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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1. 서론

 상하수도관은 매설년수가 경과하면서 노후화되어 부식, 파손,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배관의 기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등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관의 구조적 결함 발생 시 관로를 비굴착 개량 공법을 적용하여 재사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도로 전체를 굴착하여 새로운 관을 매설한 후 굴착된 도로를 재포장하는 방식의 굴착
공사(open-cut)에 의한 관로 교체에 의존하고 있어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의 다양한 측면
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구분 총연장 1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6~20년 21년 이상

하수관로 167,409
(100%)

25,465
(15.2%)

26,402
(15.8%)

27,637
(16.5%)

17,628
(10.5%

70,277
(42.0%)

상수관로 233,701
(100%)

33,877
(14.5%)

40,543
(17.3%)

42,823
(18.3%)

32,533
(13.9%)

83,925
(35.9%)

<표 1> 상하수도 노후관로 현황(2021년 기준)                                    (단위 : km)

2. 비굴착 공법의 필요성

 상하수도 관로의 특성상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가스관, 통신관 등과 같은 
타 시설물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매설되어 있어 굴착공사(open-cut) 방법으로 노후 관로 교체 시 
타 시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높거나 공사의 확대로 많은 예산소요와 교통 혼잡, 민원 등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굴착을 하기 위한 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협소한 구간에서는 대부분 인력으로 굴착을 수행
하기 때문에 담이나 벽의 붕괴 등과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으며, 공사 기간의 증가로 경제성 및 
시공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굴착공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굴착 개량 공법은 대부분 단거리, 
고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어 내력을 갖지 못하거나 준구조 보강의 기술로 완전구조적 
비굴착 개량공법은 아직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배관의 효율적인 개량을 위해서 대규모 굴착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배관의 
장수명화를 위한 구조적 보강이 가능한 노후관로 개량공법이 필요하다.

굴착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협소구간 굴착방법으로 인한 도로통제 관로주변 지장물 다수

<그림 1> 상하수도 노후관로 현황(2021년 기준)

구조적 보강이 가능한 노후관로 비굴착 개량으로 탄소중립 실현
   박 상 봉

    ㈜티에스에코텍 대표, 공학박사 / 기술사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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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굴착 공법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28일 정부차원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

하겠다고 선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후관로를 교체하거나 

갱생하는 관로 개량분야에서도 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굴착 공법에서 기계장비의 사용증가와 도로통제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인해 더 많은 CO2를 배출하게 

된다. 도로통제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인한 연료 소비량은 굴착과 비굴착에 대해 각각 1,089Gallons와 

348Gallons의 연료가 소비되며 이에 따른 CO2가 배출량은 굴착의 경우 21,447.9Pound, 비굴착의 

경우 6,849.1Pound의 CO2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계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연료 

소비량은 굴착과 비굴착에 대해 각각 5,716Gallons와 1,518Gallons의 연료가 소비되며 이에 따른 

CO2가 배출량은 굴착의 경우 126,829.2Pound, 비굴착의 경우  33,715.1Pound의 CO2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A Carbon Dioxide Comparison of Open Cut and Pipe Bursting, 2012, Akshay Joshi)

The fuel consumption comparison for open cut and 
pipe-bursting due to traffic disruption(in gallons)

Construction Machinery fuel consumption comparison
between open-cut and pipe-bursting(in gallons)

<그림 2> 굴착과 비굴착의 연료비 비교

구분
CO2배출량 (Ton)

CO2 감소량 (비율)
굴착 비굴착

교통 체증 9.7 3.1 6.6Ton (68.0%)

장비 사용 57.6 15.3 42.3Ton (73.4%)

합계 67.3 18.4 48.9Ton (72.6%)

<표 2> 굴착과 비굴착의 CO2배출량 비교

 이는 비굴착 기술과 비교했을 때 굴착기술에서 교통 체증과 기계장비의 사용으로 인해 더 많은 

CO2가 배출되며, 비굴착 기술 적용에 의한 CO2배출량은 굴착부 및 복구면적의 감소, 공사기간의 단축 

등으로 인해 교통 제증에서 68.0%, 기계장비 사용에서 73.4%, 총 72.6%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경 D300mm의 노후관로 1.0km를 굴착교체 했을 경우와 비굴착으로 개량 했을 경우로 

가정하여 굴삭기와 덤프트럭 장비 사용에 따른 CO2배출량과 굴착 및 작업구 구축 후 포장 및 복구에 

소요되는 아스팔트(아스콘)의 CO2배출량을 각각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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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장비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효과1)

구분 굴착 교체 비굴착 개량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효과

장비사용

에너지사용량
(TOE) 

CO2배출량 
(ton) 

에너지사용량
(TOE) 

CO2배출량
(ton) 온실가스 9.72tCO2 

(85.0%) 절감 
3.97 11.44 0.60 1.72

포장 및 복구

아스팔트소요량
(m3) 

CO2배출량 
(ton) 

아스팔트소요량
(m3) 

CO2배출량
(ton) 온실가스 89.9tCO2 

(95.6%) 절감 
100.0 94.0 4.4 4.14

 위와 같이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 비굴착으로 노후관로를 개량 할 경우 장비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는 

굴착 교체 대비 85.0%가 감소하고, 포장 및 복구 따른 온실가스는 95.6%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구조적 보강이 가능한 비굴착 개량 공법 

4.1 Pipe Bursting 공법(비굴착 교체 공법)

 Pipe Bursting 공법의 기본 원리는 굴착 없이 원뿔의 파쇄헤드와 날을 견인하여 기존 노후관을 땅속

에서 파쇄하고 후미에 연결된 신관으로 관을 교체하는 공법이다. Pipe Bursting 공법은 1970년 후반 

영국에서 소구경의 가스 메인 배관의 교체를 위해 영국의 가스 회사 인 D. J. Ryan & Sons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어 이후 국제적으로 시장이 성장하여 북미 지역의 상하수도 및 가스 시장에서 지속적

으로 발전되어 온 기술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장비 운영 및 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경 

D15mm에서 D80mm까지의 소구경용과 D100mm에서 D500mm까지의 중구경용으로 구분하여 도입・
개발 되었다. Pipe Bursting 공법은 관로의 전・후단부에 작업구를 설치하여 원뿔 모양의 파쇄 헤드를 

기존 노후관에 삽입, 기계적인 견인력을 이용해 기존관을 파쇄하고 동시에 파쇄 헤드의 후단에 연결된 

신관을 기존관의 경로를 따라 견인하게 된다(1) 허용 축방향 압축응력

구분 소구경용 중구경용

대상관경 D15mm～D80mm D100mm～D500mm

대상관종(노후관) 합성수지관,  STS 급수관 전 관종

교체관종(신관) PE(Polyethylene) 다중피복관 PE(Polyethylene) 다중피복관

적용 거리 100m 200m

견인 장치 Wire Steel rod

견인력 Max. 15, 30ton Max. 50, 100ton

곡관통과 ○ ×

<표 4> Pipe Bursting 공법 제원

1) 1. toe : ton of oil equivalent, 석유 1ton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환산한 단위, 모든 에너지원을  석유 발열량으로 환산한 
     가상 단위로 1TOE=107kcal이다.

  2. 연료 사용량을 열량으로 환산(kcal) : 경유는 1L당 9020kcal의 발열량

  3. 아스팔트제품 원단위는 0.940tCO2/m3 적용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탄소배출량(LCCO2)산정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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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ipe Bursting 공법의 기본 원리

 

4.2 PIP[Pipe in Pipe]공법(비굴착 갱생 공법)

 PIP[Pipe in Pipe]공법은 기존 노후관로 내부로 신관으로 사용되는 PE Pipe 또는 SP(강관)를 삽입

하여 배관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완전 구조적 보강이 가능한 비굴착 갱생 공법이다.

