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Contents
02 칼 럼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2년 12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내용

 ○ 2022년 12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2022년 12월 건설기술 설명회 주요 내용

  - 가설흙막이에 적용하는 강관버팀보의 허용응력에 대한 고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김태흥

09 지식정보 
 ○ 건설 ㆍ 소식 

 - 서울시, ‘제7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총 15명 시상 
 - 서울시 50개 건설공사장 점검, 34%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 서울시, 520억 투입해 하천 위험요소 대폭 정비…안전한 수변공간 조성 총력
 - 서울시, 30년 된 ‘선유고가차도’ 철거 완료…평면교차로 전면 개통
 - 서울시 국회대로, 아름다운 가로숲·테마길로! 공원화 본격 첫 단추
 - 서울시, 망원한강공원∼마포새및문화숲(옛 당인리발전소) 연결로 신설
 -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특별점검…550여 건 적발해 개선 조치
 - 서울시, 서울 전역 ‘방재성능목표’ 상향 공표…강남역 일대 110㎜

○ 법령 · 제도 정보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8 건설신기술 소개

 ○ 제강슬래그 골재 특성을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공법  
(제943호)

 ○ 도브테일 레일이 포함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와 트래퍼
조이드 앵커를 이용한 무타공 행잉공법 (제944호)

48 해외기술정보 

○ 광역권 MaaS 구축을 위한 해외정책사례

52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55 푸른세상

○ 국가기술자격 정보
○ 시사상식용어 ‘래빗 점프(Rabbit Jump)’

배봉산 해맞이 (동대문구)

◎ 제329호 [2023년 1월호］ 

서울기술이야기 

월간 서울기술이야기 통권 제329호(2023년 1월호) │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기술심사담당관



- 2 -

.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1. 서론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강재는 2016년 “KS규격” 개정에 이어 2020년 「가설흙막이 설계기준」에 

신강재를 반영하여 개정되었고, 2022년에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설흙막이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강재의 허용응력은 강재의 다양한 모양을 반영하지 않은 제한된 

강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강관버팀보에 대한 허용응력 계산식이 없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강관

버팀보의 허용응력 산정 시 구 설계기준(2010년 도로교 설계기준 강교편)을 사용하는 등 혼선이 일어

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 설계기준(2008)」에 수록된 허용응력 기본식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적용된 

현재의 허용응력 산정법들을 비교·분석하여 현재 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강관버팀보에 사용하는 

신강재 규격에 대하여 가설흙막이에 적합한 허용응력 계산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가설흙막이 허용응력 적용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가설구조물은 사용기간이 짧고 작용하중도 한정된 경우가 많아 본체구조물에 비해 작은 

안전율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장조건이 설계와 다르거나 예상하지 못한 하중이 작용하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드백 체계가 필요하다. 여유가 없는 설계를 하면 부재응력은 허용값 

이내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변형이 일어나기 쉽고 하중의 변동에 민감한 구조계가 형성된다. 변형이 

크게 되면 작업자 불안 및 부재의 손상, 소모가 증대되어 결과적으로 비경제적인 구조가 된다. 시공

에서도 가설구조물은 안전율이 낮으므로 작은 실수가 중대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정확한 시공으로 

작업능률을 올려 안전성이 높아지도록 엄격한 시공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구조물은 대형화하는 것과 

고층화, 대심도화하는 경향이 있어 설치 장소의 지형, 지질, 환경조건도 엄격해지는 일이 많아졌다. 지반 

조건이 열악하면 가설구조물도 대규모가 되어 설계와 시공도 복잡해지게 된다. 가설구조는 경험에 의존

하는 경우가 많으나, 문제의 소재를 공학적으로 분명히 하여 설계시공시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요구

된다. 기술자들이 가설흙막이 설계 시 겪는 대다수의 혼란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설계 방법이다. 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대부분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하던 가설흙막이 설계는 

더 이상 최신의 참고문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역설적이게도 종전 설계기준인 허용응력설계법

(2010년 도로교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고 있다. 

 둘째는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강재에 대한 KS규격이 2016년 개정되면서 설계에 사용하는 설계기준

(2010년 도로교 설계기준)에 수록된 강재의 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칼  럼

가설흙막이에 적용하는 강관버팀보의 허용응력에 대한 고찰

   김 태 흥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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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는 최근 흙막이공사는 사용하는 강재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H형강이 주류를 이루었

지만, 오늘날에는 원형, 사각, 합성구조 등 다양한 형상과 규격의 강재를 사용하고 있다. 2016년 강재에 

대한 KS규격에서도 강관버팀보에 사용하는 기초용 강관말뚝(KS F 4602)과 철탑용 고장력강 강관(KS

D 3777)이 포함되지 않아서 일선 실무에서는 2010년 도로교 설계기준에 수록된 허용응력으로 설계 함

으로써 신강재를 사용하면서 구강재 설계기준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강재에 

대한 기존의 허용응력을 분석하여 허용응력 기본식을 바탕으로 강관버팀보에 사용하는 기초용 강관말뚝인 

STP 275, 355, 550과 철탑용 고장력강 강관인 SHT 460 강재에 대하여 허용응력 계산식을 제안

하고자 한다.

3. 각 설계기준의 허용응력 산정방법

 가설흙막이와 관련된 설계기준은 2010년 「도로교 설계기준」과 2019년의 「강교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KDS 24 14 30」을 참고로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KDS 21 30 00: 2022」로 설계하고 있다. 그런데 가설

흙막이 설계기준에서의 허용응력은 표-2와 같이 일반구조용 강재에 대하여 일부 강재에만 국한되어 

있고, 할증이 포함된 값을 제시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강재의 종류를 항복강도(항복점 

응력) 275㎫와 355㎫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55㎫ 이상인 강재는 기준이 없다. 또한 각 값에는 

1.5를 일률적으로 할증한 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1.0∼1.5의 할증 계수 값을 규정

하고 있어 어떤 값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애매한 실정이다.

구분 SS400, SM400, 
SMA490 SM490 SM490A, SM520, 

SMA490 SM570, SMA570

축방향인장
(순단면) 140 190 215 270

축방향압축
(총단면)

   ≤ 
 

   ≤ 
      

   ≤ 
 

   ≤ 
     

   ≤ 
 

   ≤ 
      

   ≤ 
 

   ≤ 
      

휨
응
력

인장연
(순단면) 140 190 215 270

압축연
(총단면)

   ≤ 
 

    ≤ 

   ≤ 
 

    ≤ 

   ≤ 
 

    ≤ 

   ≤ 
 

    ≤ 
전단응력
(총단면) 80 110 125 155

지압응력 210 285 325 405

※ 출처 : 도로교 설계기준(2010), 표 3.3.2(pp. 3-11)~표 3.3.5(pp. 3-18)

표-1 2010년 도로교 설계기준에 수록된 강재의 허용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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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 SS275, SM275, SHP275(W) SM355, SHP355W 비고

축방향인장(순단면) 240 315 할증 1.5가 포함된 값임

축방향압축(총단면)

 ≤  : 240  ≤ : 315

l(mm) : 유효 좌굴길이(mm) : 단면 2차 반지름

＜ ≤ :      ＜ ≤  :    
＞일 경우＋  

＞일 경우＋  
휨
응
력

인장연(순단면) 240 315

압축연(총단면)
 ≤     ≤   

l : 플랜지의 고정점 간 거리 : 압축플랜지 폭＜  ≤       ＜  ≤       
전단응력(총단면) 135 180

지압응력 360 465 강판과 강판

용접
강도

공장 모재의 100 % 모재의 100 %

현장 모재의 90 % 모재의 90 %

※ 출처 :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KDS 21 30 00 : 2022, 표 3.3-1

표-2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KDS 21 30 00 : 2022) 에 수록된 강재의 허용응력 (㎫)

4. 가설흙막이 설계기준(KDS 21 30 00 : 2022)을 사용한 허용응력과 비교

4.1 허용응력계산은 2008년 도로교설계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강재의 허용응력 계산식을 참고로 하였다.

(1) 허용 축방향 압축응력

   

      
≤ 
 ≤     

     

(2) 허용 휨압축응력

   

  
       ≤   

여기서,      
k=2(Aw / Ac ≤ 2)= (Aw / Ac > 2)

4.2 산정조건

(1) 탄성계수 : 210,000 ㎫(강교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KDS 24 14 20 : 2019)

(2) 기준항복점 및 축방향 인장응력 : 표-3 참조(강교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KDS 24 14 20 : 2019)

(3) 대상 강종 : 

 

강종 SS275 SM355 비고

기준항복점 275 355

허용축방향인장응력 16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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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두께 : 40㎜ 이하(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강재는 40㎜ 이하를 사용하므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5) 계산 결과

강종 SS275 SM355 비고

축방향인장 165 215 (순단면)

축방향 압축

   ≤ 
  

   ≤ 
      

   ≤ 
  

   ≤ 
      

(mm) : 유효좌굴길이 (mm) : 단면2차반지름
(총단면)

휨

인장연 165 215 (순단면)

압축연

   ≤ 
  

   ≤ 

   ≤ 
  

   ≤ 

 ≤일 경우

(mm) : 플랜지 고정점간 거리(mm) : 압축플랜지 폭
(총단면)

전단응력 90 120 (총단면)

지압응력 240 320

표-3 2022년 설계기준에 수록된 강재의 허용응력 계산 결과 (㎫)

 표-2의 가설흙막이 설계기준과 계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계산되었는데 그 이유는 표-2는 할증 

1.5가 포함된 값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5.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한 허용응력 계산과의 비교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SUNEX와 GeoX의 부재설계에서 사용하는 

신강재 기준의 허용응력을 표-4∼5와 같이 조사하였다. 기준값이라 할 수 있는 축방향 인장응력은 설계

기준에서 160㎫(240÷1.5), 210㎫(315÷1.5)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설계기준에서 규정한 값을 사용

하였다. 다만, 설계기준에서 축방향 인장응력 값의 규정이 없고 강교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인 

KDS 24 14 30을 참조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준의 ‘강재 및 용접부의 허용응력’에서는 판 두께별로 세분화

하여 인장응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SS 275의 경우는 16㎜ 이하는 165㎫, 16~40㎜ 이하는 160㎫로 

규정하고 있어 16∼40㎜ 이하의 값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기준별 계산 결과 SUNEX GeoX 비고

축방향인장 165 160 160 (순단면)

휨 인장연 165 160 160 (순단면)

전단응력 90 90 90 (총단면)

지압응력 240 240 240

표-4 항복강도 275 강재의 계산 결과와 상용프로그램, 설계기준의 허용응력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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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별 계산 결과 SUNEX GeoX 비고

축방향인장 215 210 210 (순단면)

휨 인장연 215 210 210 (순단면)

전단응력 120 120 120 (총단면)

지압응력 320 310 310

표-5 항복강도 355 강재의 계산 결과와 상용프로그램, 설계기준의 허용응력 비교 (㎫)

 축방향 압축응력은 상용프로그램에서는 설계기준의 값에서 할증을 뺀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계산값과는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방향 압축응력과 휨압축응력은 축방향 인장응력과 상관없이 탄성계수와 항복강도로 계산되므로 

계산에 사용하는 파라미터나 탄성계수, 기준강도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실제 계산 분석 및 결론

6.1 허용 축방향 압축응력 계산 결과

세장비
275㎫ 강재일 경우 355㎫ 강재일 경우

Case -1 Case -2 Case -3 Case -1 Case -2 Case -3

10 165.00 160.00 160.00 215.00 210.00 210.00

18 164.38 159.38 160.00 213.93 208.93 210.00

20 162.32 157.32 160.00 207.81 202.81 204.13

30 152.02 147.02 150.00 192.51 187.51 189.46

40 141.72 136.72 140.00 177.21 172.21 174.79

50 131.42 126.42 130.00 161.91 156.91 160.12

60 121.12 116.12 120.00 146.61 141.61 145.45

70 110.82 105.82 110.00 131.31 126.31 130.78

80 100.52 95.52 100.00 118.90 118.90 120.51

88 91.55 91.55 92.00 101.27 101.27 103.48

90 89.21 89.21 90.00 98.41 98.41 100.56

100 78.48 78.48 78.13 85.52 85.52 87.38

Case -1 : 허용 축방향 압축응력 계산값으로 축방향 인장응력이 165, 215㎫일 경우
Case -2 : 허용 축방향 압축응력 계산값으로 축방향 인장응력이 160, 210㎫일 경우
Case -3 : SUNEX 프로그램에서 부재설계 계산식을 사용한 값(Table 8.~9. 참조)

표-6 허용 축방향 압축응력 계산 결과 비교 (㎫)



- 7 -

 결과에서 축방향 인장응력에서 5㎫의 편차가 있고 세장비 범위에 따른 식 적용 등의 차이가 있지만 

세장비가 적을수록 편차가 크며(3.1%), 세장비가 클수록 값의 차이는 적게(0.4%) 나타났다. 

