171)

조건부 
채택 토목

227
도림천1복개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270)

조건부 
채택 토목

228 반포천복개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215)
조건부 
채택

토목

229 녹번천복개 정밀안전진단 · 폭 8~24m, 연장 3,331m (380)
조건부 
채택 토목

230
욱천복개1구간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355)

조건부 
채택 토목

232 반포배수지 등 3개소 
정밀안전진단

· 반포배수지, 반포올림터(배), 
 우면산올림터 (86)

조건부 
채택

토목

233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정수장 Q = 1,600,000㎥/일
· 취수장 Q = 1,710,000㎥/일 (340) 재심의 토목

235 DDP 패션몰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128) 재심의 건축

238 장군봉배수지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102)
조건부 
채택

토목

241 독산배수지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126)

조건부 
채택 토목

24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제1정
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83)

조건부 
채택 토목

245 목동배수지외 11개소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266)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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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19년 12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9.11.

건     축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 
등 29건

7,563 7,352

교 통
서울시립대학교 건설공학관 증축 
교통영향평가 등 3건

160 160

기 계 설 비
본관청사 중앙냉난방 및 공조설비 개선공사 
등 2건

144 144

도 로 한남2고가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7건 5,218 4,817

도 시 계 획
용답25라길 31일대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지정용역 등 11건

2,216 2,216

상 하 수 도
탄천처리구역 우수토실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등 3건

4,828 4,651

전 기 통 신
교통공사 차량기지 태양광발전사업 
감리용역 등 9건

7,121 7,050

정 밀 진 단
2020년 회현지하도상가 정밀점검용역 등 
4건

174 171

조 경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

170 162

지 하 철
압구정역 및 쌍문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계측관리용역 1건

100 98

기 타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주민 매연피해 
실태조사용역 등 6건

2,022 2,003

 계 77건 29,716 2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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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0년 120~122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7.~1.10. 2.1. 3.13. 3.16.~3.17. 5.9.~5.19. 6.5.

3.16.~3.20. 4.11. 6.5. 6.8.~6.11. 7.18.~7.28. 8.14.

6.9.~6.12. 7.4. 8.28. 8.31.~9.3. 10.17.~10.27. 11.13.

< 2020년 제67·68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3.10.~3.13. 4.5. 4.10. 4.13.~4.14. 6.13.~6.28. 7.10.
7.17.

6.2.~6.5. 7.4. 7.17. 7.20.~7.23. 8.29.~9.13. 9.25.
10.8.

< 2020년 제1~3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2.25.~2.28. 3.22. 4.3. 4.6.~4.9. 5.9.~5.24. 6.12.
6.26.

5.12.~5.15. 6.6. 6.26. 6.29.~7.2. 7.25.~8.9. 8.28.
9.11.

7.28.~7.31. 8.22. 9.11. 9.14.~9.17. 10.17.~11.1. 11.13.
11.27.

< 2020년 제1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1.14.~1.17. 2.9.~2.15. 2.28. 3.2.~3.5. 4.4.~
4.19.

4.2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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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연속성 계획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COOP)
    

 ‘기능연속성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 상황 하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
연속성 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Plan 
:COOP)’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체계를 
의미한다.

 ‘기능연속성 계획’이란 개념은 처음에는 냉전 
후 1995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1998년 대통령 훈령 제67조(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67, PDD-67)에 의해 확립
되었으며, 2001년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05년 수도 중추기관 및 지방기관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
해야 할 사항은 지속해야 할 핵심 업무가 무엇
이고, 어느 수준까지 지속할 것인지 범위에 대해 
결정하는 것에 달려있다. 따라서 법률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기관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업무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비상시에 파악된 핵심 업무와 기능을 
평소 수준대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가능한 
경우 제공이 가능한 수준에 대해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핵심기능의 회복 
능력과 유지 수준이 결정되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 수립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의해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다. 적용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5호에 따른 모든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41개 및 지방자치단체 245개(시도 
17, 시군구 228), 그 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기재된 지방행정기관·공공
기관이 해당된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58호), www.krihs.re.kr]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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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