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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는 신라 혜공왕 때인 779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100여명이 사
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2016년 9월 12일 밤에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
모의 지진이다. 다행이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전 국민 모두가 불
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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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처음 도입된 이
후 6층 이상 건축물로 시작하여 2005년 3층 이상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
고, 2009년에는 13m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3층 이하 건축물
의 대부분은 내진설계가 수행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국내 지반조건 상 큰 지진력
을 받을 수 있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진에 안전한 구조물의 중요성과 더불어 경제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기반시설물의 노후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람이 노후를 준비하듯 우리 시설물들을 건강하게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물들은 1970~90년대 경제 성장기에
집중 건설되었다. 사람으로 치면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설물들
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반시설물의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고령
화 비율은 현재 약 10% 수준이나, 향후 10년 내에 20%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이다. 우리 국민이 매일 접하는 시설물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며 유지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7월 MAP-21(Moving Ahead for Progress in
21st Century Act)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교통분야 인프라 발전을 위한 정책 및 투
자 이정표를 제시한바 있다. 이 법안에서는 기존의 시설물 자산관리 개념을 넘어선
성능관리로의 유지관리 개념 확장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
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1980년대 연이어 발생한 주요 시설물의 붕괴 및
파손 사태로 시설물 고령화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기 때
문이다.
미국에서는 약 4년 주기로 미국 토목학회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국가기반시설물
의 “Report Card"를 발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설물별 현재의 물리적 상태 뿐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 수요 및 재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시설물별 종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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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발간된 Report Card(2013)에 따르면 미국의 국
가기반시설의 종합등급은 열악한 상태인 D+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내 시설물에 대
한 성능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약 3조 6천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
다. 즉, 시설물의 성능저하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편익 및 경제적 손실을 야기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듯 미국은 시설물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적인 실패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일본, 호주 및 남아공 등은 시설물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적 유지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산관리체계 도입 등의 효
율적 전략을 수립한 벤치마킹 사례 국가로 꼽힌다.
성수대교 붕괴 후 제정(1995)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에 의해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수행되어왔
다. 그 결과로 지난 20여년간 시특법 대상 1, 2종시설물에서 단 한건의 붕괴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95% 이상의 시설물이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시설물의 안전확보 뿐만 아니라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방
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시설물 고령화 시대를 먼저 맞이한 선진 외국의 대응사
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에게 곧 도래할 노후 시설물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충격
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관련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시설물을 관리자 관점에서 공학적인 안전성과 물리적 상태를 기준으로 삼던 것에
서 실제 시설물의 사용자인 국민들이 느끼는 성능도 고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예
산 투입의 적정 시기와 규모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지관리는 국민의 시설
복지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공학·사회·회계·경제·시스템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의 다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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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가시설물의 신규건설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설물 고령화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경주 지진과 같은 시설물재해에 대비한 내진안전
성 확보 의무화 등의 제도 정비와 이를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의 필요성
도 절실하다. 미국 사례처럼 노후SOC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정법이 마련되어
야 한다.
한 발 늦은 조치로 인해 최근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수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유
사사례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시설물이 아프면 사용하는 우리 국민이, 국가가 위험해질수 있다. 국민 안전을 위
해 우리 삶의 터전인 시설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건강한 시설물을 통한 국민
안전의 확보는 비교 대상이 없는 궁극적인 가치이다. 타협의 대상도 아니며 국민 모
두에게 균등하게 부여되는 가치이자 복지이다.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추구하듯 국민의 삶과 생존의 터전인 시설물의 건강에도
눈과 마음을 열어야 할 때이다.

권두언 · 건강한 시설과 효율적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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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1

해상교량 주케이블에 설치된
송기시스템의 성능검증사례
오경찬
이충현
마상수
박시현

|
|
|
|

특수교관리센터
특수교관리센터
특수교관리센터
특수교관리센터

여수사무소
여수사무소
여수사무소
여수사무소

직원
직원
과장
소장

1. 서 론
최근 국내 해상교량은 주경간이 길어짐에 따라
현수교의 설계 및 시공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교량이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바닷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습도가 60%를 넘는 고온다습한
기후에 노출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육지보다는 해안가의 위치가 각 계절의
온도차 및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부식에 열악한
조건이다. 이러한 부식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수교량의 주케이블 내부에는 건조공기를
최고 송기량 0.5㎥/min 혹은 최고 커버내 압력
3kPa의 용량을 지속적으로 송기하여, 주케이블
내부의 습도를 40±5%RH 이하를 유지시킴으로서
부식을 억제하는 송기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실제 해상교량에 설치된 이러한
송기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수행한 것으로서 주케이블
내부, 송기시스템 본체, 보강거더 내부, 대기중
등 총 7개소에 2채널 온·습도 데이터 로거를
설치하여, 강우시기를 고려한 계절별 약 1주일
동안의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송기시스템의 작동
유·무 및 이격거리에 따른 습도 변화량을 검토하여
송기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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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교량 및 송기시스템 현황
2.1 대상교량 위치 및 현황
송기시스템이 설치된 교량은 남해안의 현수교량으
로 2009년 1월에 준공되었으며,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에서 용정리를 연결하는 국도 27호선에 위치
한다.
교량연장은 현수교구간 L=470m 및 접속교구간
L=690m으로 총 연장 1,160m이며, 구조형식으로
상부는 자정식모노케이블현수교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교량의 위치는〈사진1〉과 같으며, 현황은〈표1〉과
같다.