구분
주요 내용

PE-PIP 공법 SP-PIP공법

기술 개요
▪PE Pipe의 구경을 축소하여 견인삽입 후 

Tension Release 또는 수압에 의해 초기 
관경으로 복원하여 밀착

▪강관을 기존관 내부로 운반 후 내부 용접
하고 기존관과 신설관 사이를 시멘트계 
그라우트로 충전하는 기술

적용 관경 ▪300mm ~ 1,200mm (중대구경 구조보강) ▪800mm 이상 (대구경 구조보강)
적용 관종 ▪DCIP, CIP, SP, Concrete 등 ▪DCIP, CIP, SP, Concrete 등

1회 시공연장 ▪200m ▪200m 
사용 관종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SP (강관)

<표 5> PIP[Pipe in Pipe] 공법 제원

 (1) PE-PIP 공법(PE관 삽입공법)

 PE-PIP공법은 PE Pipe를 외부에서 융착접합 한 후 기존 노후관 내부로 견인하여 PE Pipe를 삽입

하는 CFL(Close Fit Lining)공법이다. 본 공법은 융착접합된 PE Pipe를 견인력을 유지한 채 구경 

축소용 Die를 통과시켜 도달구까지 연속적으로 견인, 삽입하고 장비의 철거로 견인력을 제거하게 되면 

일정시간 경과 후 긴장되어 축소되었던 PE Pipe의 구경이 자연회복력에 의해 처음 상태의 구경으로 

복원되면서 기존관 내벽에 밀착(Close-fit)하게 된다.

 PE-PIP공법은 노후관의 수명을 신관 교체 수준으로 연장하는 공법으로 갱생 기간이 매우 짧고 완전

구조 보강이 가능한 공법이다. Close Fit Lining 공법은 30여 년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적용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력이 인정되고 검증된 공법으로 상하수도관을 비롯하여 가스관, 송유관, 산업용수, 

화학물질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 6 -

 

<그림 4> PE-PIP 공법의 기본 원리

(1) 

 (2) SP-PIP 공법(강관 삽입공법)

 SP-PIP 공법은 관경 D800mm이상의 기존 노후관 내부로 강관을 견인하여 내부에서 용접 접합하는 

강관 삽입공법이다. 본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된 소켓강관(PIP강관)에 운반바퀴를 양단부 측면으로 임시 

설치하여 1본씩 부설위치까지 이동 한 후, 그 지점부터 소켓내면을 이용하여 맞대기 용접하고 기존관과 

신설관 사이를 시멘트계 그라우트로 충전하는 공법으로 신규 강관의 삽입으로 내구성을 대폭적으로 

상승시켜 완전 구조 보강이 가능한 갱생 기술이다.

<그림 5> SP-PIP 공법의 기본 원리

4.3 UV-CIPP 공법(비굴착 갱생 공법)

 UV-CIPP 공법은 유리섬유 튜브라이너를 사용하는 현장경화관(CIPP; Cured In Place Pipe) 공법

으로 구조적 보강이 가능한 비굴착 갱생 공법이다. 본 공법은 기존의 온수 및 스팀을 이용한 경화 방식이 

아닌 UV(자외선)를 사용한 현장경화관 공법으로 기존 노후배관 내부로 고강도의 유리섬유 튜브라이너

(UV수지+유리섬유튜브)를 기존관 내부에 삽입한 후 공기압을 주입하여 팽창시킨다. 장파장의 자외선을 

방출하는 갈륨램프와 단파장의 자외선을 방출하는 메탈이나 수은램프가 장착된 UV경화장치를 라이너 

내부로 이동시켜 라이너의 경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노후배관 내부에 새로운 강하고 얇은 

파이프를 형성시키는 갱생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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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기술 개요 ▪자외선을 사용하는 UV경화장치에 의해 라이너가 경화되는 현장경화관 공법

적용 관경 ▪250mm ~ 1,200mm (중대구경 구조보강)

적용 관종 ▪DCIP, CIP, SP, Concrete 등

1회 시공연장 ▪200m 이상

사용 관종 ▪유리섬유 튜브라이너(UV수지+유리섬유튜브)

<표 6> UV-CIPP 공법 제원

<그림 6> UV-CIPP 공법의 기본 원리

5. 맺음말

 기존의 굴착 교체가 아닌 구조적 보강이 가능한 비굴착 개량 공법의 적용으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정의 대폭 축소가 가능하여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뿐만 아니라, 지반굴착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교통통제 등이 최소화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 발생도 줄어들게 되며 굴착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최소화와 CO2배출량 저감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되는 친환경적 기술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비굴착 공법의 발전은 기존의 불완전한 시공과 품질로 인하여 기피되어온 관로 갱생 사업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비굴착 공법의 여러 사회비용 및 공법의 안전성, 환경

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전세계적인 탄소절감을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반을 굴착하는 공법이 아닌 비굴착 공법으로의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참고문헌
1. 1. 2020년 상·하수도 통계(환경부, 2021)

2. A Carbon Dioxide Comparison of Open Cut and Pipe Bursting(Akshay Joshi, 2012)

3.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탄소배출량(LCCO2)산정 연구(홍정우, 2010) 



- 8 -

서울시, 50년된 아파트 생활상 

‘일상화된 건축의 관찰과 기록’전 DDP서 개최 

 건축물은 준공 직후 새것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평가되지만, 사람들과 공존하며 그에 맞게 변화된 

모습으로 일상에 자리 잡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된 건축물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각기 다른 

분야의 작가 8명이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전시가 열린다.

 DDP 협력 전시인 <일상화된 건축의 관찰과 기록>

이다. 전시는 1월 27일(금)부터 3월 31일(금)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 갤러리문에서 열린다. 

 전시는 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과 (사)

새건축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새건축사

협의회가 주관, 데스커, 크바드라트코리아, 프루젤

코리아가 협찬, 후원한다. 

 전시는 건축물이 완성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의 개입으로 변화한 

모습을 포착한 것에서 시작됐다. 공급자가 만든 

건축의 원래 모습과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한 건축의 모습에서 건축 디자인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이번 전시의 관찰 대상은 국내 최초의 단지형 

고층 아파트인 여의도 시범 아파트이다. 1971년 

10월 준공된 후 50여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거주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자

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끊임없이 변화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관찰 대상으로 선정됐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오래된 건축물 중에서도 

서울이 급속히 팽창하던 산업화 시대에 여의도에 

건설된 초기 아파트 중 하나로, 엘리베이터와 중앙 

집중식 난방 등을 갖춘 단지형 고층 아파트로 

중산층 공동 주택의 원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준비 

중으로, 의미 있는 우리나라의 현대 건축물이 대

중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다양한 관점

에서 기록된다는 점에서 본 전시의 가치가 있다. 

〔서울디자인재단 (02)2153-0068〕

서울시, 공원 내 길찾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보행자 중심 정보안내체계 개발

 #유니버설디자인(이하 ‘UD’)이란 성별, 나이,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위치한 올림픽공원의 

이용률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나, 올림픽공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에서는 다수의 갈림길, 복잡한 

정보안내 등으로 인해 보행자 길찾기에 어려움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원 내 쉽고 안전한 길 찾기가 가능

하도록 UD 개념을 적용한 보행자 중심의 정보

안내체계를 개발하여 올림픽공원 내 시범 적용

하였으며, 동일 공간 유형 개발시 활용할 수 있는 

UD 가이드북(안내책자)를 마련중이다.

 시는 향후 공원 및 광장, 산 등의 산책길에 

<UD 적용 정보안내체계>가 확산·적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방법이 수록된 UD 가이드북(안내책자)을 

제작·배포하고,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

이다. 