6.2 허용 휨압축응력 계산 결과

 275㎫ 강재일 경우 355㎫ 강재일 경우

Case-1 Case-2 Case-3 Case-1 Case-2 Case-3

2 165.00 160.00 160.00 215.00 210.00 210.00

4 165.00 160.00 160.00 214.08 209.08 210.00

6 159.73 154.73 157.10 204.88 199.88 204.27

8 153.53 148.53 153.23 195.68 190.68 198.53

10 147.33 142.33 149.37 186.48 181.48 192.80

12 141.13 136.13 145.50 177.28 172.28 187.06

14 134.93 129.93 141.64 168.08 163.08 181.33

16 128.73 123.73 137.77 158.88 153.88 175.60

18 122.53 117.53 133.90 149.68 144.68 169.86

20 116.33 111.33 130.04 140.48 135.48 164.13

22 110.13 105.13 126.17 131.28 126.28 158.39

24 103.93 98.93 122.31 122.08 117.08 152.66

26 97.73 92.73 118.44 112.88 107.88 146.93

Case-1 : 허용 휨압축응력 계산값으로 휨인장응력이 165, 215㎫일 경우
Case-2 : 허용 휨압축응력 계산값으로 휨인장응력이 160, 210㎫일 경우
Case-3 : SUNEX 프로그램에서 부재설계 계산식을 사용한 값(Table 8.~9. 참조)

표-7 허용 휨압축응력 계산 결과 비교 (㎫)

 허용 휨압축응력은 그림과 같이 계산값과 상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계산식의 편차는 26.6%∼

0.3% 비율로 나타났다. l / b의 값이 클수록 편차는 커져 최대 39.05㎫의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휨

압축응력을 높게 허용함으로써 안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l / b = 26일 때 휨인장응력을 160, 

210㎫로 하여도 39.05㎫ 편차를 나타낸다는 것은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강관버팀보용 허용응력 제안

 앞에서의 허용응력 검증과 상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허용응력 계산식 비교 결과를 통하여 강관

버팀보에 사용하는 허용응력을 표-8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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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 STP275 STP355 SHT460 STP550 비고

기준항복점 275 355 460 550

축방향인장 165 215 275 330 (순단면)

축방향압축

   ≤ 
 
    ≤ 
 

   

   ≤ 
 
    ≤ 
 

   

   ≤ 
 
    ≤ 
 

   

   ≤ 
 
    ≤ 
 

   

(총단면)(㎜) :
 유효좌굴길이 (㎜) :
 단면2차반지름

휨

인장연 165 215 275 330 (순단면)

압축연

   ≤ 
 
    ≤ 

   ≤ 
 
    ≤ 

   ≤ 
 
    ≤ 

   ≤ 
 
    ≤ 

(총단면)(㎜) : 
플랜지 고정점간 거

리(㎜) : 
압축플랜지 폭

전단응력 90 120 150 190 (총단면)

지압응력 240 320 410 490

표-8 강관버팀보용 강재의 허용응력 (㎫)

 가설흙막이 설계기준의 허용응력은 설계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준값이므로 엄격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강재 규격은 물론이고 다양성에 대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설흙막이 규모에 따라 

다양한 강재 형상과 규격은 물론이고 고강도 강재를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다양한 강재 종류 및 규격에 대한 기준 : 가설흙막이에는 신공법이 많이 적용되면서 강재의 종류는 

물론이고 규격도 다양하게 사용되므로 강재 종류와 규격을 늘려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2) 설계상수에 대한 기준 :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상수에 관한 규정이나 참고규정 명시가 필요

하다. 특히 허용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탄성계수, 항복강도 및 허용인장응력 등은 강재 종류별, 판 두께

별로 상세규정이 필요하다.

3)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 대부분이 ‘도로교 설계기준’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가설흙막이는 도로교와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가설흙막이에 맞는 설계기준 추가나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되며, 

공사장 안전사고의 대표적 원인로 가시설 부실 설계·시공이 단골처럼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다양한 형상과 규격으로 생산, 설치되는 가설흙막이 강관버팀보에 대한 상세 설계기준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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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7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총 15명 시상 

 ‘2022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공적심사위원장,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적을 기리는 상패가 수여되었다.

 ‘서울특별시 건설상’은 서울시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 발전에 기여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어

지는 상으로, 올해는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9명 등 총 15명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양흥모 한국지중정보 기술고문은 

지난 27년간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하수박스 3차원 관리시스템 개발 등 서울시 

하수도 기술 발전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여

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한편, 최우수상은 토목·건축·설비 분야 총 5명으로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로 BIM 분야 국내 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PSC 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

관리·정밀 모니터링, BIM 기술 사업 도입 및 스마트

건설 기술도입 가이드라인 총괄 자문 등에 참여

하여 서울시 건설기술발전에 공이 큰 심창수 중앙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2017∼2022)을 

적기에 완료·개통하고, 국내 최초 국산 신호시스템

(KRTCS) 및 콘크리트 궤도, 고무차륜 전동차를 

도입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한 남서울경전철㈜,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와 노들섬특화공간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자 이창희 ㈜유탑엔지니어링 사장,

 스마트가로등 시스템구축 기본설계를 통해 스마트 

제어시스템의 표준화 및 규격화를 제시한 이준규 

주식회사 중민 대표이사,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건축 현장

대리인으로서 성토지반위 사고석 담장 안정성 확보 

및 안전한 현장관리에 기여한 김윤미 ㈜건도 대표

이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우수상 수상자는 총 9명으로, 

[토목분야] 안승주 동일기술공사 부사장, 신영완 

㈜하경 엔지니어링 사장, 이우준 북일종합건설㈜ 

부장, 이광호 ㈜인성 CTO

[건축분야] 허정욱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상무, 임종률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부사장, 

성하범 에스테크건설㈜  대표이사, 오치현 주식

회사 이스트씨에이 대표이사

[설비분야] 권병효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선정되었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9〕

서울시 50개 건설공사장 점검, 34%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서울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

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대부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위법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했으며, 작업일보, 공사장 출입

명부, 근로자 노임지급 현황, 4대 보험료 가입 

내용 등을 상호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하도급을 찾아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

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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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

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02)2133-8118〕

서울시, 520억 투입해 하천 위험요소 

대폭 정비…안전한 수변공간 조성 총력

 서울시가 안전한 수변 공간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 

도림천, 중랑천, 안양천 등 시민 이용이 높은 서울시 

내 20개 하천의 기초 환경개선을 위해 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불편 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작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등을 겪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제거한다는 

목표다. 또한 코로나19로 생활권 내 하천 안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20개 하천 정비는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①안전시설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의 안전 

분야 사업 ②시민 체감도가 높은 악취저감 사업 

③접근성 개선으로 시민 휴식 공간 증대 사업, 

총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시민들이 하천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한다. 돌발 

강우 시 하천 고립사고를 막기 위해 원격 진출입

차단시설,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한다.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운행을 위해 조명과 

유도등을 대폭 확충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CCTV, 안전데크, 난간 등을 설치한다.

 둘째, 시민들이 하천에 방문했을 때 가장 불편

하게 느끼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

한다. 악취를 유발하는 ‘퇴적물’을 치우는 준설작업에 

투입하고, 가림막, 덮개 같은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한다.

 셋째, 시민들이 하천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접근로, 하천 둔치, 제방의 유휴공간을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확충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 분야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악취, 환경개선 등의 사업도 올해 연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

하게 하천을 누리고, 수변을 중심으로 여가·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02)2133-3761〕

서울시, 30년 된 ‘선유고가차도’ 철거 

완료…평면교차로 전면 개통

 서울시는 선유고가차도 여의도방면과 양화대교

방면 전구간 철거를 완료하고 경인고속입구교차로 

사거리를 평면교차로로 전면 개통했다.

 ‘선유고가차도’는 양평동3가 및 당산동 3·4가 

사이를 가로막아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하고,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영등포 일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온 주민 숙원 사업이다.

 선유고가차도 철거공사는 2021년 12월 여의도

방면 2차로(261m) 철거에 들어가 작년 5월 완료

하고, 이어 양화대교방면 2차로와 나머지 구간 

총 400m의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어 9월 목동

방면이 완료되면서 12월부터 모든 구간이 정상 

운영된다.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경인고속입구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교통운영체계가 변경되어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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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기존 고가차도를 이용하던 목동교→양화대교 

방면을 이용하는 차량은 평면교차로가 조성된 경인

고속입구교차로 1∼2차로에서 좌회전하면 된다. 

또, 양남사거리→목동교, 여의도→양남사거리, 양화

대교→여의도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각각 

신설된 1차로에서 P턴 등 우회도로 대신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된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경인고속입구교차로 남측과 

북측에 횡단보도가 추가로 신설되어 보행자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선유고가차도’로 막혔던 

도시 경관이 회복되고, 지역 간 단절이 해소되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6438-241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88〕

서울시 국회대로, 아름다운 가로숲·

테마길로! 공원화 본격 첫 단추

 서울시는 국회대로를 명품 가로숲·테마길로 새로이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빨리 선보이고자 한전·통신사와 

협업하여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던 지중화 공사를 

지난 11월부터 시작했다.

 지중화 구간은 목동교IC∼여의2교 교차로 구간 

총 1.7㎞로 한전주 113기, 통신주 11기 등 한전·

통신주를 철거하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공중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이다.

 금회 시행하는 영등포구간의 총사업비는 약 

190억 원으로 서울시, 한전·통신사 협업을 통해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2022년 1월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남측 

구간은 기관 간 업무 분담과 공법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말 가장 먼저 착공하여 약

150m 구간에 지하관로를 설치했다. 공사는 출·

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에 진행되었으며, 겨울철 

도로굴착 금지기간(12월∼2월)이 끝나는 3월에 

재개하여 2023년 12월 완료 예정이다. 북측 구간은 

2023년 한전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5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완료 예정이다. 

 서울시는 북서울꿈의숲, 경의선숲길 조성 시에도 

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바꿔온 바 

있다. 두 공원 모두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산책

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회대로 지중화가 시행되는 구간은 차로를 축소

(8→6차로)하고 가로숲·테마길을 조성한다. 가로

숲길은 여의도 왕벚나무길과 연결되고 그 아래 

산책길, 실개천, 쉼터, 화단 등이 주변 가로경관과 

조화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가로숲·테마길은 

2023년 봄 공사가 시작되어, 2024년 6월이면 

아름다운 길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도로가 지하화되는 목동청소년 수련관부

터 신월IC까지 4㎞ 구간은 지상을 공원화하는 

구간으로, 국회대로 지하차도가 개통 완료 예정인 

2024년 공사 시작을 목표로 공원화 설계가 진행

되고 있다.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02)2133-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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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망원한강공원∼마포새및문화숲

(옛 당인리발전소) 연결로 신설

 옹벽으로 단절됐던 망원한강공원과 마포새빛문화숲

(옛 당인리발전소)이 보행로와 승강기로 연결됐다. 

서울시는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승강기 설치 

공사’를 완료해 개통하였다. 신설된 보행로는 폭 

3m에 길이 17m, 승강기는 21인승이다.

 망원한강공원 산책로와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

본부 지상부 공원인 마포새빛문화숲은 인접해있지만, 

별도의 연결로가 없어 두 공원에 오가기 위해서는 

약 700m(도보 15∼20분) 떨어진 인근 나들목

으로 우회해야 했다. 이번 공사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 한강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

됐다. 당초 두 공원은 경사로로 연결될 예정이었

으나, 설계과정에서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로와 승강기를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망원한강공원∼마포새빛문화숲 간 연결로 신설로 

마포 생활권 시민은 물론, 합정역과 상수역 등을 

이용해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축이 마련됐다.

 승강기와 보행로 시설물은 한강의 경관을 고려

해 디자인됐으며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변부에 나무와 꽃을 심고, 이용객 쉼터 및 운동 

공간을 조성해 편안한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강사업본부 수상시설과 (02)3780-0737〕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특별점검…

550여 건 적발해 개선 조치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

공사 전 과정에 대해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550여 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그간 서울시에서 마련한 해체·

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이행여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으로, 

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을 적발했으며,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행·사법조치1)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02)2133-9567〕

1) ▴고발 14건 ▴벌점 204건 ▴과태료 부과 3건 등 총 221건



- 13 -

서울시, 서울 전역 ‘방재성능목표’ 상향 

공표…강남역 일대 110㎜

 서울시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방재

성능목표2)’를 전격 상향했다. 기존 시간당 최대 

95㎜에서 침수에 취약한 강남역 일대는 시간당 

110㎜로, 그밖에 다른 지역은 시간당 최대 100㎜로 

한층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29일(목) 서울시보를 통해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공표했다. 상향은 공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되며, 앞으로 서울시 내 모든 

방재시설은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목표를 충족해야 

한다.

 방재성능목표가 적용되는 방재시설은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설치됐거나 설치할 

예정인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수로 등이 해당된다. 택지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반영돼야 

한다.

 서울시는 강남역 일대의 경우 서초3, 서초4, 서초5, 

논현, 역삼 5개 배수분구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설정했다. 이 지역의 방재시설은 1시간에 최대 110㎜, 

2시간에 최대 163㎜, 3시간에 최대 212㎜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강될 계획이다. 

 이번 ‘방재성능목표 상향’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의 수방 종합대책을 담은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번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통해 더 

많은 양의 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재시설이 

2) ‘방재성능목표’는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로, 도시기반
시설, 방재설비의 설계기준이 된다. 방재성능목표가 상향된다는 
것은 도시 전반의 강우 처리 역량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전역에 촘촘히 설치됨으로써 서울시의 홍수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의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02)2133-3863〕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성공적

인 안착을 위해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무

료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

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무료 운영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3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365호)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의 [별표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의 처분기준을 변경하고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안 제75조의20 관련 별표 18 제2호에 7.을 신설)

  1)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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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은 1차 위반 시 2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 시 지정

취소로 정함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가기본도 지정, 지명 결정절차의 

간소화, 측량업 민원접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법률 

일부개정3)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명 결정절차 간소화(영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

  1) 지명 결정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 위원수를 늘리고(시·도 10명→15명, 

시·군·구 7명→10명), 국가지명위원회 구성요건에 

준하여 위촉직 위원구성 기준 마련

  2)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기준 

마련

  3) 지명결정 기준과 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토록 함에 따라 전국이 통일성·

일관성 있는 지명결정체계 마련

  4) 지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두어 다툼을 

해소하고, 재심의를 거친 지명은 재심의 청구를 

제한하여 행정 효율화 제고

나. 측량업 등록·변경신고 접수업무 민간위탁 
(제38조 및 제104조)

3)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개정, 2023. 6.11. 시행

  1)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시스템을 

위탁·관리하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민원

접수 업무를 위탁하여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신고 민원의 편의 제고

다. 국가 기본도 지정 권한 및 지명관련 업무 국토

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제103조)

라. 기타 측량업 등록업무 추진중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 개선

  1) 업종 일부를 폐업한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공유하는 연관업종이 등록기준을 갖출 수 

있는 유예기간(90일)을 두어 업계 부담 완화

(제44조)

  2) 청산금 체납처분 관련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법률 명칭으로 변경 정리(제76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시장 등의 급격한 성장에 

맞게 안전관리 수준도 함께 제고되어 국민의 생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나,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들이 각각의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 등이 어려워 산재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여 종합 관리하고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4)

됨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범위와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

으로 정하고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법률 제19053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



- 15 -

가.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드론의 

안전성인증·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안전개선명령·

사업개선명령·항공안전활동·전문교육기관의 

지정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추가 정보를 

명시(안 제8조의2)

나. 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드론 정보체계 구축·

운영의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1항 제3호)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3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 가구원수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기준 월

평균 가계지출비로 산정(안 제54조제1항)

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외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안 제55조제2항)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투자선도지구

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역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안 제6조)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투자선도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나. 물납 시 부과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 ‘신용카드 등’ 납부 허용(안 제22조제3항)

  1) 개발부담금 물납 시 부과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산림자원법」이 개정(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맞춰 용어 통일 및 공동연구사업 선정 

방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벌채 제한지역을 꼭 필요한 고시 지역으로 최소화

하도록 하고, 시험림 지정 해제할 수 있는 시설을 



- 16 -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

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31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조림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1) 산림조림계획에 포함될 세부내용을 규정하

고, 계획의 수립·변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공동연구 대상사업 선정 시 공모 외 방법 기준 

개선(안 제33조)

  1)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다.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 보고 및 정산

체계 개선(안 제34조)

  1)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연도별 연구

개발 종료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토록 함

  2)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라.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완화(안 제41조)

  1) 벌채제한지역 중 명승지·유적지 등 산림보호

구역과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벌채제한

지역을 지정할 경우 꼭 필요한 지역만을 

고시하도록 함

마. 시험림 지정해제 할 수 있는 시설에 산림재해

예방시설 포함(안 제52조)

  1) 시험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공용·공공용 

시설에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추가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04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그간 단열·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기준이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준을 정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풍력 

발전시설의 건축물 옥상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계

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방안(경제 규제혁신 TF, 

2022.7.28.) 및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규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개정)

  1)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

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

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함

나. 공작물의 범위에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포함(안 제118조제1항 개정)

다.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6항 개정)

라. 건축물대장에 기입하는 주요시공자 범위 명확화

(안 제1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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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전문공사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

됨을 명시

마.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명확화(안 제27조의2 개정)

  1) 공개공지 내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차량주차가 

불가하나, 제한행위 유형에 차량주차가 포함

됨을 명시하여 단속·처벌 등 행정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편익 보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3〕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다변화에도 철도 표준용어가 

정해지지 않아 의사소통 시 철도용어의 혼란이 

존재하여 종사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향후 철도 해외 진출, 국제협력 등을 고려하여 

철도용어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

하던 일본식 한자표현, 불필요한 외래어 등을 이해

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하고자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어(안 별표)

  1)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표현, 불

필요한 외래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29〕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및 운영 기준을 마련

하고자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숲 등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목적과 조사

대상(안 제1조 및 제2조)

  1) 도시숲의 관리지표 측정 목적과 조사 대상 범위

나.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설계 

방법(안 제3조)

  1)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의 

배치, 선정 방법(별표 1)

다. 도시숲 관리지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 

산정(안 제4조)

  1)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위한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 등급·점수 산정기준(별표 2)

  2) 가로수의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위한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 등급·점수 산정기준(별표 3)

라. 도시숲 등 관리지표 평가항목별 세부 조사· 

평가 방법(안 제5조)

  1)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항목별 세부 조사 

시기, 조사 방식, 평가를 위한 산정 방법

(별표 4)

마.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안 제6조 및 제7조)

  1)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 모니터링과 측정 

결과가 보통 이하의 경우 관리 계획 반영 

의무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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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분류식 우수

관로 등 기술진단 대상 추가에 따른 비용을 정

하고, 하수관로 구간별 비용 역전현상 개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술진단 비용을 현실화하

고자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수관로) 하수관로 유형별(합류식, 분류식 

오수·우수관로)로 기술진단 비용을 제시하고, 

펌프장 기술진단 비용 명시

  1) 또한, 하수관로 비용 역전 현상 방지를 위

해 직선보간법 적용

나. (비용현실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비용 

현실화5)(현행 대비 4%~68% 증가)

다. (단가세분화) 50이상∼500미만 소규모하수

처리시설을 한 구간으로 동일한 비용을 적용

하였으나, 규모별 세분화하여 진단 비용 책정

라. (기타) 진단보고서 제출 부수 감소 등 행정

업무 간소화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33〕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분류식 

우수관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공공

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5)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사업
(’19.10∼’20.8,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된 기술진단 비용
에 최근 물가상승 반영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대상 추가 및 명확화
(별표1 개정)

  1) 기술진단 대상에 분류식 우수관로 및 빗물

펌프장6)을 추가하고, 하수관로 진단 대상

에는 맨홀 펌프를 포함하도록 함

나. 우수관로·펌프장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정비
(별표2 제3호 개정, 4호 신설)

  1) 우수관로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 시 침수 

취약 지역 등을 우선 검토하고, 관로 내부

조사 결과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은 

별도 정밀조사(GPR, 내시경 등)토록 조치

  2) 유량·수질 조사 및 송연 조사는 제외·생략

할 수 있도록 하되, CCTV 조사는 관로연장의 

20% 이상 실시

  3) 중계·빗물펌프장의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체적 명시

다.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정비(제4조

제4항, 제7조제4항 개정)

  1) 기술진단 시기(당초 수행→착수 기준)를 명확히 

하고, 사전·예비조사를 실시계획 통보받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정비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33〕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산업계 동향과 기술 현황을 

반영하여 부속서 1(제재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빗물·배수펌프장은 제외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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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속서 1의 제6.2항 등급 검사에서 모든 제

재목을 전수검사하던 것을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로 완화되도록 방법을 수정함

  1) 일반용재의 경우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추가

나. 부속서 1의 제6.3항 함수율 검사에서 전건

중량법 이외의 측정방법에 대한 검증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함

  1) ‘적합성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를 ‘적합성이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로 수정

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의 부속서 1 ‘제재목’ 제2항 KS 인용표준 

추가 및 규격과 품질기준 등 항 재배치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02)961-2703〕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침수 방지시설을 확대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공통 적용사항과 시설별 기준을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분류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자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방기준 적용 지역 확대 (안 제2조제2호)

  1)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

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지역 확대

나. 침수 예상 높이 활용 자료 추가 (안 제4조)

  1) 예상 침수 높이 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 정확도 향상

다. 피난시설 신설 (안 제17조)

  1) 지하 고립을 방지할 수 있는 피난시설 추가 

제시

라. 분류체계 개편

  1) 종전 규정에서 공통 적용사항과 시설별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알기 쉽도록 기준 분류 

체계 개편

마. 그 밖에 용어 일원화 및 자구 수정 등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7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건축 등 여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반된 의견이나 중복된 의견이 

제시되어 인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고 위원장이 공식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9.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0〕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은 임도의 종류를 설치 및 관리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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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재구분함으로써 "산불예방임도"를 "산불진화

임도"로 변경하고 누락된 "노폭확장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과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도의 종류를 설치 및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

임도", "지방임도", "민간임도"로 명확하게 

구분(안 제2조·제3조 및 제25조)

나. “산불예방임도"의 기능을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임도"로 명칭 변경(안 제3조)

다. 누락된 "노폭확장 사업"을 명시하여 기존에 

설치된 임도의 노폭을 확대하거나 진입로를 

확보하여 산불진화임도로 활용 및 품질향상을 

위해 시설방법, 시설기준, 노면 보강 시공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및 제17조의2)

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도 타당성평가 위원 자격인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또는 1급"을 "기술특급 또는 기술고급"

으로, 설계심사 전문가 요건을 "1급 산림공학

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으로 

변경(안 제7조 및 제12조의2)

마.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부처명칭 현행화(안 제12조의3 

및 제26조)

바. 임도사업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 여부 및 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정보통합

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안 제20조)

사. 2021년부터 운영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임도관리원"을 "임도관리단"으로 변경된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리(안 제26조)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75〕

2022년 12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 바로가기(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 건설기술 심의제도 ≫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

종류

  - 용역발주심의: 용역발주 전 과업방향·내용의 적정성 심의

  - 설계심의: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환경성 심의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적정 여부 심의

  -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국토부) 적정 여부 심의

  - 입찰방법심의: 사업 발주방식 결정 이전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적정 발주방법 선정

  - 입찰안내서심의: 입찰방법심의 후 작성된 입찰안내서에 

대한 설계·시공기준 등의 적정 여부 심의

  - 설계적격심의: 설계(입찰)도서 작성기간 이후 기본설계

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 기술검토 및 설계점수 평가

  - 정밀안전진단심의: 안전진단 성과 및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방안 적정성 심의

■ 제219차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설계심의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의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 

변경 시 재심의 대상임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설게변경 발생 시 기술심사

담당관에 결과를 송부할 것

○ 주차장 내 진·출입 차량 동선 교차 구간 및 

보행자 동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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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앵커 해체 전 강도측정시험을 실시하고 

건축구조감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체토록 시공

순서도에 표기할 것

■ 제221차 가좌배수지 등 8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구조해석 지점조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님께 보완내용을 확인받은 

후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로 수록할 것

○ 금회 시행한 조사·시험 결과 및 보수·보강 방안과 

연계하여 안전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 펌프 흡입, 토출 및 배수지 유량 밸브 개도율 

확인 등 작동 이상 유무 점검 결과값에 대한 

표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제시할 것

■ 제222차 금천배수지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금회 시행한 조사·시험 결과 및 보수·보강 방안과 

연계하여 안전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 제223차 탄천1고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안전성평가

   - 이론 고유진동수 검토 시 확인된 모드별 

질량참여율 수치를 보고서에 수록하여 각 

모드별 방향별 질량참여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유진동수 

관련내용 적정성 재확인 필요

   - 안전성 평가에서 본선 및 램프구간 하부구조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미평가 사유를 보고서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보수·보강방안

   - 스틸박스 거더교량(탄천1고가교 본선, 램프A, 

램프B)의 거더 내외부에 발생한 부식에 

대하여 재도장을 보수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략공사비 산출에서도 도장 단가가 

적용되어 있으나, 어떤 도장공법을 적용하였

는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거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적용 가능한 도장의 

종류에 대한 장·단점 및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비교검토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추가하기 바람

○ 내구성조사

   - 강재 초음파탐상시험 결과, 일부 용입부족 

및 불합격이 발생된 개소에 대해서는 전회 

진단 시 시행한 시험 위치와 비교하여 결함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제224차 광장빗물펌프장 외 1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토출관 수직·수평변형량을 명확히 제시하고 

변형 형상에 대해 분석할 것

○ 벽체 경사균열에 대해 단순히 비구조적 균열

이라 단정하기보다는 초기균열 또는 진행성균열 

여부를 분석할 것

○ 보수·보강 우선순위 검토 시 손상 유형은 

1·2순위가 아니더라도 단순 보수를 통해 유지

관리가 가능한 손상의 경우 순위 조정 검토

할 것

○ 손상이 없는 기계·전기분야 시설물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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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5차 망원1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펌프실 상부 보 강판 보강 검토 시 강판 두께 

상향 등을 통해 안전율을 추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여 제시할 것

○ 안전점검 등 이력표에 누락된 점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

○ 기계·전기분야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할 것

■ 제226차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전차 진단 시 혼화지 벽체에 백태가 발생하여 

표면보수를 실시하였고, 금차 진단에서도 백태에 

대한 보수·보강을 제시하였으나, 백태가 발생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서에 수록