 해당 사업의 대상지인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

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공원인만큼 시기별로 각각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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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안내사인들로 인해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으로 개발된 체계적인 안내

시설물을 올림픽공원 내 확산 설치하여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담당관 (02)2133-2729〕

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국제금융 

특화 주거단지로..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된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사람과 자본, 기술과 

일자리를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여의도 도심 기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일대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시범사례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주거 중심 

단일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업무

주거지 간 단절을 없앨 수 있도록 주거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상향해 기존의 용도지역 한계를 극복

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의도 한양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

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심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36,363㎡, 588세대)는 1975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주민들은 2017년 안전

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년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과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한양

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대표 단지(최고 200m 이하, 1,00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여의도 일대 재

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

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

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02)2133-1689〕

서울시, 동해시·울진군 산불 산림피해지 

내 “서울의 숲” 조성

 서울시가 동해시·울진군 산불 산림피해지 내 황폐

화된 산림을 신속히 복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해시·울진군 업무협약』을 1월 18일(수) 체결하고 

‘서울의 숲’ 조성에 나선다. 산불이 난 지역은 업무

협약을 통해 생태적·경관적·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숲으로 복구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경, 산불로 인해 동해시는 2,735ha가 

소실되고, 울진군은 그 5배인 14,140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특히 울진군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와 피해를 남긴 산불이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산불로 인한 황폐화된 산림을 

다시 살아 숨쉬는 숲으로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서울시(산림피해지 복구), 강원도(부지제공, 유지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02)2133-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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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상체험관 

“i-UT(이웃)” 공개

 #유니버설디자인(이하 ‘UD’)이란 성별, 나이,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서울시가 유니버설디자인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유니버설디자인 가상체험관 

i-UT(이웃)’을 제작,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약자, 장애인, 육아 부모 등 누구나 일상

생활 공간과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고, 민선8기 공약사항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 관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구 구조와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고 확산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20년 이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비대면 교육환경에 적합한 ‘UD 가상체험관 

콘텐츠’를 제작·제공하여 학생, 공무원,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시민 누구나 온라인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간접 체험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다. 

 가상체험관 ‘i-UT(이웃)’은 ①UD영상관, ②UD

체험관, ③UD주택 VR관, ④UD사례 VR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의 총괄 자문을 맡은 건국대학교 주범 

교수(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장)는 “UD 가상체험관을 

통해 시민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 전국 방방

곡곡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 

추진의 의의를 설명했다. 

 유니버설디자인 가상체험관 ‘i-UT(이웃)’은 지난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일반 공개중이며, 2023년 

말까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이다.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위해 본 콘텐츠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관, 기업, 단체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센터(02-2232-7805)로 문의하면 된다..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담당관 (02)2133-2729〕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걸맞은 미래공간전략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더했다.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을 제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

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여기에 담았다.

 서울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성인 7대 목표는 ①

보행일상권 조성 ②수변 중심 공간 재편 ③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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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체화 ④중심지 기능 확산 ⑤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⑥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⑦도시계획 대

전환이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

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더불어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눈여겨

볼 변화 중 하나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

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으며,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

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최종계획은 

이달 5일 공고하여 2019년부터 준비해 온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 한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02)2133-8323〕

국토부, 교통주거시설 공급지원 위해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2년 12월 30일(금) 공고하였다.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

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다.

【 제·개정 주요내용 】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토목 

139, 건축 71, 기계설비 84)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하였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

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직전(’22년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공통 237, 토목 79, 

건축 39, 기계설비 1)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

개정하였다.

【 ’23년 표준시장단가 관리계획 】

 향후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의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다음과 같이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➀ [현장단가 적시반영] 주요 관리공종 확대 및  

   개정주기 단축

➁ [물가지수 현실화] 재료비·경비 물가보정 시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

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

센터 누리집(https://cost.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건설혁신과 (044)201-3571〕

국토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을 

통해 해외투자개발사업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27일 금융투자

교육원(여의도)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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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은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

(30억불)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시 
➊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➋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

(간접지원)에서 ➌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➍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원건수를 확대하여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시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수주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차 공간 부족, 문콕 등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간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해 

법정기준 외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시 확보 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서식에 주차공간 항목을 추가하고자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서식 보완

  1)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 비율에 따른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인증서 서식에 주차공간 추가확보 항목을 신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5684〕

「표준설계도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2009. 10. 1., 법률 제9706호, 2009. 5. 

22.)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규칙에 반영하고, 소관부처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에 대한 위원회 심의 후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 규칙의 법령 근거조항 수정 및 기관명칭 변경

  1) 동 규칙의 근거를 건축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수정(안 제1조 개정)

  2)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중 대한주택공사의 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의2제1호 및 

제2조제3항제1호 개정)

나. 표준설계도서 인정 절차 간소화

  1) 표준설계도서 인정 절차는 소관부처에서 

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소관부처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위원회 심의 후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안 제2조제2항 

내지 제7항 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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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그간 단열ㆍ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기준이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준을 정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풍력 발전시설의 건축물 옥상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및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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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명확화(안 제27조의2 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 201-4082〕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농림어업인등의 산지일시사용을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경영 규모화를 지원하고, 

산지전용신고 등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

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

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안 제12조제2항제1호,  

안 제17조제2항제3호, 별표 3)

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 

확대(안 제12조제13항제5호및제7호, 별표3의3)

다.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안 

제18조의4, 제27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1조의2)

라. 채석단지 변경지정시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안 제39조제5항) 

마. 양수발전시설에 대한 구역협의 등 기준 완화  

   (안 별표2, 안 별표4, 안 별표4의2)

바. 산지전용신고 등에서 임업인의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제2호, 안 별표3, 안 별표3의3)

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면적의 명확화

(안 별표5)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제외하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을 

감경하며, 시·도지사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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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의 확대  

(안 제8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근거 도입(안 제17조)

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기준비용 조정

(안 별표6)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은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정문화재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

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도 설계승인을 받도록 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설계승인 대상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대상 구체화 

    (안 제33조의2)

  1)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함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5)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청은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며,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

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등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체납사실이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나.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3)

다.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 정하는 부과금액에 

일정한 제한 설정(안 별표3)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1)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그간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아(50%)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운영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됨을 고려, 이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안전진단 기준을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후속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12.8)」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주택 재건축 안전

진단기준’ 개정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

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다.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적정성검토는 예외적으로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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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 시행령」개정(`20.10)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의 조사‧평가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특수토지

(광천지, 유원지 등)의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평가절차 등(안 제4조, 제13조)

나. 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제10조)

다. 도·시군계획시설 등 저촉토지(제28조제4항)

   전단은 조사‧평가실무와 맞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하고, 후단은 제19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

라. 특정시설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등 

안의 토지(제35조)

마. 광천지(제36조)

바. 유원지(제39조)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제43조)

아. 단순 자구 수정(제12조, 제41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2〕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분포기준을 현행화하고, 표준지 

증감현황 서식의 항목 세분화를 통하여 표준지공시

지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

(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준지 분포기준을 현행화(안 별표 1)

나. 표준지증감현황 서식에서 용도지역별 현황항목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안 별지 제2호서식)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7〕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08년 이후 동결된 공공건설임대

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

(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준건축비 인상

 1)‘09년 이후 생산자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함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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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설명회 주요 내용 (2023. 1.)

자원 순환형 고점착 합성고무계 방수씰과 유·무

기계 도막재 일체형 방수시트를 복합화한 복합

방수공법(AI-System)

○ 기술의 내용

  - 폐자원을 방수소재로 재활용하고자 재생

소재를 30% 이상 활용하여 제조한 자원 

순환형 고점착 합성고무계 방수씰을 순환식 

토출용 시공장비를 활용하여 냉공법으로 콘크

리트 바탕면에 도막하고, 그 상부에 유·무기계 

소재를 일체화한 기능성 방수시트를 적층하는 

복합방수공법으로, 

  - 방수씰재의 고점착 특성으로 습윤환경, 시공성 

및 구조물 거동대응성을 확보하였으며, 방수

씰과 시트재의 부착 안정성 및 일체성을 향상

시켜  누유와 방수층 처짐 문제를 개선하여 

장기적 고내구성의 확보가 가능한 외방수

공법이다.