할 것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취수펌프장 사다리 등받이가 

미설치 되어 추락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등받이를 

설치할 것

○ 기전 설비, 펌프 등 보수점검 이력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제227차 노량진배수지 등 7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대방(배)아리수올림터 토목구조물에서 전차 

점검 시 측정된 0.3㎜ 이상 균열폭이 금회 

점검 시에는 0.1∼0.2㎜로 조사되어 평가지수가 

다소 상향조정 되었는데, 균열측정 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평가지수에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객관적인 측정값, 사진 등의 

근거자료를 보고서에 제시할 것

○ 대방(배)아리수올림터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 

하중조건이 달라진 부분을 적용하여 구조안전성 

검토한 결과값에 대해 책임기술인의 의견을 

보고서에 수록할 것

○ 기전설비 부분에서 노량진(배)아리수올림터

(2001년 준공)가 사당3,4배수지(1979년 준공)에 

비해 평가지수가 낮게 평가된 구체적인 이유를 

보고서에 수록할 것

○ 기계·전기분야 기술인 하도급 표기를 책임기술인

으로 표기할 것

○ 기전 설비, 펌프 등 각각의 설비에 대해 보수

점검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제228차 도림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S28(P4)의 거더 하면 층분리 현황사진으로는 

내부 철근이 부식되어 팽창함으로써 층분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하며, 철근 

부식여부에 대해서 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해석은 1∼3구간과 4∼5

구간은 준공연도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

우므로 준공연도별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 4구간 문화플랫폼과 연결되는 계단을 구조해석에 

포함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제230차 천왕산생태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파형강판 배면(상부)이 어떤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콘크리트 타설 등) 기존 설계도면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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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파형강판은 가공 시 파형위치에 따라 두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조검토 시 강판두께는 

어느 위치를 적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 터널 안전성 검토 시 구조검토 수행 프로그램, 

경계조건, 터널 모델링, 하중재하도 등의 주요 

검토조건 및 검토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할 것

○ 파형강판 볼트 재체결 시 기계체결의 필요 

유무를 확인하기 바라며 기준강도를 확보한 

뒤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231차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발생 시 변경사항을 공사기간 검토보고서에 

반영할 것

○ 구조물공 공사기간(12월∼6월)이 동절기를 

포함하고 있어 공사 불능일 산정 상충 여부를 

재확인할 것

○ 가시설공은 우기철을 거쳐야 하는 변수가 있으

므로 추가 예비 작업팀을 준비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제233차 염창1빗물펌프장 및 개화수문 정밀

안전진단심의

○ 0.3㎜ 이상의 균열에 대해 원인 분석 명확히 

할 것

○ 안전성 검토 단면저항력 산정 시의 전단저항력 

감소계수 적용에 대한 근거 제시할 것

○ 안전진단 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시할 것

■ 제234차 도봉간이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날개벽에 발생된 균열의 진행성 및 토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것

○ 전차 진단의 배수암거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시 

적용된 N치가 실제 시험결과와 상이한 값으로 

적용되었으므로 향후 점검 또는 진단 시 내진

성능평가 재실시 제안할 것

○ 안전관리계획 및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시행한 

근거를 보고서에 추가할 것

■ 제235차 대현산배수지 등 3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을 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전차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면 실시한 이력 수록)

○ 금호배수지 유입, 유출 밸브실 내부 밸브, 배관의 

녹, 이물질(모르타르)을 제거 후 도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수대책을 보고서에 수록할 것

○ 펌프 흡입, 토출 및 배수지 유량 밸브 개도율 

확인 등 작동 이상 유무 점검 결과값에 대한 

표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제시할 것

■ 제236차 2호선 신정차량기지 전선로 개량공사 

설계심의

○ 기존 공동구를 활용화로하는 방안을 재검토

할 것(전기, 통신, 신호등 관련분야 협의 필요)

○ 건설폐기물 산출내역이 고동고재와 중복되니 

재검토할 것

○ 신호기구함 형식(A, B, C)에 대한 집계표를 

작성하여 전체 수량 및 타입별 수량을 확인

하기 쉽게 보완

○ 신호기구함 내에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설치

하고 조명램프는 LED램프 적용 및 콘센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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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형 콘센트를 반영할 것

○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신호 및 전원케이블을 

지정색으로 검토하고 도면에 표기할 것

■ 제237차 오금배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한 배수지 유지관리 

성능향상방안 등의 연구용역을 확인하고 최신 

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보수계획 자료를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오금배수지 상부 구조안정성 검토 관련 상부 

공원 군중 밀집 및 중장비 하중 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서에 제시할 것

○ 균열 물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특성을 감안하여 균열 

손상 물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제시할 것

○ 배수지 내부 방수·방식 보수공사 시점을 금차 

정밀안전진단 조사결과를 토대로 명확히 제시

할 것

○ 펌프 흡입, 토출 및 배수지 유량 밸브 개도율 

확인 등 작동 이상 유무 점검 결과값에 대한 

표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제시할 것

■ 제238차 가산1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옥외광고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추가할 것

   - 옥외광고판 시공 시의 구조계산서 및 구조

도면 조사하고 수록할 것

   - 내진성능평가 시 옥외광고판을 고려하였는지 

확인할 것

   - 본 용역의 구조검토 수행 시 풍하중을 고려

하여 보완할 것

○ 기계, 전기분야 책임기술인(자격소지자) 및 참여

기술인 현황을 제시할 것(소속 명기)

■ 제239차 가산2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기 점검 상태평가 결과와의 비교에서 2017년 

정밀안전진단과 비교하여 개별 시설물 평가대상이 

변화된(문비, 날개벽/흉벽, 토출관로 추가) 사유 

명기할 것

○ 기계, 전기분야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할 것

■ 제240차 박미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과업의 기준 적용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 세부지침(2021.12.) 등 최신 기준을 

적용할 것

○ 토출수로 중 PC암거 부분은 세그와 세그의 

연결뭉치부 부위의 누수는 세그연결을 위한 

강연선 혹은 강봉의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PC암거 표준도면을 활용하여 연결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추가할 것

○ 구조해석에 사용한 해석모델링에 대한 입출력

자료를 보고서에 첨부하여 향후 진단·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243차 개봉배수지 정밀안전진단심의

○ 준공도면 및 복원도면이 미보유된 배수지로써 

철근탐사 결과 설계치와 차이가 발생한 분석 

내용을 향후 복원도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수록할 것

○ 개략공사비 산정 시 각 사업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마다 설계내역 대가가 통일되지 않고 각 

용역사의 판단기준에 따른 임의로 대가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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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하여 

개략공사비 설계내역 대가가 통일될 수 있도록 

할 것

○ 밸브실 내에 기전설비가 있어 침수 시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밸브실 침수 및 상수

도관 관 받침 보강 대책을 세울 것

○ 펌프 흡입, 토출 및 배수지 유량 밸브 개도율 

확인 등 작동 이상 유무 점검 결과값에 대한 

표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제시할 것

■ 제244차 장기사용 대형 송·배수관 정비공사 

설계심의

○ 갱생정비계획 구간(동부-7, 동부-8, 강남-11, 

강동-14)에 대해 마감처리 기준 및 도장재 

부착강도 등 품질검사 기준을 보완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작업일수 산정 시 1일 작업량을 10m로 계획

하였으나 본당 길이, 접합 개소, 터파기, 되메

우기, 관로부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구간별 작업

일수를 재산정할 것

■ 제245차 우장산배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금회 시행한 조사·시험 결과 및 보수·보강 방안과 

연계하여 안전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 개략공사비 산정 시 각 사업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마다 설계내역 대가가 통일되지 않고 각 

용역사의 판단기준에 따른 임의로 대가를 산정

하고 있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하여 

개략공사비 설계내역 대가가 통일될 수 있도록 

할 것

○ 펌프 흡입, 토출 및 배수지 유량 밸브 개도율 

확인 등 작동 이상 유무 점검 결과값에 대한 

표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제시할 것

■ 제251차 고덕2배수문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PC 박스 상부슬래브에 발생된 균열은 상부

슬래브 중앙부에서 종방향으로 발생하여 정

모멘트에 의한 휨균열 형태로 보이므로 사용

하중 작용 시 휨모멘트에 의해 발생되는 콘크

리트 인장응력이 균열발생응력인 파괴계수보다 

커서 구조적 원인에 의해 균열이 발생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철근피복두께가 

부족한 부분, 간격재가 설치된 부분 등에서도 

철근라인을 따라 균열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그런 문제는 없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 점검사다리 용접부 변형이 발생하였는바 점검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긴급한 보수가 필요

하다고 평가됨(가래여울 1)

○ 고덕 배수문 P264

   - 종방향으로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방향성이 

있고 진행성 균열로 예측되니 안전진단 종료 

후에도 균열의 진행성 여부가 파악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제252차 세종문화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용역 정밀안전진단심의

○ 표본단위 관련하여 대상건물들의 E.J 위치 표시 

요청 및 전회차 정밀안전점검(2021) 및 정밀

안전진단(2018)에서 수행한 표본 단위와 일치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과업

에서 표본단위 ‘6’이 적정한지 확인 바람

○ 공연장 상부 철골부재 볼트체결 누락 및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 무수축 몰탈 채움이 불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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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책임

기술사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고차모드의 영향이 큰 구조물로 판명된 경우 

비선형 정적절차와 선형동적절차(m계수법)를 

모두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선형동적절차(m

계수법)만 실시한 이유를 설명 바람

○ 유지관리 동선도를 작성하여 결함내용, 결함

위치 등을 표기하고 부재별로 손상 현황에 

대한 관찰주기 및 횟수 등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중점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고 휴대용 핸드북 형태로 

제작하여 평시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제253차 2022년 한강시설물(강남) 정밀안전

진단심의

[잠실새내나들목, 즈믄길나들목]

○ 안전성 평가 시 실시설계구조계산(2003년) 

값과 금회 정밀안전진단 값과 비교·분석할 것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상태평가 시 문비 및 기계설비의 평가단계별 

구분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고서 시설물의 

구분에 기계설비 부분을 추가할 것

■ 제254차 2022년 한강시설물(강북) 정밀안전

진단심의

[청구아파트나들목]

○ 통행암거 상부슬래브에 발생된 0.5㎜ 이상의 

균열은 비구조적 균열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함

[금호나들목]

○ 문기둥에서 발생된 0.3㎜ 이상의 균열은 비

구조적 균열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함

■ 제255차 다락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건립 설계 

용역발주심의

○ 건축규모, 건축설비시설에 적합한 자동제어 

시설을 설치할 것

○ 포장경계석 내용 수정 검토

   - 보행자 통로 주변 재료분리 경계석은 다중 

이용에 따른 휨, 훼손, 파손대비 유지관리 

용이성을 검토하여 도입하되 보행이 없는 

녹지경계는 재료분리 경계석이 없는 공법도 

검토한다.

○ 공사기간 산정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

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에 포함·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

할 것

○ 각 실에는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분한 

콘센트 수를 반영할 것

■ 제256차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공사 설계심의

○ 지하1층 외측부 옹벽과 2m 간격의 지지벽체의 

크기 및 형태를 재검토하여 구조 단순화 필요

○ 기둥하부 부분만이라도 독립기초로 설계하여 

발파량과 골조물량 절감을 검토할 것

   - 기초 저면의 경암/연암층을 반영한 지반지지력 

검토하여 추가 설계요망

○ 화장실, 샤워실 방수를 액체방수에서 석고보드 

벽체인 점을 고려하여 우레탄 방수로 변경 

필요(바닥, 벽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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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공사일정에 준하여 본건물 시공 중 

영향성 및 계측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 바람

○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은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출입구 위치나 방향 결정 등을 

통해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 제257차 여의도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여의도수문 p33, 양평1배수문 p33) 현황측

량 및 시설물 제원조사 결과에 따라 수문이 

위치한 측점과 상·하 ±20m 구간 측점에서의 

종단면도 및 평면도, 횡단면도를 작성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보고서에서는 확인이 어려우

므로 측량결과를 모두 보고서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함

○ 양평1배수문 암거 구조성능검토에서 암거 및 

수문본체 철근배근 간격 및 피복두께 적용에 

있어서 설계 간격과 실측치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암거철근 설계간격300, 실측100-463 ⇨ 적용300 

또한 수문본체 설계간격125, 실측 168-223 

⇨ 적용125 등 설계내용과 실측치 내용이 서로 

상이함을 조사결과가 보여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서에서는 실측치를 적용하지 않고 

설계간격을 적용하여 구조안전성능 검토결과 

안전한 것으로 평가함. 실측치를 반영하여 추가 

검토하기 바람(검토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양평1배수문 염화물함유량시험 B등급, 철근

부식도시험 Ⅲ등급 원인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 

바람

■ 제258차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 

용역발주심의

○ 구조계획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은 2022.10.11.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건설공사 안전

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건

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한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명시

하기 바람

○ 추후 용도변경이나 공사 시 야적 및 공사차량 

운행 등 설계치에 비해 과한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조계산서에 ‘하중재하도’를 

추가하기 바람

○ ‘기존 시설의 처리’ 관련하여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및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2021.10.) 