  

 
○ 기술의 장점

  - 현장 적합성 : 외방수 공법의 습윤환경에서의 

적용성 및 적용 후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 거동성을 극대화

  - 친환경 :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 유기용제를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방수재로 환경표지 

인증과 녹색기술 인증 보유

  - 안전성 : 프라이머 공정을 배제하여 휘발성 

유기 용제에 의한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성, 

화재위험성 문제 해소

 - 공기단축 : 방수씰 자체의 고점착성으로 바탕

정리를 간소화하고 프라이머 공정을 배제하여 

시공성 향상 효과

 - 성능 : 고점도, 비경화, 고점착, 유연성 효과로 

누유 안정성, 습윤면 부착성능, 거동대응 성능을 

향상시켜 구조물의 장기내구성 확보

○ 시공 절차

 - 바닥: 버림콘크리트 상면에 AI시트 설치(1공정)

 - 벽체 및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바탕면에 터보씰

H 도막 → AI시트 부착 → 보호재 설치(3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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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지하차도, 전력구, 공동구, 터널, 하수

처리장 등 방수가 필요한 모든 건축 및 토목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부착식 도로안전시설물

○ 기술의 내용

  - 부착식 도로안전시설물은 한국건설기술

연구원과 함께 연구개발한 접착제로 도로안전

시설물을 부착시켜 앵커식 도로안전시설물의 

단점을 보완한 기술로, 본 접착제는 경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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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고화시간을 단축시키고, 접착강도가 우수

하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용이하다.

○ 기술의 장점

  - 구조물 내구성 : 앵커 설치로 인한 천공 등의 

구조물 손상이 없어 누수 및 동결융해 등을 

저하시켜 구조물 내구성 향상

  - 안전성 : 앵커볼트 탈락으로 인한 차량파손 

등의 위험 저하

  - 경제성 : 긴 내구연한과 구조물 손상 방지 

등으로 생애비용(LCC) 측면에서도 우수

○ 시공 절차

   

○ 활용 실적

  - 도로표지병

연번 공 사 명 연번 공 사 명

1 화성봉담 2지구 7 봉담 시도3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2 영월읍군도13호선
(동강터널) 8 고덕국제화셰획지구 

조성공사

3 장안 시도61호선
보수공사 9 봉담시도 67호선 보수공사

4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0 이문교차로 설치

5 가온초교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1 봉담시도70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6 석우교 보수공사 12 시흥천1복개 보수공사

  - 시선유도봉

연번 공 사 명 연번 공 사 명

1 태안기업도시 
기반설치공사 7 호국로(목암고개) 등 3개소

2 대구외곽순환도로 
1~7공구 8 지방도 367호선 

장남교차로

3 도림고가 현장 9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

4 의정부국토관내 동부권역 
안전시설정비공사 10 강릉국토관리사무소

5 원당대교 11 한남대교

6 석우교 보수공사 12 장안구청 지하주차장

  - 카스토퍼

연번 공 사 명

1 상원여자중학교

2 새암로 도심공영주차장

3 정읍 쌍화차거리 도심공영주차장

4 증산2구역 임시주차장

5 오정레포츠센터 주차장 건립공사

6 동탄일반산업단지 주2 공영주차장

7 경사진 주차장 내 고임목(카스토퍼) 설치

  - 차선분리대

연번 공 사 명

1 지방도 333호선 태평리 차선분리대 설치공사

2 반포천2복개 차선분리대

3 송파IC 장지사거리

4 하남 감일지구

5 고양 덕은지구

6 한창로(한림종합운동장 일원) 보수공사

7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진입도로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부착식 도로안전시설물은 구조물 손상 없이 

부착이 가능하므로 구조물 및 차량의 안전

성이 확보되어 도로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교량 등의 방수층 훼손이 

없어 국내·외 기술 적용 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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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쏘일 공법

○ 기술의 내용

 - 천연 쇄석골재를 현장지반 조건에 적합하게 
입도를 배합 설계하여 지반 개량, 보강하는 
치환 기술이다. 

○ 기술의 장점

  - 투입자재와 장비, 공정이 간단한 건식공법으로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 지반조건에 적합하게 
배합하므로 경제적  

  - 소형장비를 사용하므로 지진동, 저소음이며, 
장비의 전도 등 중대재해의 우려가 없고, 
특히 도심지의 협소한 부지, 주택가 시공 시 
민원 대응성 용이 

  - 천연골재를 사용하므로 지반오염 등이 없는 
친환경 기술

○ 시공 절차

  - 현장지반조건 파악 → 치환재 배합설계 → 
현장반입 → 포설 → 다짐 → 지내력 확인(시험) 
→ 시공완료

○ 활용 실적

연번 공 사 명

1 경부선 추풍령 휴게소(서울, 부산) 신축공사
2 남양주 다산 지금, 진건 공공임대주택사업
3 개포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이전 신축공사
4 경기 포천시 공공 산후조리원 신축공사
5 서울 동의초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공사
6 중구 신당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7 서울 장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8 이안더부천 아파트 신축공사
9 구로디지털단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향후 도심지의 노후주택 개량사업 및 재개발 
등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과  물류창고, 체육관 
신축공사 등 넓은 부지에서의 지반보강 및 
개량 등에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CSB(Composite SegBeam:강합성 세그빔)

○ 기술의 내용

  - 공장에서 분절 제작한 강합성 세그먼트를 
현장으로 운반 후 프리스트레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접합하는 분절접합한 강합성거더 
공법

○ 기술의 장점

  - 시공성 : 공장제작, 현장조립으로 현장작업의 
최소화

  - 경제성 : 거더의 자중을 강성이 큰 합성단면이 
저항하므로 강재량 절감

  - 안전성 : 프리플렉션, 거푸집 매달기 등의 
위험공정 배제

  - 공기단축 : 하부공사와 공장에서의 거더제작 
병행으로 공기단축 가능

  - 고품질 : 공장제작으로 고강도 콘크리트의 
균질한 품질관리 가능

○ 시공 절차

1.강재거더 제작 2. 가조립 및 철근, 
덕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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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푸집 설치 4. 가조립 해체 
현장반입

5.콘크리트,강재접합 6. 프리스트레스 도입

7.콘크리트,강재접합 8. 프리스트레스 도입

9.합성거더 완성 10. 합성거더 거치

  

○ 활용 실적

연번 공 사 명

1
낙동강수계 아천1지구외 3개지구 

하천개수공사

2 석항천 하천재해예방공사 실시설계

3 신촌~괴정간 도로확포장공사

4 어모면 옥계리 교량설치공사

5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시공성, 경제성, 안선성, 공기단축, 품질우수 등 

장점이 많으며 특히 공장제작, 현장조립의 

건설현장 탈현장(OSC:Off Site Construction) 

흐름과 맞물려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기술 설명회 

목  적

 - 우수한 기술 도입 활성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설명  

   기회 제공

대  상

 -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및 특허 공법

참여방법 및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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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총    괄: 02-6438-2055

 - 토목분야: 02-3708-2589 

 - 건축분야: 02-3708-2617

 - 설비분야: 02-3708-8647

☞ 위 내용은 건설기술 설명회 자료로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서울시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02-6438-20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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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산장치가 설치된 편심가새골조 시스템을 이용한 강도 및 강성이 
증진된 내진보강기술(SRM공법)

(보호기간 : 2022. 10. 31 ∼ 2030. 10. 30 (8년))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내진 보강이 요구되는 기존 중저층 건축 구조물에 대하여 구조물에 일체화된 기둥과 분리 시공되는 

보 및 가새로 강도 및 강성을 보강하여 중소규모 지진에 대응하고, 보 중앙부에 항복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에너지소산장치를 도입하여 대규모 지진에 대응 가능한 복합 저항 시스템을 확보한 내진

보강기술

  (2) 내용

    이 신기술은 구조물에 일체화되어 동반 거동하는 기둥과 가새로 구조물의 강도 및 강성을 보강하며, 

보를 구조물과 분리 시공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중앙부에 탄소성 거동으로 손상이 집중될 수 

있는 에너지소산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규모 및 대지진에 모두 대응 가능한 내진 보강기술임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건설신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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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2018년 6월 ~ 2022년 7월 기준. 4년간 실적)

공  사  명 발 주 자 공사기간 공사금액(원)

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내진보강공사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18.06～18.07. 195,800,000  