등 최신 규정을 적용하여 수정하기 바람

○ 서울시 방침(건설혁신과 주관)으로 추진 중인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를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하기 바람

■ 제259차 가리봉 舊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건설분야 ‘공통업무’ 기준인원수는 66%로 조정

하기 바람

○ 소방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배치, 매월 4.345일 

이상 배치되어야 하므로 감리원 수 산정을 

재검토 바람

○ 감리보고서 인쇄비 미적용(감리보고시스템, 건설

사업관리업무시스템 활용)

○ 조경 기술지원 초기 투입을 통한 사전 시공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에 따라 재검토 바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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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준수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업무 시행 철저

■ 제260차 신이문2 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

안전진단심의

○ 요약문 외고나조사결과 정리 시 현황, 외관조사

결과, 원인 및 대책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고 기전설비분야도 추가 수록할 것

○ 펌프, 밸브 등 각 시설마다 보수, 정비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별 관리이력대장을 비치

하도록 유지관리방안에 제시할 것

○ 상태평가 수행 시 각 개별시설물별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 관리할 것

○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된 밸브(전동/수동)는 원격 

및 현장제어(개도율 100%, 50%, 0%)하고, 

지시값과 실제 밸브 상태(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할 것

■ 제261차 잠원빗물펌프장 외 2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잠원비상수문은 2014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벽체에서(붕괴방지수준) 공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내진보강방안을 제시

하고 보수·보강 비용을 반영할 것 

○ 기 진단 및 점검과 비교하여 주요개별시설물의 

결함점수가 변동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개별시설물별 점수 변동 원인을 

파악하고 내용을 수록하여 유지관리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할 것

○ 외관조사 시 변위가 ‘D’인 구간은 내부에서 

재확인하여 상태평가에 반영할 것

○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된 밸브(전동/수동)는 원격 

및 현장제어(개도율 100%, 50%, 0%)하고, 

지시값과 실제 밸브 상태(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할 것

■ 제262차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설계심의

○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및 별표7)을 검토하여 적용할 것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영

할 것

○ 모든 전기기기는 방수등급을 일반보다 단계를 

상향하여 설계할 것

○ 무선이 편리하긴 하나 블랙아웃 우려가 있으

므로 관리실에 한 회선이라도 유선전화 설비를 

설치할 것

○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거 옥외등 관련 

시방서를 보완할 것

○ 오수관 역류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고 역류

방지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 제263차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보완(증설) 

사업 설계심의

○ 탈수슬러지의 함수율 등 반입성상 변동에 따른 

건조기 운전방안을 제시할 것

○ 악취방지시설 가성소다 약품저장 탱크 인근 

아이샤워 반영하여 작업자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부 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술지침서를 

참고하여 탈취용량을 재검토할 것

○ 수배전반 소화약제에 대한 소화 후 처리에 

대한 설비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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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에 수트블로어를 가동할 때 수관이 마모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일러 내구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검토할 것

■ 제264차 남산1,2호 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용역발주심의

○ 터널 방재등급 검토 및 지침 기준, 제연용량 

검토, 기 설치 방재시설 등에 대한 관련 법률 

준수 여부, 제연설비에 대한 계측 및 적정성 

여부를 추가할 것

○ 현장조사계획에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 위험성평가 검토 항목을 추가 반영할 것

○ 포트 풍량 측정 및 포트 개도율 조정에 개도율 

조정 전, 후 풍량 및 개도율을 기재할 것

○ ‘자연풍 측정’을 ‘자연풍 측정 및 외기측정’으로 

반영토록 추가할 것

■ 제265차 서울특별시 본관·도서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심의

○ 모빌랙 설치부분의 하중크기 산정근거 등을 

하중표에 명기하고 추가 재하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의견 제시

○ 지반조사보고서 명과 내용을 보고서 및 부록에 

수록할 것

○ 환기구 상부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는 위치를 

명기하고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차폐시설에 

대한 적절한 방안ㅇ르 제시하기 바람(상세도 

추가 요망)

■ 제266차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2단계) 변경설계 설계심의

○ 종단설계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K값 부족 

구간의 대책방안이 필요하며, 보고서에 검토된 

단계적 설계속도 접속안의 설계속도 변이구간을 

시점부쪽으로 이동하는 방안 검토 적용

○ 비개착공법 적용구간에서 종단 및 평면상 강관의 

정확한 압입은 향후 구조물 안정에 매우 중요

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 대책 수립 필요

○ 탑다운공법이 적용되는 시점부 일부구간에 연약

지반이 분포하므로 지지력 및 침하 분석과 보일링, 

히빙 등 지반 안정성 검토 시행 필요

○ 강관 연결 시 추진관 내부에서 용접, 절단 

작업이 시행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한 

작업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 제267차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설계심의

○ 최하층 거실 바닥의 배수판(T45) 상부에 진공

단열재(T10)를 다시 진공단열재 상부에 무근

콘크리트(T85)를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시공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체 바닥

마감 두께 140T를 고려하여 단열재와 배수판 

일체형 이격 단열재(T80, 우레탄보드 타입, 

배수층 T20 포함) 무근콘크리트 T60으로 변경

○ 옥탑층 파라펫까지 연결되는 창호 CW19, 

CW20의 유리(24T 로이복층유리)가 내외부면에 

전달되는 풍하중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내부 외면 유리를 반강화유리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 필요

○ 입면의 요철로 인해 발생하는 부위 중 최소

면적부분은 시공 및 유지를 고려하여 외장재

로 경사 처리하시기 바람

○ 2층에서 8층 open 공간에 추락,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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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1층과 지상1층에서 Y1∼Y2열 구간에 적용한 

공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대평면·

골조단면도 및 접합상세도 등 도면을 보완하기 

바람

■ 제268차 난지중앙연결브릿지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 P2에 설치된 받침장치 중 2개소의 교축직각

방향 Stopper 파손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교량거동에 의한 파손으로 보고서에 수록한 

바, 교량 거동에 따른 타 부재의 영향, 받침

장치의 영향, 반대쪽 Stopper의 건전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신축이음이동량 검토 시 구조해석 결과를 

반영하기 바람

○ 안전성평가

   - 프리플렉스 거더 검토 시 허용응력 검토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시공단게별 응력검토를 

실시하기 바람

     •강재자중 → 프리플렉션 → 하부케이싱

타설 → 릴리즈 → (거치) → 복부콘크리트 

및 슬래브콘크리트타설 → 추가고정하중 

→ 활하중

■ 제269∼272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 건설공사 설계심의

○ 도심지 초근접 시공, 대심도 굴착 등 공사특성상 

계측관리가 중요하므로 계측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현장대리인 등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계측장비 운용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공사 중 가시설 계측계획과 관련하여 계측자료를 

인접공구와 공유하는 등 계측자료 공유를 통해 

이상징후 발생에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 동일한 구조물을 공구를 나눠 시공하게 되므로 

각각의 경계부에 대한 연속성 확보 및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시공사업단 등을 통해 철저히 

공사관리할 것

○ 1공구 및 4공구 우각부 띠장 등 취약구간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할 것

■ 제273차 4호선 이촌∼동작 등 5개 구간 지하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매입유도관의 상태를 조사하여 상태 등급을 

부여하였는바, 매입 유도관의 상태등급 기준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반영 여부에 대해 보고서에 

명시할 것

○ 방음벽 지주 하단의 들뜸, 박리, 파손이 지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및 시급성을 분석하여 

시급대책과 장기적인 재구성 확보 대책을 제시

할 것

○ 상태평가 단위를 라이닝 30m를 기준으로 하였

는데, 30m 기준으로 상태평가 시 쉬트와 쉬트에 

걸치는 손상 및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제시할 것(터널 세부지침 

용어 정의 참조)

○ 향후 설계단계에서 비용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조건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비용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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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설계경제성 검토(VE) ≫

목적: 건설공사의 기능 및 성능, 설계품질 향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 제36차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시스템분야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43건을 제안하여 36건 채택 

(채택률 84%)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69,236백만 원에서 433백만 원 

절감 (절감률 0.6%)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6% 27.7% 27.6%

○ 주요대안내용

  - 유지관리성 향상

    ∙ 터널 비상 방송을 연선전화기와 LTE-R 

무전기 사용으로 이중화 (증액 20백만 원)

  - 경제성 향상

    ∙ RRU입력 전원케이블을 광전복합케이블로 

교체 (감액 17백만 원)

■ 제37차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44건을 제안하여 40건 채택 

(채택률 90%)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51,497백만 원에서 3,578백만 원 

절감 (절감률 7%)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7% 30% 30.4%

○ 주요대안내용

  - 환경성 향상

    ∙ 타격형 선별기의 내부에 흡음재 부착으로 

소음방지 (증액 20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전기온수기에 안전변 설치 (증액 0.1백만 원)

  - 경제성 향상

    ∙ 강관말뚝의 지지력을 변경하여 시공수량 

감소 (감액 1,385백만원)

■ 제38차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63건을 제안하여 50건 채택 

(채택률 79.3%)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3,041백만 원에서 2,851백만 원 

절감 (조정률 21.8%)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1.8% 10.1% 39.2%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강관말뚝+Footing+벽체교각 → 현장타설

말뚝+원형교각 (감액 1,549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유송잡물에 의한 파손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는 

기존 난간형식으로 변경 (감액 27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연석부를 배수구 위치에 맞추어 제외하고 

배수구 삭제 (감액 2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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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건설기술 설명회 주요 내용

≪ 건설기술 설명회 ≫

목적: 우수한 기술 도입 활성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설명 기회 제공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및 특허 공법

참여방법 및 개최결과

  - 건설알림이(https ;//c is .seou l.go .kr)에서 확인

문의처

  - 토목분야: 02-3708-2589 (총괄)

  - 건축분야: 02-3708-2617

  - 설비분야: 02-3708-8647

■ 강관버팀보 흙막이 가시설공법

○ 기술의 내용

  - H형강 버팀보에 비해 좌굴 및 비틀림 성능이 

높은 강관버팀보를 활용하였으며,

  - 이음 및 연결방법 개선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기술이다.

○ 기술의 장점

  - 보강재가 필요 없어 경제성·시공성·공기단축·

자재절감·친환경 

  - 최대 60m 이상 버팀이 가능하도록 연결 및 

체결방법 개선

 

  - 수평·수직 설치 간격이 넓어 작업공간 확보에 

유리

○ 활용 실적

연번 사 업 명
1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2,3공구)
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민자)
3 서울경전철 동북선(1,2,3,4공구)
4 신림선 건설공사(1,2,3공구)
5 신림-봉천 터널공사(1공구) 외 180여 건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도심지에서 도로, 철도, 건축 등의 대단면, 

대심도 흙막이 굴착에 활용하여 안전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 PHC 말뚝을 활용한 흙막이벽체 공법

○ 기술의 내용

  - 기초파일용 압축 부재인 PHC파일을 휨응력에 

저항하도록 흙막이 벽체용 말뚝으로 개량하여 

현장타설 콘크리트 벽체의 단점 등을 보완

한 흙막이 가시설 및 영구옹벽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 기술의 장점

  - 지하굴착 흙막이가시설 : 공장제작 PHC 기성 

말뚝을 가시설 벽체용으로 사용하여 공기단축, 

품질확보, 경제성 등에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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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성토지반 옹벽 : 절토지반, 성토지반 등

에서 PHC 기성말뚝을 설치하여 옹벽을 형성

함에 따라 대지경계 간섭으로 굴착이 어려운 

현장 적용 가능

○ 활용 실적

연번 사 업 명

1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 4단지(SH 공사)

2 하남/ 위례 열병합발전소 가시설 및 옹벽공사(민간)

3 제주 해군본부 해수유통로 시설공사(국방부)

4 KTX 광주역 행복주택 / 서림마을 행복주택 가시설공사 
(광주도시공사)

5 오산 미군부대 진입도로 보강공사(국방부)

6 광주광역시 우산지구 우수저류조 시설공사(광산구청)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H-형강, 철근, 레미콘 등의 재료 없이, PHC 

파일 단일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현장 정숙성과 

좁고 깊은 구간 흙막이 공사에 용이하며, 

인접 대지 간섭없이 옹벽구조물을 효과적으로 

축조하는데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강재 가이드블록을 이용한 겹침 주열식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 공법(RF-CIP)

○ 기술의 내용

  - 강재가이드 블록을 이용하여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흙막이 벽체(RF-CIP)로 

차수그라우팅이 불필요한 기술이다.

○ 기술의 장점

  - 무근 말뚝과 차수공정 배제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을 실현한 기술

  - 말뚝 간 연결성 확보 및 안정적인 품질 확보 

가능

  - 수직도 확보 용이

  - 철근망을 생략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 향상

○ 시공 절차

   가이드블록 설치 → 1차 천공,타설 → 2차 

천공, 강재설치, 타설 → 가이드블록해체

 

○ 활용 실적

연번 사 업 명

1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2 광주지하철 2호선 1단계 4공구

3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 1, 2공구

4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정비 시범사업공사

5 울산시 중구 문화원 건립공사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도심지 지하터파기 현장의 기존 CIP+차수그라

우팅공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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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사비를 절감하는데 이 기술이 널리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량패널 옹벽(WP옹벽)

○ 기술의 내용

  - 원지반의 깎기를 최소화하고 하부지반에 작용

하는 하중을 경감시키는 최적화된 십자형상의 

경량패널과 경사각 조절이 가능한 앵커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 기술의 장점

  - 패널의 단면을 최적화하고 주배근에 저탄소

제품인 고강도 중공철근을 이용하여 중량을 

감소시킨 친환경 공법

  - 중공철근 내 계측센서를 설치하여 앵커의 

효율적 유지관리 가능

  - 앵커의 경사각 조절이 가능하여 현황에 따른 

대처 용이

  - 패널의 음각·양각이 두드려져 미관 우수하며, 

전체 및 일부에 색상패턴 적용 가능

○ 시공 절차

  - 비탈면절취 → 천공 및 앵커설치 → 기초버림

콘크리트 설치 → 패널설치 및 가인장 → 

뒷채움콘크리트 설치 → 뒷채움 토사설치 

→ 앵커 본인장 → 마감캡설치 → 시공완료

○ 활용 실적

연번 사 업 명

1 말티고개~장재 도로 확·포장 공사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패널을 경량화함으로써 현장 시공성 및 안정성을 

개선하고, 콘크리트 및 철근 사용량 저감으로 

저탄소생산 및 녹색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사각 개구부 모서리에 

나타나는 사인장균열 방지(건설신기술 제744호)

○ 기술의 내용

 - 사인장균열 발생 요인

 · 사각 개구부 모서리 균열은 건조수축과 온도

변화로 인한 콘크리트의 수축·팽창으로 발생한 

응력이 모서리에 집중되어 콘크리트 인장강도를 

초과하면 균열로 나타납니다. 

 - 사인장균열 방지대책

 · 응력분산곡면판을 사각 개구부 모서리벽 철근에 

설치해 콘크리트에 매설하면 응력이 분산되어 

사인장균열을 방지

 · Con’c 수축 ⇨ 응력분산(곡면판) ⇨ 균열제어

 - 기존 방식 (사인장철근)의 실효성 검토

 · 하중재하 실험 / 건조수축 실험

 · 보강철근은 균열방지에 부적합

 · 사인장철근 삭제 (LH, SH 구조 일반도)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구조재료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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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절차

 

[가로·세로 철근 각각 2개소(총 4개) 결속]

○ 기술의 장점
 - 건축물 외관이 깨끗하게 유지
 - 내구성 확보로 구조물 품질개선
 - 균열하자 보수의무(10년) 해소
 - 공정간 간섭없이 누구나 쉽게 시공
 - 위해요소 없는 내부작업으로 안전
 - 자연 친화적 자재 (재생합성수지 활용) 
 - 비용 절감
 · 공사비 절감 : 4,700원 / 개소당
  (사인장철근 삭제 ⇨ 곡면판 설치)
 · 유지관리비 절약 : 한번 발생한 균열은 온도변화

(수축)로 재발생 보수 필요

○ 활용 실적 (2011∼2022)
 - 3200개 현장 780만개 적용
 

○ 기술의 활용 (향후 전망)
 · 안전한 설계와 견실시공에도 불구하고 Con‘c 

수축으로 발생한 균열방지 사례

바닥 (인양구, AD, PD) 방미장 MORTAR

무근 (주차장, 옥상) 배선BOX (전기, 소방)

www.lim21.com 건재테크

■ 자원 순환형 고점착 합성고무계 방수씰과 

유·무기계 도막재 일체형 방수시트를 복합화

한 복합방수공법(AI-System)

○ 기술의 내용

  - 폐자원을 방수소재로 재활용하고자 재생소재 

30% 이상을 활용하여 제조한 자원 순환형 

고점도 고성능의 고점착 합성고무계 방수씰과 

콘크리트와 유사한 무기계 도막재를 유기계 

도막재와 시트형태로 일체화한 기능성 방수

시트를 복합한 공법으로 고점도 특성의 방수씰 

소재의 순환식 토출용 시공장비를 활용한 

냉공법 시공으로 누유현상과 흐름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고점착 특성으로 습윤환경 시공성 

및 구조물 거동대응성을 확보하였으며, 방수씰과 

시트재의 부착안정성 및 일체성 향상으로 

방수층의 장기적 고내구성의 확보가 가능한 

AI(All-Intergration System) 복합방수공법이다.

  

http://www.lim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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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의 장점

  - 현장 적합성 : 외방수 공법의 습윤환경에서의 

적용성 및 적용 후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 거동성을 극대화 하는 기능성 외방수 

소재 및 공법이다.

  - 친환경 :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 유기용제를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방수재로 환경표지 

인증과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 안전성 : 프라이머 공정을 배제하여 휘발성 

유기 용제에 의한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성, 

화재위험성 문제를 해소하였다.

 - 공기단축 : 방수씰 자체의 고점착성으로 바탕

정리를 간소화하고 프라이머 공정을 배제하여 

시공성 향상 효과를 확보하였다.

 - 성능 : 고점도, 비경화, 고점착, 유연성으로 

누유안정성, 습윤면 부착성능, 거동대응성능을 

통한 구조물의 장기내구성 확보하였다.

○ 시공 절차

 - 터보씰H 도막 -> AI시트 부착 -> 시공완료

○ 활용 실적

연번 공 사 명

1 다산고 옥상

2 서울도봉경찰서 본관 옥상

3 춘천교대 집현관 외1동 옥상

4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빗물펌프장

5 용궁중학교 옥상

6 속초정수장 설비동 및 혼화기동 옥상

7 예산PC박스 외부방수공사

8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건축물 옥상,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지하 전력구 

등 방수가 필요한 모든 구조물(외방수)에 

적용이 가능하다.

■ 점착유연형 부틸고무

○ 기술의 내용

  - 기존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문제점인 탈유, 

유막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기위해 아스팔트 

원료를 배제한 고무함량 45% 이상의 부틸

고무계 컴파운드를 개발했다.

  - 재생 소재 활용을 통해 경제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기술이다.

■ 점착유연형 부틸복합시트 방수공법(SMART 

POWER SYSTEM)

○ 기술의 내용

  - 고함량 부틸고무를 활용한 컴파운드와 합성

고분자계 3중 교차필름을 이용한 비노출 방수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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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반녹화용 방근/방수공법       

(SMART GREEN SYSTEM)

○ 기술의 내용

  - 내근시트 상부 또는 접합부에 유리섬유 시트로 

강성을 보강한 인공지반녹화용 복합방근/방수

공법 이다.

■ 인공지반녹화용 방근/방수공법(SMART 

GREEN SYSTEM)

○ 기술의 내용

  - 스팟본딩(점점착) 방식의 부분절연구조를 형성

하고 접합부 강성보강한 후 시트층 상부에 

탄성 도막재를 도포하는 복합방수공법이다.

☞ 위 내용은 건설기술 설명회 자료로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서울시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3708-258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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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슬래그 골재 특성을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공법 (제943호)

(보호기간 : 2022.10.18. ～ 2030.10.1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제강슬래그 골재를 활용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고, 진동다짐장치가 추가된 

포설장비(피니셔)를 이용하여 초기 다짐도를 향상시킨 아스팔트 도로포장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높은 맞물림 효과를 제공하는 제강슬래그 골재를 사용하여 기존 보다 높은 교통하중 

저항성을 가지는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고 유압-편심하중을 제공하는 포설장비로 다짐도를 

향상하여 기존의 3차 다짐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순서 시공방법 및 특징 기존 기술과 비교

포설 High Compress Bar를 이용하여 포설 후 
다짐도 90% 이상 확보 포설 후 다짐도 80% 내외

1차 다짐 탄댐 롤러 이용 5~8회 다짐 실시, 95% 
이상의 다짐도 확보

머캐덤 롤러 이용 6~8회 다짐, 다짐도 90% 
내외

2차 다짐 5~8회 다짐을 실시하여 97% 이상의 
다짐도 확보. 3차 다짐 생략

타이어 롤러 이용 8~12회 다짐, 다짐도 
95% 내외. 3차 다짐 탄댐 롤러 이용 4회 
다짐. 다짐도 97% 확보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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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2020년 4월 ~ 2021년 4월 현재. 1년간 실적)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신기술공사금액(원)

동춘동 에코스틸아스콘 포장공사 태성물류㈜ 20.04~20.05 418,000,000

고속종점지하차도 보수공사중 절삭 포장공사 미추홀구청 20.06~20.06 137,487,400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일원 에코스틸아스콘 포장공사 강서구청 20.07~20.07 62,060,000

신도림역 2번출구 에코스틸팔트 포장공사 (1차) 구로구청 20.09~20.09 20,000,000

김포시 월곶면 금광산업개발 골재장 포장공사 ㈜금광산업개발 20.10~20.10 39,400,000

신도림역 2번출구 에코스틸팔트 포장공사 (2차) 구로구청 20.10~20.10 26,200,000

김포 대곶면 대곶남로 53-151 소파보수공사 ㈜한강이앰피 20.10~20.11 23,400,000

내항 제3부두 도로 포장파손부 긴급보수 인천항만공사 20.12~21.01 19,114,900

BMW드라이빙센터 포장시설물 유지보수공사 BMW코리아㈜ 21.03~21.03 180,000,000

진광동 신수교통 차고지 조성사업중 포장공사 신수교통㈜ 21.03~21.03 99,000,000

㈜대운목재 김포 대포일반산업단지 공장 신축공사 ㈜대명목재상사 21.03~21.04 13,310,000

용현동교회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용현동교회 21.04~21.04 19,470,000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 도로의 포장상태등급(VI)7)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상태가 양호한 1등급이 37%, 파손이 

진행되거나 약간의 파손이 발생한 2～4등급이 55%, 유지보수가 필요한 5～7등급은 8%를 차지

하였다. 또한 도로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매년 도로분야 유지·보수 예산은 2015년 4,776

억 원에서 2019년 5,91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8).

    천연골재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여의도 면적의 103배에 해당되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년 이내에 천연골재 고갈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9).

    반면, 이 신기술에서 사용되는 제강 슬래그는 공급의 한계가 거의 없고 천연골재 대비 안정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여 도로포장재로 시공하는 것으로 일반 도로 시공뿐만 아니라 장수명 및 고내구성의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여 노후 되거나 파손된 도로의 보수재로도 활용이 적합하기 때문에 연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 공공시장10)의 도로 유지보수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7) Visual Inspection : 7개 등급으로 분류, 4～7등급은 포장상태 불량
8) 국토교통부 예산개요 2015~2019
9) 환경부 보도자료, 2003년

10) 한국아스콘협동조합 연합회,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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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시험 내용 시험 방법
시험 결과

비고
시험 조건 기존기술 신기술

동탄성계수 시험 KS F 2485 : 05
54℃, 10Hz 864Mpa 1,302 Mpa 소성변형 저항성 

약1.5배 증가

20℃, 10Hz 9,412 Mpa 8,493 Mpa 균열 저항성
약 1.1배 증가

포장가속시험 국토교통부 지침 
권장시험

563,200
(ESALs) 16.1㎜ 8.5㎜ 소성변형 저항성

약 2배 증가

도로포장상태평가
포장상태조사 

(국토교통부 등 
수행방법)

NHCPI
4.0기준 수명 약 30개월 64개월 도로 수명

약 2배 이상 증가

흡음률 측정 KS F 2814-2 주파수(Hz)별
흡음계수 평균  0.30 평균 0.34 흡음률

2~9% 증가

도로소음 측정 NF S 31119-2
CPB(7.5m 이격

1.5m 
높이,60㎞/h)

평균  82.4dB 평균 75.6 도로소음
약 5~9dB 감소

도로 미세먼지 
발생량 측정

베타선흡수법
(β-ray, KS I ISO 10473) 

PM 10.0
(㎍/㎥)

0 5

저감율 56.8%
4 11

- 3

8 3

PM 2.5
(㎍/㎥)

7 4

저감율 11.1%
4 1

3 4

11 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제강슬래그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구성 등 품질은 기존 기술대비 우수한 반면 재료비 및 공사비는 

동등 제품 대비 약 98% 수준으로 낮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로 직결되므로 발주기관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제강슬래그 골재는 천연골재 부족현상, 1등급 골재 생산기피 현상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성능의 아스콘 도로포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수분 저항성의 제강슬래그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트홀 발생이 빈번한 도로에 적용하여 안전한 

도로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음감소 및 도로표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므로 소음 및 미세

먼지 등 도로에서 발생되는 민원 해결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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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우수한 성능의 도로포장용 아스콘 혼합물의 생산 과정에 있어 필수 원자재인 1등급 

제강슬래그 골재는 천연골재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전국적 보급이 가능하며 기존의 제조공법에 

추가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우수한 성능의 제강슬래그 아스팔트 혼합물을 기존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전국 각지

에서 발휘될 수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및 공사비

    이 신기술은 제강슬래그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에 따라 제품단가 및 공사비를 포함한 가격 경쟁력이 

최저 1.3%에서 최대 16.3% 높다.

규격
신기술 기존기술

경제성
제조 설치 계 제조 설치 계

WC-2, 1등급 910,116 163,604 1,073,720 1,087,370 197,459 1,282,129 16.25%

WC-2, 3등급 875,002 163,604 1,038,606 1,027,898 197,459 1,222,657 15.05%

WC-2, 순환 793,484 163,604 957,088 897,744 197,459 1,092,503 12.39%

PSMA 10 1,827,159 163,604 1,990,763 1,947,000 194,222 2,141,222 7.03%

PSMA 13 1,809,817 163,604 1,973,421 1,921,040 194,222 2,115,262 6.71%

칼라, PSMA 10 3,886,575 163,604 4,050,179 3,913,470 194,222 4,107,692 1.40%

칼라, PSMA 13 3,881,550 163,604 4,045,154 3,913,470 194,222 4,107,692 1.52%

  (2)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기존기술 대비 3차 다짐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이 약 20% 단축된다.