한예종 석관동교사 별관 내진보강공사 한국예술종합학교 18.07.～19.02. 473,000,000 

치악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18.08.～18.10. 311,339,000  

안락아파트 내진보강 시설공사 육군 제7376부대 19.09.～19.12. 879,741,000

19-해-내진보강공사(3113) 국군재정관리단 19.12.～20.06. 723,065,000

콘포스 공장 내진보강공사 ㈜콘포스 22.06.～22.07. 110,000,000

 나. 향후 활용전망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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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 사 C 사 M 사
이중 내진구조 ×(사면이 철골구조) ×(사면이 철골구조) ◎(기둥에 댐퍼 장착)
대변형 저항력 ×(미구현) ×(미구현) △(일부 가능)

시공성 ×(전면부착) ×(전면부착) ×(기둥 분리시공)
경제성 ◎(하단 소형 가새) ◎(단순 철골프레임) ×(좌우 회전댐퍼)

구 분 R 사 T 사 신기술
이중 내진구조 ◎(가새에 오일댐퍼 장착) ×(사면이 철골구조) ◎(상부보에 이력댐퍼 장착)
대변형 저항력 △(일부 가능) ×(미구현) ◎(댐퍼로 에너지 집중/소산)

시공성 ×(전면부착 및 오일댐퍼) ×(전면부착) ◎(보 분리시공)
경제성 △(오일댐퍼) △(리브 및 접합플레이트) ◎(보 분리시공 및 이력댐퍼)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내진설계 의무 강화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전체 건축물 중 94% 이상을 차지하는 

4층 이하 중⋅저층 건축물이 내진보강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신기술 관련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구 분 내진 대상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율

총 계 6,986,913 475,335 6.8 %

주택

소계 4,568,851 314,376 6.9 %

단독주택 4,168,793 143,204 3.4 %

공동주택 400,058 171,172 42.8 %

주택
이외

소계 2,418,062 160,959 6.7 %

학교 46,324 7,336 15.8 %

의료시설 6,260 2,575 41.1 %

공공시설 42,077 2,663 6.3 %

기타 2,323,401 148,385 6.4 %
※ 출처 : 국토교통부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1 국내보다 대지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변형 저항이 가능한 이중내진기술 보급

2 지진하중 저감 및 강도⋅강성 보강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내진기술 상용화

3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성능검증으로 수출경쟁력 확보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규 격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4500 × 3300 mm 17,362,912원 2,208,493원 4,528,701원 29,450,9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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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직접비)

   

  (3) 공사기간 

   .

  (4) 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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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하 저감 물량 감소에 따른 CO2 저감 효과 및 환경영향지수 23.8% 감소

시장확대 효과 내진보강공법의 순수 국산화를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

공공재산 절감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 최소화 및 공공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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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팽창성 차수기능을 갖는 연질형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전면 밀착 비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Pro SYSTEM) (제946호)

(보호기간 :  2022.11.7. ～ 2030.11.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시트 간 접합부 및 취약부 보강 시 수팽창성 연질 우레탄을 적용하여 손상 발생 시 수팽창 특성을 

통해 복원성 차수 기능을 확보하고, 시트 표층부의 마이크로 메쉬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접합부 

및 취약부 상부에 도포되는 도막과 시트표층부 간 일체화를 도모한 전면 밀착 비노출 복합방수공법

  (2) 내용

    폴리우레탄 상부에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재를 적층한 전면 밀착형 비노출 복합방수공법으로서 

시트 간 접합부 및 취약부 보강에 있어 수팽창 특성을 가진 고흡수성 수지를 연질의 폴리우레탄 

수지와 융합하여 개발한 특수소재로 적용함에 따라 접합부 손상 시 침투수와 반응하여 수팽창을 

통한 복원성 차수 기능의 발현이 가능하고, 시트표층부 마이크로 메쉬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접합부 

상부에 도포되는 도막과 시트표층부와의 유효 부착 비표면적 증대로 접합부의 이질재간 일체성을 

향상한 기술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Acrofix Pro 프라이머 도포 ② Acrofix Pro 도막재 도포 ③ Acrofix Pro 시트재 설치

- -

④접합부 보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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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기술의 개념도 및 상세도

   

▲ 신기술 개념도

▲ 일반부 상세도

▲ 접합부 상세도

▲ 파라펫부 상세도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신기술공사금액 (원)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신축공사 연세의료원 18.01.~20.08. 621,166

국회스마트워크센터 건립공사 국회사무처 18.03.~20.04. 191,47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별관 증축공사 법무부 18.08.~19.11. 27,624

강원연구원 사옥 건립공사 강원도개발공사 19.04.~20.07. 77,745

박달복합청사 건립공사 안양시청 19.09.~20.10. 62,974

…

상기 현장 외 총 8건 활용 실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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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활용전망

  본 신기술은 기존 비노출 복합방수공법의 가장 큰 취약점인 접합부 안정성 저하에 따른 누수문제 와 

누수에 따른 유지보수 시 보수의 편의성 저하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한 기술로, 복합방수층에서의 

접합부 손상에 따른 누수발생 시 별도의 유지보수 없이 성능을 복원하여 유지관리 편리성을 제공

하며, 특히 비노출방수공법에서의 유지보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유지관리 편의성 및 비용 

절감, 방수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그 활용성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현재 국내･외에 적용되는 복합방수공법은 접합부 보강 시 일반적인 섬유, 실란트가 적용되고 

있으며, 수팽창 소재가 적용된 경우, 주로 아크릴레이트 및 벤토나이트 소재가 적용되고 있다. 

이들 소재는 본 신기술과 비교했을 때 물과 반응하여 팽창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수팽창 전･후 물성의 변화가 극적으로 변화하며, 팽창상태에서는 견고한 수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을 물론이며, 형태의 유지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본 신기술은 기계적 물성 및 

방수성, 내수성, 내화학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 자체에 수팽창 특성을 부여함에 따라 수팽창 

전･후 물성이 유사하며, 형태적 안정성 및 수밀성 확보가 우수하며, 수팽창 및 건조 환경이 반복

되어도, 지속적인 팽창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손상부의 복원 상태를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진보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비노출 복합방수공법의 방수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하였으며,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존기술 대비 기술적 가치가 우수한 기술

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현재까지의 수팽창 소재는 수팽창 자체에 개발 목적이 집중되어 방수적 측면의 안정성 및 내구성은 

크게 진보되지 않아, 건설 방수 시장에서의 수팽창 소재의 적용이 미미하였다. 그러나 본 신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소재적 측면에서 해결하고, 복합방수공법의 최대 취약부인 접합부에 적용함에 따라 

공법적 측면에서도 획기적으로 진보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설 방수 시장에서의 

수팽창을 통한 복원 차수기능의 실효성 있는 도입으로 누수하자의 획기적인 저감 및 별도의 유지

보수 없이 손상부를 복원하는 유지관리가 가능하여 향후 방수 기술 시장에서의 기술개발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본 신기술에 적용되는 소재의 수팽창성 폴리우레탄의 제조기술(배합), 소재의 시공방법,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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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등은 당사의 독자적 기술로 개발된 기술로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 이에 향후 유사기술의 

출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신기술에 적용된 복원성 차수기술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 기존기술 대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본 신기술의 설계 단가는48,433원이다.