공정 구분 시공장비 다짐 속도(㎞/h) 시작 종료

준비공정
기존

노면 절삭기 - 0.92 1.1 1.2
신청

포설
기존 피니셔 - 0.92 1.6 2.3

신청 신청기술 피니셔 - 0.92 1.69 2.3

1차 다짐
기존 머캐덤 롤러 7 4.5 3.1 4.5

신청 탄뎀 롤러 6 6.0 2.0 3.2

2차 다짐
기존 타이어 롤러 10 7 2.9 4.7

신청 탄뎀 롤러 6 6 2.0 3.7

3차 다짐
기존 탄뎀 롤러 4 7 1.1 4.8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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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지관리비

    현대제철 코크스 주도로(중차량 다수 통행, 속도제한 20㎞/h)에 신기술(210m) 및 기존기술

(310m)을 시공하여 64개월 동안 도로포장상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국도포장상태지수(NHPCI)를 

산출한 결과 공용수명이 2.2배 높았다. 따라서 유지관리비용은 2.2배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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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 적용 시 제강슬래그 골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용 골재 수요량의 35% 충당 가능하며 

이는 천연 골재 기준 연간 약 1,800억 원의 사회적 가치로 환산된다.

    또한 제강슬래그 골재는 천연골재를 대체하여 연간 여의도 면적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약 20,336톤11) 배출 저감할 수 있다. 

11) 보호면적(여의도 면적 840㏊ x 4.5) x 탄소 순 흡수량(5.38) = 20,336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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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브테일 레일이 포함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와 트래퍼조이드 앵커를 

이용한 무타공 행잉공법 (제944호)

(보호기간 :  2022.10.21. ～ 2030.10.20.)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트러스거더의 하현재 사이에 형성되고 상면에 미끄럼 방지홈을 

갖는 사다리꼴 형상의 도브테일 레일홈에 앵커헤드를 삽입한 후 노브를 회전시켜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임시로 고정시킨 후 달대체결너트를 회전시켜 앵커볼트의 두부가 미끄럼 방지홈에 안착되고 

앵커헤드가 도브테일 레일홈의 경사면에 밀착되며 스탑와셔가 도브테일 레일홈의 개구를 폐쇄하도록 

한 상태로 금속 트래퍼조이드 앵커를 트러스 도브데크에 고정한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사다리꼴 형상의 도브테일 레일홈이 형성된 강판과 트러스거더로 구성된 트러스 도브

데크와, 앵커헤드, 앵커정착볼트, 스탑와셔, 스프링, 노브 및 달대체결너트로 구성된 트래퍼조이드 

앵커를 이용하여 천정마감재 및 각종 전기·기계 설비를 별도 타공 없이 슬래브에 설치할 수 있는 

무타공 행잉공법으로 일정한 성능의 인발하중을 확보할 수 있고 공기가 단축되며 소음 및 분진 

발생이 없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기술의 구성

트러스 도브 데크 트래퍼조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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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절차 및 방법

도브데크 시공 트래퍼조이드 앵커 설치 / 설비 행잉

1단계
(데크 양중)

2단계
(데크 판개)

3단계
(타설)

1단계
(트래퍼조이드 앵커 설치)

2단계
(전산볼트 설치)

3단계
(보강대 설치)

4단계
(설비 설치)

  (3) 적용성

본공사 가설용 설비 행잉 사용 안전고리 체결 사용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처 시공 규모 공사 기간

우덕리 978번지 
공장신축공사 ㈜범우피씨 176m2 ‘21.07.12 ∼ ‘21.09.30

강남역 오피스 신축공사 ㈜우리은행 70m2 ‘21.07.01 ∼ ‘21.09.30

역삼동 826 복합시설 
신축공사

㈜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1호
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150m2 ‘20.05.06 ∼ ‘22.03.31

평택 FAB 3기 신축공사 삼성전자㈜ 5,028m2 ‘20.10.01 ∼ ‘22.06.30

인천 청라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하나자산신탁 1,000 ㎡ ‘21.08.01 ∼ ‘22.11.30

 나. 향후 활용전망

  (1) 신축 건물의 고층화, 공기 단축 등 건설산업의 요구에 따라 데크플레이트 적용 확대

  (2) 데크플레이트 국내 시장은 연평균 8.7%의 성장률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개발 기술의 

활용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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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2025년까지 510조 원 이상 투자 계획 발표 (반도체 신규 라인 조성 

및 기존 라인 보완 / 증설 예정)

  (4) 반도체 공장은 공기 단축을 위해 거푸집 대신 데크플레이트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장 

조성 및 증설시 개발 기술의 시장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업계 투자 계획 국내 데크플레이트 업체 매출 추이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기존 기술 (타공 행잉 공법) 개발 기술 (무타공 행잉 공법)

작업 도구 드릴 (타공 ), 스패너 , 망치 , 그라인더 없음

작업 시간 29 분 30 초 (100%) 10 분 (30%)

작업 환경 콘크리트 타공시 분진 , 소음 발생 분진 , 소음 미발생

시공 품질 작업자에 따라 행잉 하중 편차 발생
(행잉 하중 편차 3.51 kN )

행잉 하중 균일
(행잉 하중 편차 0.61 kN )

재시공성 기존 앵커 철거 후 재설치 자유롭게 이동 가능

* 현장 시공 시간 측정 결과 (작업자 3인, 8m 덕트 설치 기준)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현장 공정을 생략 및 단순화로 건축 설비 행잉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투입인력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 향상 

     - 상향의 천공작업을 배제할 수 있으며 재설치 시 번거로움이 없어 시공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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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간의 고소잡업을 생략할 수 있어 현장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률을 감소

할 수 있어 안전성 향상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 시공자와 상관없이 일정한 성능의 인발하중을 확보할 수 있어 시공품질 우수

     - 천공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작업장 내 공기 오염 방지, 친환경적 공법

     - 본 설비 이외에도 가시설용으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적용성 우수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공종명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데크플레이트 설치 ㎡ 2,503 11,349 203 13,065

 앵커 볼트 설치
기존 기술 개 3,438 15,082 - 18,520

개발 기술 개 5,000 987 - 5,987

  (2) 공사비

구분 개발기술 (무타공 행잉 공법) 기존기술 (타공 행잉 공법)

재료비
10,305,483 원 8,778,028 원

117.4 % (▲ 17.4 %) 100 %

노무비
2,614,441 원 6,142,667 원

42.6 % (▼57.4 %) 100 %

경비
2,170,672 원 2,831,222 원

76.7 %(▼23.3 %) 100 %

순 공사비용
15,090,596 원 17,751,917 원

85.0 % (▼15.0 %) 100 %

총 공사비용
18,534,574 22,355,170 원

82.9 % (▼17.1 %) 100 %

* 공사면적 : 184.6 ㎡ 기준

     - 트래퍼조이드 앵커 설치 작업은 보통인부 1인만으로 (기존 기술 3인 작업)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타공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노무비 57.4% 이상 절감 가능

     - 이에 따라 개발 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 총공사비 17.1%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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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구분 기존기술
(무타공 행잉 공법)

기존기술
(타공 행잉 공법) 비고

앵커 시공 시간 60 초 5 초 91.7 % 감소

설치 준비 시간 30 초 10 초 66.7 % 감소

앵커 설치 총 소요 시간 (1개) 90 초 15 초 83.3% 감소

50만개 설치 시간 1,250hr 208 hr 83.3% 감소

     - 개발 기술 적용시 기존기술 대비 앵커 시공 시간 83.3% 단축 가능

  (4) 유지관리비

     - 개발 기술은 각종 설비·배관, 덕트, 천장마감재 등 비구조부재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유지

관리의 대상이 아니어서 유지관리비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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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기술은 분진, 소음,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공법으로 설비 행잉시 작업 공간 환경 향상에 

기여

     - 트래퍼조이드 앵커는 제거가 편리하고,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하지 않아 건축물 리모델링 및 

설비 이설이 용이

     - 트래퍼조이드 앵커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자원 재활용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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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 MaaS 구축을 위한 해외정책사례

광역권 MaaS(Mobility as a Service)

 최근 대두되고 있는 메가시티(Megacity)와 초

광역권 육성 전략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지역의 혁신과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 시스템의 일원화를 통해 

광역권 내 지역 간 상호연계성의 강화가 필수적

이다. 즉, 교통 서비스 이용자가 지역 간 경계를 

느끼지 못할 만큼 끊김 없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버스, 도시철도, 택시, 

공유 모빌리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가 주목

받고 있다. MaaS는 기존의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자에게 이동에 

필요한 최적 경로와 교통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예약과 결제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럽, 일본 

등에서 높은 수준의 MaaS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교통 분야에서 모빌리티 전환 

전략 중 하나로 MaaS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결정했으며,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MaaS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 및 계획 중이다. 

다만, 대부분의 추진사업이 해당 지역 내의 교통 

서비스를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광역권 

MaaS 구축을 위한 실질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광역권에서 MaaS를 구축한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국내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광역권 MaaS 구축 사례

 유럽에서는 서비스의 통합 범위 및 유형에 따라 

MaaS의 서비스 레벨을 0에서 4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인 

레벨 4의 실증 사례는 없으며, 핀란드의 MaaS 

Global 사에서 운영 중인 Whim 서비스가 레벨 3 

수준 MaaS의 대표 사례이다. 

핀란드

 핀란드 헬싱키는 세계 최초로 레벨 3의 MaaS를 

도입한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처음 헬싱키에서 

MaaS를 도입한 목적은 급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헬싱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

하고 MaaS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가용 이용률을 

줄이고자 했다. 헬싱키는 2017년에 민간업체인 

MaaS Global과 협업을 통해 개발한 Whim 앱을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Whim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중교통, 택시, 렌트카, 공유 자전거 및 킥보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헬싱키 

시민의 약 6%(7만 여명)가 활성화된 Whim 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는 핀란드 헬싱키와 

투르크 지역을 포함하여 오스트리아(빈), 벨기에

(앤트워프), 일본(동경), 영국(버밍엄), 스위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MaaS의 서비스 레벨 분류12)

레벨 개념

4
정책의 통합(Integration of Socieatal Goals)
•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도시 및 교통계획 등을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 MaaS가 사회정책에 통합된 단계

3
서비스 제공의 통합(Integration of the Service Offer)
• 운영 주체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정액요금제, 

구독요금제 등의 요금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단계

2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의 통합(Integration of Booking & Payment)
• 한 번의 통행을 위해 이용 가능한 최적 경로 및 교통수단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교통수단의 예약, 발권, 결제 서비스를지원하는 
단계

1
정보의 통합(Integration of Information)
• 통행 경로상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이용요금 등의 정보가 일원화

되어 제공하는 단계

0 개별 서비스(No Integration)
• 다양한 교통수단 및 서비스의 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

12) 자료: Sochor et al.(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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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m은 개별 통행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형식과 더불어,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정액

요금제와 무제한 요금제 등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의 경우 1일, 10일, 

30일 이용권을 선택할 수 있고, 공유 자전거는 

시즌 이용권이나 1일 이용권, 전동 킥보드는 30분, 

60분 단위의 이용권을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통행목적과 경제 수준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Whim은 헬싱키 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계정 생성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용자가 해당 지역의 

화폐로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로밍 

기능을 도입했다. 즉, 결제 시스템의 일원화로 

인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 Whim 서비스 화면13)

 이외에도 핀란드에서 지역 경계 없이 MaaS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데는 2017년 통과된 “교통 

서비스에 관한 법률(The Act on Transport 

Services)”의 영향이 크다. 핀란드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모든 교통 서비스 운영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플랫폼 간 개방을 통해 상호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대중교통 및 공유 모빌

13) 자료: Whim 웹사이트(https://whimapp.com/helsinki/en, 2022년 
12월 5일 접속)

리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 지역 외 지방에서 

Maa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중, 핀란드 북극권인 라플란드

(Lapland) 지역의 윌라스(Ylläs)에서는 2016년 

지방 정부, 대중교통 운영기관, 관광지 주변의 

상공인,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Value-Added 

Mobility Service(VAMOS!)”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MaaS 이용권과 함께 

지역의 관광 명소인 스키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과 주변 식당의 식사권 등을 함께 판매함

으로써 MaaS 이용자 유입을 유도했다. 광역권 

MaaS 구축에 있어 도시와 지방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대도시만큼 높은 수준의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MaaS가 단순히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는 것 외에 

지역 행사, 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 등의 이용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이동 외 서비스를 포함

하여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 즉,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MaaS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스위스

 스위스 취리히, 바젤, 베른의 대중교통 사업자

(Public Transport Operators; PTOs)와 스위스 

연방 철도(Swiss Federal Railways)는 플랫폼 

업체인 Trafi와 협약을 통해 세 도시를 연결하는 

MaaS 시스템인 yumuv를 구축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수준의 MaaS를 개별 도시가 아닌 

복수의 연계된 도시에 도입한 사례로 꼽힌다. 스위스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이 도심의 

주 교통수단이다. 특히,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일원화된 예약·발권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높다. 이렇게 기

구축된 수준 높은 대중교통 시스템에 기반하여 

yumuv는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 택시, 렌트카 

등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 도시 내 이동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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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도시 간 이동에서도 끊김 없는(seamless)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yumuv는 구독

요금제를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결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yumuv 서비스 화면14)

 yumuv 앱의 개발 책임사인 Trafi는 서로 다른 

도시를 연결하는 MaaS 도입을 위해서는 관계 

도시들이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공동의 목표 아래 각 도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대중

교통 시스템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단일 기관 혹은 단체(entity)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민간업체 간, 혹은 민관 협력을 위한 거버

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일본

 일본은 2018년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수립한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인 미래투자전략(Future Investment 

Strategy)을 통해 MaaS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후, 2019년부터 경제산업성과 국토

교통성에서 이동성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 

14) 자료: Trafi 웹사이트(https://www.trafi.com/yumuv/, 2022년 
12월 5일 접속

모빌리티 챌린지”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 MaaS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은 지역 간 연계의 관점에서 MaaS를 

활용하기 위해 MaaS 플랫폼 간의 상호연계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은 표준화

된 MaaS 운영 규칙과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지침을 수립했다. 즉, 지역 내 

MaaS 플랫폼을 통해 MaaS 사업자와 교통 서비스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 분야 사업자의 

연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에는 이러한 MaaS 플랫폼 

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상호연계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하나의 

앱으로 여러 지역의 MaaS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MaaS 관련 데이터 연계 가이드라인15)

 또한, 일본은 효율적인 MaaS 구축을 위해 현금이 

필요 없는(cashless) 결제 시스템과 구독요금제 

등을 이용한 운임 및 요금제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지역 간 연계 시 복수의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결제 시스템의 일원화 및 요금제의 다양화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 및 정책 제언

 우리나라는 이미 대중교통 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15)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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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가 구현되어 있다. 특히, 버스나 도시철도의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의 일원화된 전자지불 시스템 

등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광역권 MaaS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상당 부분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광역권 

MaaS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부분은 대중

교통 외 새로운 공유 모빌리티의 연계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요금제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플랫폼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 지침 등을 마련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교통 인프라 수준 

및 서비스 수요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MaaS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인 MaaS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모빌리티 

업체도 다양하고 각 지역이 추구하는 서비스 형태도 

상이하다. 향후 지역 간 연계를 위해 광역 혹은 

전국 단위로 MaaS를 확장하고자 할 때,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서비스 형태나 데이터 관리 방식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MaaS 도입을 

위한 지원은 지속하되, 연구를 통해 각 사업이 

참조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법률의 정비를 통해 관련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언제든 지역의 플랫폼 간 

연계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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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년 12월)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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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255
다락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건립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3,231.55㎡

11,151
()

조건부
채택 건축

258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4,576.90㎡

21,394
(1,055)

조건부
채택

건축

264 남산1,2호 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 제연설비 성능검증 -

(247)
조건부
채택 기계

설 계
심 의

219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 지하1층 86면
․ 연면적 3,555㎡

16,475
(555)

조건부
채택 토목

236 2호선 신정차량기지 전선로 
개량

․ 신호용 제어, 전원케이블, 기구함 
전선관로 및 트로프 등

5,861
(153)

조건부
채택

전기

244 장기사용 대형 송·배수관 
정비

․ 14개 구간, 관경 900~2,000㎜, 
총 26.7㎞ 정비

179,363
(1,517)

조건부
채택 토목

256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 지하2층/지상6층
․ 연면적 3,255.49㎡

14,178
(598)

조건부
채택 건축

262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 캠핑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 2,800
(141)

조건부
채택

조경

263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보완(증설) ․ 연면적 722.83㎡ 증설 19,781

(488)
조건부
채택 기계

266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2단계) 변경설계

․ 시·종점부 탑다운 공법(330m) 
․ 중간부 비개착 공법(590m)

161,184
(1,582)

조건부
채택 토목

267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 ․ 지하2층/지상8층
․ 연면적 8,944.99㎡

32,532
(1,430)

조건부
채택

건축

269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 복합환승센터 137.65m
․ 본선터널 80.35m

262,000
(5,100)

조건부
채택 토목

270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 ․ 복합환승센터 200m

235,323
(15,329)

조건부
채택 토목

27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

․ 복합환승센터 200m 256,259
(5,000)

조건부
채택

토목

272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

․ 복합환승센터 50.2m
․ 본선터널 331.8m

264,499
(5,200)

조건부
채택 토목

공사기간
적정성
심 의

231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 지하1층 86면
․ 연면적 3,555㎡

16,475
(555)

조건부
채택 토목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 의

259 가리봉 舊 시장부지 공공
주택 복합화사업 건립

․ 지하3층/지상12층
․ 연면적 17,350.22㎡

37,987
(5,389)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221 가좌배수지 등 8개소 ․ 정밀안전진단 -
(245)

조건부
채택 토목

222 금천배수지 등 6개소 ․ 정밀안전진단 -
(199)

조건부
채택 토목

223 탄천1고가교 ․ 정밀안전진단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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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광장빗물펌프장 외 1개소 ․ 정밀안전진단 -
(99)

조건부
채택

토목

225 망원1빗물펌프장 외 
3개소 ․ 정밀안전진단 -

(331)
조건부
채택 토목

226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
(349)

조건부
채택 토목

227 노량진배수지 등 7개소 ․ 정밀안전진단 -
(283)

조건부
채택

토목

228 도림천 복개구조물 ․ 정밀안전진단 -
(134)

조건부
채택 토목

230 천왕산생태터널 ․ 정밀안전진단
-

(182)
조건부
채택 토목

233 염창1빗물펌프장 및 개화
수문

․ 정밀안전진단 -
(201)

조건부
채택

토목

234 도봉간이빗물펌프장 ․ 정밀안전진단 -
(34)

조건부
채택 토목

235 대현산배수지 등 3개소 ․ 정밀안전진단
-

(204)
조건부
채택 토목

237 오금배수지 등 2개소 ․ 정밀안전진단 -
(70)

조건부
채택

토목

238 가산1빗물펌프장 ․ 정밀안전진단 -
(45)

조건부
채택 토목

239 가산2빗물펌프장 ․ 정밀안전진단
-

(44)
조건부
채택 토목

240 박미빗물펌프장 ․ 정밀안전진단 -
(48)

조건부
채택

토목

243 개봉배수지 ․ 정밀안전진단 -
(20)

조건부
채택 토목

245 우장산배수지 등 2개소 ․ 정밀안전진단
-

(59)
조건부
채택 토목

251 고덕2배수문 외 2개소 ․ 정밀안전진단 -
(181)

조건부
채택

토목

252 세종문화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4,576.90㎡

-
(222)

조건부
채택 건축

253 2022년 한강시설물(강남) ․ 정밀안전진단
-

(697)
조건부
채택 토목

254 2022년 한강시설물(강북) ․ 정밀안전진단 -
(454)

조건부
채택

토목

257 여의도수문 외 1개소 ․ 정밀안전진단 -
(150)

조건부
채택 토목

260
신이문2 빗물펌프장 외 
3개소 ․ 정밀안전진단

-
(249)

조건부
채택 토목

261 잠원빗물펌프장 외 2개소 ․ 정밀안전진단 -
(148)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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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16) 심사현황 (2022년 12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16)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2.12.

건     축 마곡지구 16단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등 6건

221 221

교 통
미래형 ITS 구축 사업 기본설계용역 등 
6건 1,381 1,371

기 계 설 비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비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6건

19,538 19,535

도 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등 4건 1,108 1,108

도 시 계 획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재구조화 
수립 용역 등 2건

199 199

상 하 수 도
2023년 덕릉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실서설계 용역 1건 55 55

전 기 통 신 가양대교 노후 조명시설 개선공사 
전기감리용역 등 3건

107 105

정 밀 진 단
2023년 서울교통공사 건축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등 2건 7,732 7,732

조 경 · 산 림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금호산) 복구 
실시설계용역 등 16건

616 610

지 하 철
2023년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건 4,240 4,240

기 타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관리운영 방안 
수립용역 등 4건

536 531

 계 51건 35,733 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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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정밀안전
진단심의

265 서울특별시 본관·도서관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
(174)

조건부
채택

건축

268 난지중앙연결브릿지 ․ 정밀안전진단 -
(131)

조건부
채택 토목

273
4호선 이촌∼동작 등 5개 
구간 지하구조물 ․ 정밀안전진단

-
(824)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36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건설공사 시스템분야

․ 총연장 4.123㎞ 69,236
(1,419)

- 전기

37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 강남 130톤/일
․ 마포 100톤/일

51,497
(1,438) - 기계

38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

․ 자전거도로 신설 폭 9.5m 연장 180m
․ 기존교량 철거

13,042
(600) -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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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3년 129~131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3.~1.6. 2.4 3.15 2.20.~2.23.
3.21.~3.24. 4.15.~4.25. 5.19.

4.10.~4.13. 5.20. 6.28. 7.3.~7.7. 8.5.~8.15. 9.8.

7.24.~7.27. 8.26. 10.11. 9.5.~9.8.
10.17.~10.20. 11.11.~11.21. 12.15.

< 2023년 제73~74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9.~1.12. 1.28. 2.8. 2.20.~2.23. 3.25.~4.7. 4.19.
4.26.

5.22.~5.25. 6.24. 7.5. 7.17.~7.20. 8.12.~8.25. 9.13.
9.20.

< 2023년 제1~4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10.~1.19. 2.13.
~3.15. 3.21. 3.28.~3.31. 4.22.~5.7. 6.9.

4.17.~4.20. 5.13.
~6.4. 6.14. 6.27.~6.30. 7.22.~8.6. 8.17.

9.1.

6.19.~6.22. 7.8~
7.23 8.2. 9.4.~9.7. 10.7.~10.20. 11.1.

11.15.

8.7.~8.10. 9.2.~
9.17. 9.22. 10.10.~10.13. 11.4.~11.17. 11.29.

12.13.

< 2023년 제1∼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1.9.~1.12. 1.28.~2.1. 2.8. 3.25.~4.7. 3.25.
~4.7.

4.19.
4.26.

3.13.~3.16. 4.8.~4.12. 4.19. 5.8.~5.11. 6.10.~
6.23.

7.5.
7.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www.q-net.or.kr]

☞ 원고를 받습니다 !
서울기술이야기에 게재할 각종 건설관련 신기술, 신정보,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 및 공사 관련 체험담, 기타 여러 종류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기술심사담당관실(담당자 : 최지효)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04514)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Tel: 02-2133-8587 /  Web Fax: 02-768-8892
 E-mail : charity3@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래빗 점프(Rabbit Jump)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2023년 트렌드를 전망하며 내놓은 키워드로, 
2023년 토끼의 해를 맞아 2023년 10대 소비 트렌드의 앞글자를 따 제시한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07년 첫 연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매년 이듬해 
분석한 소비 트렌드를 주요 키워드에 담아 <트렌드 코리아>를 출간하고 있다.

평균 실종(Redistribution of the Average)
그동안 다수의 사람들이 평균에 몰려 있었으나 불황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양극화, N극화, 단극화 등으로 평균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오피스 빅뱅(Arrival of a New Office Culture: Office Big Bang)
직장 문화가 빅뱅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이와 같은 
오피스 빅뱅은 기존의 세대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가 회사에 
입사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회사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로 기존의 업무 관행과 조직 문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알파세대의 등장(Jumbly Alpha Generation)
2023년에는 Z세대 후속인 알파세대의 등장이 본격화된다는 전망이다.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로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며 자라난 
디지털 네이티브’이자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마스크 
세대’라는 특징을 가진다.

네버랜드 신드롬(Peter Pan and the Neverland Syndrome)
젊음을 미화하고 어른이 되기를 최대한 늦추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김난도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전 국민을 철부지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노령화라는 상황에서 젊은 열정을 통해 사회의 노쇠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체리슈머(Cherry-sumers)
한정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를 이르는 말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관련 혜택만 챙기는 이들을 가리키는 
‘체리피커(cherry picker)’에서 진일보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필요한 
만큼한 딱 맞춰 구매(조각)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매해 비용을 절감
하는 공동구매 등 실속적인 소비를 통해 절약을 꾀한다.

인덱스 관계(Index Relationships)
관계의 밀도보다는 스펙트럼을 중시하고 목적지향적 만남이 대세가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마치 색인(index)을 만드는 듯 목적에 따라 인간관계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뉴 디맨드 전략(New Demand Strategy)과 디깅 모멘텀(Digging Momentum)
뉴 디맨드 전략은 불황기 속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을 말하며, 
디깅 모멘텀은 좋아하는 일에 돈과 시간을 쏟는 것을 가리킨다.

선제적 대응 기술(Proactive Technology)과 공간력(Magic of Real Spaces)
선제적 대응 기술은 요구하기 전에 미리 제공하는 기술을 가리키며, 공간력은 
매력적인 콘셉트와 테마를 갖춘 공간의 힘을 보여주는 말로 공간의 힘이 판매의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을 뜻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