  (2) 공사비

본 신기술은 건축 및 토목 구조물에 적용되는 방수공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기술과의 설계·시공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건설신기술 제 710호 대비 9.66% 절감, 건설신기술 제 916호 대비 
2.45% 절감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Acrofix Pro System 건설신기술 제 710호 건설신기술 제 916호
재료비 ㎡ 29,853 38,775 30,540
노무비 ㎡ 18,580 14,839 19,111

경비 및 기타 ㎡ - - -
합  계 ㎡ 48,433 53,614 49,651

  (3) 공사기간

본 신기술의 시공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기존 건설신기술 대비 유사한 공정 순으로 시공이 이루어진다.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건설신기술 제 710호 건설신기술 제 916호 Acrofix Pro System

① 바탕처리 ① 바탕처리 ① 바탕처리
② 매트릭스 프라이머 바름 ② TRP 프라이머 바름 ② Acrofix Pro 프라이머 바름

③ 매트릭스 내근시트 포설 ③ TRP 시트 붙임
④ TRP 시트 붙임
  (하부 도막재 도포)
⑤ TRP 시트 붙임
  (접합부 : 보강재+도막 도포)

③ Acrofix Pro 도막재 바름

④ FRP 도막(유리섬유+불포화폴리
   에스터 수지) 도포(접합부)

④ Acrofix Pro 시트재 붙임
⑤ Acrofix Pro 시트재 붙임
  (접합부 : 씰재 A+신축부재+씰재 B)

- ⑥ TRP 도막 바름 -

  (4) 유지관리비

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Acrofix Pro System 건설신기술 제 710호 건설신기술 제 916호
공사원가 ㎡ 62,983 67,661 64,592 
사용원가 ㎡ 43,060 49,960 48,620 
폐기원가 ㎡ - - -
합 계 ㎡ 106,043 117,621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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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본 신기술은 친환경성 및 공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술로써 기존 방수기술의 친환경성 부재에 

따른 제조, 시공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공현장에서의 작업자 

안전성까지 확보 가능한 기술로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부합함에 따라 시장 적용 시 보급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팽창 폴리우레탄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기술로 복원성 차수 기술을 

통한 시장 적용 확대와 이익 증가에 따른 고용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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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도로 정보 관리 및 활용 
        : 미국의 HPMS 관련 현황

 최근 5년간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로 건설 대비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국토

연구원·한국종합기술, 2020). 이러한 추세에 부응

하여 디지털 지도에 기반한 도로 정보를 통해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를 개선하려는 정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디지털 도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도로 유지관리 시스템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 

한편, 미국에서는 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이하 HPMS)라는 도로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도로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취합·관리하고, 이 정보를 도로 성능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

(稿)에서는 국내의 관련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아래와 같이 HPMS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입배경

 미국 연방교통부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는 의회에 2년에 한 번씩 국가 도로, 

교량, 대중교통의 상태와 투자 요구사항을 조사

하여 Condition and Performance Report(이하 

C&P)라는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되어있다

(FHWA 웹사이트, 2023년 1월 접속). 이 중에서 

도로의 상태, 성능 등에 관한 정보는 연방도로청인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이하 FHWA)가 

주(state) 정부와의 협력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FHWA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도로 정보를 효율적

으로 작성하여 제공하기 위해 1978년부터 

HPMS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자료 및 시스템 개요

HPMS는 주지사들이 매년 인준하는 국가 공공 

도로(public road)의 도로 인벤토리(시설물 종류,

소관 기관, 허용 속도 등), 경로(노선 번호, 노선 

표지 등), 기하구조(차로 폭, 중앙 분리대 폭 등), 

포장(포장 상태, 개량 이력 등), 교통량(연평균 

일교통량, 신호교차로 수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

하여 관리한다(FHWA, 2016). 여기서 말하는 공공 

도로는 “공공기관의 권한으로 관리되며 공공의 통행을 

위해 개방된 도로”(미국연방법규 23 CFR 460)로 

정의되며 그 소관 기관은 연방, 주, 카운티, 시 

등이 될 수 있다. 

 HPMS 자료는 수집 방식에 따라 크게 ‘전체 범위를 

다루는 자료’(이하 ‘전수 자료’), ‘부분적인 범위를 

다루는 자료’(이하 ‘표본 자료’), ‘요약 자료’로 

구분된다(FHWA, 2016). 여기서 전수 자료는 해당 

도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자료를, ‘표본 자료’는 

연방 지원 도로(Federal-aid Highway)의 정해진 

표본 구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되는 자료를, 

그리고, ‘요약 자료’는 지방부의 소규모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에 대해 집계된 형식으로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이 세 가지의 자료 수집 방식은 

아래 표의 예시와 같이 HPMS 자료 항목, 그리고 

해당 자료가 수집되는 도로의 등급 및 기능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된다.

 해외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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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등급 및 기능에 따른 HPMS 자료 수집 방식  
   (도시부 도로 예시)2)

HPMS

항목

        연방 지원 도로 (Federal-aid)
비(非)
연방지원
도로

국가도로
시스템
(NHS)

  비(非) 국가도로시스템 (non-NHS)

Interst
ate 

비(非) 
Interst

ate 

기타
고속도로

및 
주간선
도로

소규모
간선

대규모
집산도로

소규모
집산도로 국지도로

연장
(Miles)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요약
자료

차로-
연장

(Lane-
Miles)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요약
자료

총 
VMT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요약
자료

트럭
VMT

전수
자료

표본
자료

표본
자표

표본자
료

표본자
료

요약자
료

국제
평탄성
지수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선택 선택 선택

총공로
연장 총승인연장

 HPMS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수집’, ‘가공 및 보고’, ‘분석 및 적용’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FHWA, 2018). 주(state) 정부는 자체 수집 자료, 

광역교통기구, 지자체 등의수집 자료를 취합하여 

소관 국가 도로에 대한 HPMS 자료를 User 

Profile Access Control System(UPACS)라는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각 주의 HPMS 자료는 FHWA의 지역 사무소

(division office)의 검증을 거쳐 FHWA의 도로 

정책정보 사무소인 Office of Highway Policy 

Information(이하 OHPI)가 관리하는 국가 HPMS 

데이터베이스에서 가공되어 보고된다. FHWA, 의회, 

주, 광역교통기구, 지자체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은 

OHPI의 국가 도로 정보를 분석·적용하여 도로 

관련 투자 및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2) 자료: 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Field Manual,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2016, p13, 
   표 저자 번역 

▶ HPMS의 관리 및 활용3)

관련지침 및 법적 근거

 FHWA는 각 주(state)가 HPMS의 자료 수집과 

제출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HPMS 현장 매뉴얼’이라는 지침을 개발하여 

그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 현장 매뉴얼은 

“HPMS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HPMS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보고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다룬다.”(FHWA, 2016) 한편, 국가 차원

에서 HPMS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법적 권한은 연방 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FHWA의 권한, 주 정부의 

자료 제공 의무 등을 다룬 행정 법규가 존재한다

(아래 표 참조). 

▶ HPMS의 주요 법적근거4)

연방법 및 규정 관련 내용

23 U.S.C.315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관리 
의사결정(management decisions)에 
대한 권한이 교통부 장관에게 있음 

23 CFR §1.5

FHWA는 연방지원 도로 프로그램
(Federal-aid Highway Program)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23 CFR 
420.105(b)

FHWA가 의회 및 국민을 위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료를 주
(state)에 요청할 경우, 해당 주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3) 자료: 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HPMS) 2018 Reassessment Report,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2018, p11

4)자료: 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Field
  Manual,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2016, p1-1을 참조
  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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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현황

 연방정부 차원에서 HPMS 정보는 도로 투자 

의사결정, 해당 기관의 성과평가 등 다양한 목적

으로 활용된다(FHWA 웹사이트, 2023년 1월 접속). 

예를 들면, HPMS의 도로 상태 및 성능 정보는 

C&P에 요약·정리되어 의회에 제출되는데, 이를 

통해 도로 투자 소요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된다. 또한, HPMS를 통해 관리되는 자료 

중에서 ‘통행 거리를 반영한 차량 대수’인 

Vehicle Miles Traveled(이하 VMT)는 각 주

(state)에 대한 연방 지원 도로의 재원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더 나아가, 

HPMS 자료는 FHWA 등의 도로·교통관련 연방 

기관이 소관 전략 계획(strategic planning)을 

수립하고, 성과 지표(performance measure)를 

산정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광역교통기구, 지자체 정부 등도 도로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고, 장래 투자 소요를 결정

하기 위해 HPMS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개선방안

 FHWA는 도로·교통 관련 법 개정, FHWA의 정책

방향 변화, 데이터 관리 기술의 개선 등을 반영

하기 위해 HPMS에 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HPMS 현장 

매뉴얼’을 개정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를 통해 ‘HPMS에 관한 재평가

(reassessment) 보고서’가 최근에 작성되었다

(FHWA, 2018). 이 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제안 

중에서 국내의 관련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만한 

개선 방향 세 가지를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 HPMS 9.0의 개선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단계적 절차5)

미국에서는 교통 부문의 핵심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해당 목표 대비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인 

Transportation Performance Management(TPM)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이 육상교통법 Surface 

Transportation Authorization Act(예:MAP-21, 

FAST Act) 및 연방 법규 23 CFR §490에 명시

되어있다. 이를 고려하여, 각 주정부가 연방 법규에 

명시한 평가지표를 산정하는데 HPMS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면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화물 

이동에 관한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가 신규로 

의무화되어, 이를 산정하기 위해 관련 자료 항목이 

HPMS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도로 지도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FHWA는 2012년

부터 각 주정부로 하여금 모든 소관 공공 도로에 

대해서 LRS를 작성·관리하고, 이와 관련한 지리

정보 자료인 All Road Network of Linear 

Reference Data(이하 ARNOLD)를 해당 도로 

정보와 함께 HPMS를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FHWA, 2014). 이러한 FHWA의 요구는 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활용

하는 모든 사용자가 호환성이 확보된 디지털 기본 

5) 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HPMS)
 2018 Reassessment Report,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2018, p16의 그림을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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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base map)의 틀 하에서 도로 정보를 분석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

(FHWA, 2018).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HPMS의 

자료 항목, 구조 및 처리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ARNOLD를 위한 도로 자료 통합의 개념6)

 눈여겨 볼만한 또 다른 제안은 유사한 데이터

베이스 간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FHWA 및 주정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도로 

안전에 관한 상세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의 

구성요소를 조사하여 Model Inventory of 

Roadway Elements(이하 MIRE)라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MIRE와 

HPMS에 중첩되는 자료 항목이 존재하고 있으며, 

MIRE에 존재하는 도로 정보 중에 절반 가량이 

HPMS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업무의 불필요한 중복을 

막기 위해, HPMS 데이터베이스를 확장 및 조정

하는 개선 방안이 제안 되었다.

맺음말

디지털 도로 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도로의 상태 

및 성능 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초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6)자료: All Road Network of Linear Reference Data 
(ARNOLD) Reference Manual,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2014, Appendix E 

에서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대해 포장, 교량 등 

주요 도로 시설의 상세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소관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아직 미흡하여 유지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서두에서 언급한 디지털 도로 정보의 

구축 확대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시의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이 정책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도로 정보의 수집 의무, 품질관리, 보고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 및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도로 정보가 도로 유지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도로 투자 의사결정, 성능 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지원

하는 제도 및 정책도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 살펴본 미국의 HPMS 운영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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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프라 분야 디지털 전환(DX)

추진배경

 일본은 그동안의 아날로그 국가라는 인식을 벗고 

디지털시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주도 하에 행정, 산업, 일상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꾀하고 있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인구의 부족을 해결하고 사회적 활력을 다시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중앙정부 기관으로 총리 직속기관인 

‘디지털청(デジタル庁)’을 2021년 9월에 공식 

출범해서 행정 시스템의 통일 및 온라인화를 추진

하고 있다.

 일본 디지털청은 국민의 시선에서의 서비스 창출과 

데이터 자원의 활용, 사회 전반적인 DX 추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2022년 6월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향한 중점 계획(デジタル

社会の実現に向けた重点計画)」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점계획,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민관데이터활용추진기본

계획을 근거로 수립되었으며, ‘디지털 활용을 통해 

개개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삼아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향한 이념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지방 

간의 성장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라는 국가균형발전 방향을 수립하였다

▶ 지속가능한 미래 디지털 사회의 개념도7)

인프라분야의 DX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 

문제는 인프라 분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여겨

지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최고치였던 

1997년 685만명에 비해 2021년 482만명으로 

약 30%가 감소하였으며, 건설업 취업자의 연령 

구성을 보면 55세 이상의 취업자가 30%를 초과

하는 반면 29세 이하는 10% 수준에 그쳐 고령

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건설업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숙련

기술자들의 기술력을 아래 세대에 전파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프라 자체의 노후화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의 인프라 분야 상황8)

7)자료: 일본 디지털청(2022),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향한 중점 계획, p.4를 저자가 번역
8)자료: 국토교통성(2022), 인프라분야의 DX 액션플랜, p.4를  
  저자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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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인프라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인프라 분야의 DX 추진 본부’를 

2020년 7월에 수립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2021년 2월 「인프라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X) 시책 일람」 및 2022년 4월 「인프라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액션플랜(イン

フラ分野のDXアクションプラン)」을 발표하며 

2022년을 ‘도전의 해’로 선언하고 DX에 의한 

변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해당 액션플랜에서는 인프라 분야의 DX를 위한 

3개의 축으로 ①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②정보의 

고도화와 활용, ③현장 작업의 원격화・자동화・
자율화를 꼽았다.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에서는 

인프라 분야의 각종 행정 절차에 있어서 불필 요한 

종이 서류 제출을 줄이는 페이퍼리스, 접촉을 줄이는 

터치리스, 웹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화,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의 일원화를 목표로 한다. ‘정보의 고도화와 

활용’에서는 3차원 데이터의 유통 및 공유, 활용을 

목표로 하며, ‘현장 작업의 원격화・자동화・자율화’

에서는 건설업 현장의 각종 작업에 대한 원격화・
자동화・자율화와 함께 각종 기술기준의 표준화와 

플랫폼 정비를 도모한다.

▶ 인프라 분야 DX의 전체 구성9)

9)자료: 국토교통성(2022), 인프라분야의 DX 액션플랜, 
  p.7을 저자가 번역

도로교통 관련 DX

 「인프라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액션

플랜」의 분야별 주요 정책들을 담은 「액션플랜에서 

규정하는 개별 시책집(アクションプランに位置

付ける個別施策集)」 중 도로교통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프라 분야 DX 액션플랜의 개별시책 목록10)

번호 관련 내용 담당부서

1-4 고속도로 등의 편리성 향상 도로국

2-11 도로 분야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다방면 활용 도로국

2-13 3D 도시 모델의 정비, 활용, 오픈 
데이터화의 추진 도시국

2-14 DX 데이터 센터 구축
국토기술
정책종합
연구소

2-19 국토교통 데이터플랫폼 구축 관방기술
조사과

3-6 디지털화, 원격화를 위한 위치 정보의 
공통 룰(국가좌표)의 추진 국토지리원

3-14 건설 시공에 있어서의 자동화, 자율화의 
촉진 종합정책국

3-15 AI, 로봇 등 혁신적 기술을 인프라 
분야에 도입 종합정책국

3-17 AI, ICT, 신기술 도입에 의한 도로 
점검, 유지관리의 고도화, 효율화 도로국

이를 보면 도로교통과 관련된 DX로는 정보의 디지털화, 
공사 및 유지관리의 자율화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로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있어 API에 
의한 데이터 연계 및 일원화된 DB를 구축하는 
도로 데이터플랫폼(xROAD), 민간업체와 지자체,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이나 디지털 데이터를 
동일 플랫폼 상에서 일괄적으로 검색 및 다운
로드를 할 수 있는 국토교통 데이터플랫폼, 국가
좌표 인증체계 추진 등 도로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노력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 도로 데이터플랫폼(xROAD) 개념도11)

10)자료: 국토교통성(2022), 액션플랜에서 규정하는 
   개별시책집, pp.62-63을 저자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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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데이터플랫폼 개념도12)

▶ 국가좌표체계 개념도13)

일본의 2040

일본 국토교통성은 2040년의 일본사회를 염두에 
둔 도로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2040년, 도로의 
경치가 바뀐다.

(2040年、道路の景色が変わる)」를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서는 DX를 포함한 인구감소, 포스트
코로나 등 장래의 새로운 생활양식과 사회경제의 
변화를 고려한 도로정책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
하였다.

11)자료: 국토교통성(2022), 액션플랜에서 규정하는 
   개별시책집, p.21을 저자가 번역
12)자료: 국토교통성(2022), 액션플랜에서 규정하는 
   개별시책집, p.29을 저자가 번역
13)자료: 국토교통성(2022), 액션플랜에서 규정하는 
   개별시책집, p.42을 저자가 번역

해당 발표의 부제는 ‘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다. 

이를 통해 제시하는 5개의 장래상을 살펴보면 
①통근・귀가 시 혼잡 소멸, ②사람이 넘치는 공원
같은 도로 ③사람・사물의 이동이 자동화・무인화, 
④매장(서비스)의 이동으로 거리가 시시각각 변화, 
⑤‘피해를 입는 도로’에서 ‘구원하는 도로’로이다. 
이처럼 일본의 DX는 궁극적으로 ‘사람’ 중심의 
도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시사점

일본의 디지털 전환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국가가 인증하는 좌표체계나, 
도로정밀지도, 행정처리의 온라인화 등 대부분의 
분야는 우리가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를 아우르는 디지털화의 계획, 특히 도로교통 
분야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명확한 시책 및 로드
맵을 제시한 부분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계획에서도 디지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시설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도로
정책 방향이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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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심의 주요내용

사업수행
능력평가
세부기준

278
(2022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변경

․ 국토부고시 반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
  ('22.10.04.) 개정에 따른 변경

- -
토목

(지하철)☞ 활용실적 평가방법을 용역에 활용된  
   실적으로 평가
☞ 감정사항 조정 및 삭제 재검토

용 역
발 주
심 의

279
(2022년)

2023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 송배수 시설물에 대한 일반 및 전문  
 기술진단 시행
- 송수관 516km, 배수관 9,71km 및  
  밸브류 등 

1,000
(1,000)

조건부
채택

토목
(상하수도)

☞ 시특법에 대한 내용검토
☞ 비굴착 공법 적용 검토 등

1
문화비축기지 재정비(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 문화비축기지의 지역적·공간적 특성을  
 극대화한 문화잠재력 개발 및 공원  
 재정비

40,000
(300)

조건부
채택

조경·
산림☞ 문화프로그램 운영방향, 방문자  

   특성 등 이용분석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반영 
☞ 2050탄소중립관련 프로그램 제시 등

17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연장구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 영동대로(강남구삼성동~일원터널앞주변)
․ 지하도로3.0km, 진출입연결로880m

300,000
(448)

조건부
채택

토목
(도로)☞ 자율주행,기술발달 등에 따른 교통  

   수요 예측검토, 주행쾌적성 확보  
   방안 등 검토

설 계
심 의

276
(2022년)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설계용역

․ 지상5층
․ 연면적 11,712.98㎡

65,203
(2.969)

조건부
채택

건축☞ 엘리베이터승강로 천정마감재 불연  
   단연재로 변경검토
☞ 남녀화장실 동선분리 등

280
(2022년)

양천구 보육타운건립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4,572.64㎡ 

20,994
(697)

조건부
채택

건축
☞ 철근량 과다로 콘크리트타성 시  
   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 중량물 및 옥상정원에 대한 하중  
   명기 등

 서울시 기술심사 현황 (20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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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 심의제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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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 기술검토 및 설계점수 평가

  - 정밀안전진단심의: 안전진단 성과 및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방안 적정성 심의

설계경제성(VE) 검토현황 (단위 : 백만 원)

차수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용역비)

심 사
결 과 비고

검토 주요내용

39
(2022년)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증설규모: 지하 2층, 지상 1층, 증축
면적 2,718.34㎡ 47,500

(893) - 전기

☞ 협의완료 후 채택여부 검토중

41
(2022년)

신림~봉천터널 환기소 이전
(지상 → 지하) 변경설계

․ 폭 21.1m, 연장 273.9m

33,716
(2,035)

522
절감

토목
(도로)

☞(40건제안, 31건 채택)
축류팬실과 본선터널 중복수량 삭제 등
☞ 33,716백만원에서 522백만원 절감

42
(2022년)

방화1-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하수관로 전체교체 14.7km, 
  부분교체 60개소 등 

31,729
(1,319)

2,241
절감

토목
(상하수도)

☞(31건제안, 24건 채택)
송정초등학교 인근 건축 정비구역의 
하수관로 정비대상에서 제외
☞ 31,729백만원에서 2,241백만원 절감  

 ※ 설계경제성 검토(VE) 

목  적: 건설공사의 기능 및 성능, 설계품질 향상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대  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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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단위 : 백만 원)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건     축 2023년 구의문 주차장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3건 638 624

교 통 북부수도사업소 관내(노원,도봉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등 16건 730 731

기 계 설 비
계3,4단지 임대아파트 승강기 전면교체설치 부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건 258 236

도 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등 6건 649 643

도 시 계 획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8건 5,608 5,608

상 하 수 도 2023년 위례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10건 3,060 3,056

소 방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등 2개역 환기시스템 개량 소방공사 
감리용역 1건 35 35,

전 기 통 신 어린이병원 전기실 특고압 전기설비 교체 전기감리용역 등 7건 670 669

정 밀 진 단 2023년 한강공원 진출입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용역 등 3건

229 229

조 경 · 산 림 2023년 안양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51건 2,006 1,954

지 하 철 동작철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건 620 602

기 타
서울시립대학교 2023 상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등 
8건 1,268 1,268

 계 126건 15,771 15,655

〔참 고〕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경제성 검토결과

○ 접속방법 :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사전공개 → 위원회 회의정보 → 위원회 한눈에 보기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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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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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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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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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1.9.~1.12. 1.28.~2.1 2.8. 2.20..~2.23. 3.25.~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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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영)로 문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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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2217@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챗지피티(ChatGPT)

 오픈에이아이(OpenAI, openai.com)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대화를 함께 나누는 
서비스이다. 개발사인 Open AI는 ▷인공지능 언어모델 ‘지피티-3’(GPT-3)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달리2’(DALL-E2) ▷다국어 음성인식 인공지능  
   ‘위스퍼(Whisper)’ 등을 선보인 인공지능 연구 재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징과 역할

 챗GPT는 인간과 비슷한 대화를 생성해 내기 위해 수백만 개의 웹페이지로 
구성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전 훈련된 대량 생성 변환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람의 피드백을 활용한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해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한다. 

 대화의 주제는 지식정보 전달은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답변 및 
기술적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등 매우 광범위하다. 또 사용자가 대화 초반에 
말한 내용을 기억해 추후 수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오픈AI는 챗봇의 차별·혐오 발언을 차단하기 위해 챗GPT에 AI 기반 
조정 시스템인 ‘모더레이션API’(Moderation API)를 사용했다. 이에 챗GPT는 
허용되지 않는 내용의 질문이 나올 경우 ‘차별적· 공격적이거나 부적절한 질문, 
여기에는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동성애 혐오적, 성전환자 혐오적 또는 기타 
차별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질문이 포함됩니다’라고 답변한다. 이 챗GPT는 가끔 
잘못되거나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의 지식은 제한돼 
있다는 한계도 있다.

 한편, 챗GPT는 대화는 물론 이를 사용해 가상비서나 스마트홈 장치 구축도 
가능하게 한다. 또 챗GPT를 이용해 기사 작성도 가능하며, 정확성과 신속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다.

 챗GPT 출시 이후 화제와 논란들

 2022년 11월 공개된 챗GPT는 출시 일주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기는 등 획기적 성능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정보
기술(IT) 업계에서는 챗GPT가 ▷웹 브라우저(1994년) ▷구글 검색엔진
(1998년) ▷아이폰(2007년)에 이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3년 1월 23일 챗GPT개발사인 오픈
AI(OpenAI)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자사 검색엔진인 
빙,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비롯해 워드·액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에도 
챗GPT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챗GPT는 공개 이후 특히 교육·연구 분야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챗GPT가 기존 챗봇과 달리 방대한 양의 전문 지식을 담은 
에세이와 논문을 순식간에 써내려가는 능력을 갖춘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
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챗GPT를 시험이나 과제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뉴욕시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챗
GPT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또 챗GPT는 기존 콘텐츠를 대량으로 학습해야 작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련 저작권에 대한 분쟁도 있으며, 일각에서는 챗GPT가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 등 유해 콘텐츠 생산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