<사진 1> 대상교량 위치

<표 1> 대상교량 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준공년월

2009년 1월

관리번호

-

시설물위치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 용정리

설계하중

폭

L=1,160m
(현수교:470m+접속교:690m)
12.7m ∼ 15.7m

케이블
종류

PWS WIRE/STRAND 14본
(NEW-PWS 33본)

교량
받침

현수교 : 탄성받침(8개)
Tie Down Cable(8개)
접속교 : 포트받침(22개)

신축
이음

Rail TYPE(94∼475mm)

통과
높이

21.5m(항로폭:110m)

연장

상세
제원

1등교 DB-24, DL-24

교면
포장
유지관리
및
전기시설

노선명
상부

자정식모노케이블현수교
강상판 상형교

주탑

다이아몬드형 콘크리트
육각단면(3.5×4.0m), H=87.4m

교대

중력식
A1, A2 : 직접기초

교각

라멘식
P1 : 직접기초, P2∼P9 : 우물통기초

주탑

PY1∼PY2 : 우물통 기초

구조
형식

기초
형식

국도 27호선

구스+개질아스팔트(t=80mm)
점검대차(1대), 주탑점검시설(2대), 송기시스템(1식), VMS(1대), CCTV(5대), 비상전화(6대),
수·배전설비(1식), 가로등(80개), 교량점검등(406개), 항공장애표시등(2개), 항로표지등(14개),
산업용UPS(30KVA, 1식), 계측용UPS(2대), 경관조명(1식), 피뢰침(2개), 계측센서(12종 98개),
전력관로, 통신관로, 상수관로

2.2 송기시스템 현황
대상교량의 송기시스템은 주케이블 내부에
건조공기를 송기하여, 침투가능한 수분 유입을
방지하고, 케이블 내부의 습기가 많은 환경을
건조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으로서 해외기관에서 제작 및 설치되어 있다.
송기시스템의 구성은〈표2〉 및 〈사진2〉와 같다.
각 구성기기의 특징 및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가. filter unit
외기에 존재하는 먼지, 해염입자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filter unit는 3가지 filter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외기 도입구에 있는 프리필터에서 10㎛
정도의 먼지를 제거하고, 그 다음으로 해염입자를
주로 제거하는 중성능 필터를 거쳐, 최종단에는

0.3㎛ 정도의 초미세한 오염 입자를 제거하는 HEPA
필터가 설치되어 있다.

나. 제습기
filter unit를 통과한 공기는 처리팬에 의해 제습기
unit 내부로 공급된다. 공급된 공기는 제습 rotor의
처리존을 통과하고 공기중의 수분이 흡착 재료에
흡착되어 건조한 공기가 되어서 송기된다. 제습
rotor로 흡착된 수분은 재생존으로 공급되어 열풍에
의해 흡착되어 있는 수분을 탈착시켜 재생팬에 의해
배기 되어진다. 이렇게 흡착과 탈착은 계속 되풀이
된다.

다. 송풍기
제습기에서 수분을 제거한 건조공기는 최고 송기량

해상교량 주케이블에 설치된 송기시스템의 성능검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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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in혹은 커버 내 압력이 3kPa까지 승압되며,
주변설비는 송풍기에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송풍기로부터 송기되는 건조공기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20dB로 감음시키는 토출소음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송풍기의 토출압력이 매우 상승했을때
송풍기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판과 토출압력을 확인할
목적으로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다.

라. 센서 unit
송기설비로부터 보내지는 건조공기의 상태를
제어반에 표시하기 위해 온도센서, 압력센서 및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마. 제어반

바. 유량계 unit
송기설비에서 보내져오는 건조공기는 유량조절
밸브에 의해 규정된 압력으로 조절되어 주케이블 내
송기커버 내부로 공급되며, 송기량은 유량계에서
표시된다.

사. 안전판 unit
송풍기로부터 보내져오는 건조공기에 의해
케이블 랩핑이나 코킹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판 작동압력은
4kPa이다. 또한 송기커버 내의 압력과 안전판의
고장을 확인하기 위해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다.

아. 커버

외기온도, 제습기 unit 재생온도, 센서 unit로
측량되는 온도, 압력, 유량, 전류값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이머에 의해 운전 및 정지를 요일과
시간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 주기적인 운전 및 관리가
가능하다.

건조공기를 보내주기 위한 송기커버와 건조공기를
배기시키기 위한 배기커버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 점검창과 측정구가 있어서 케이블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송기시스템 구성

명칭

송기설비

수량

비고

filter unit

1대

청소 해염 입자의 제거

제습기

1대

제습

송풍기

1대

승압, 송기

센서 unit

1대

유량, 온도 압력의 확인

제어반

1대

-

SGP 관

1식

-

폴리에틸렌 관

1식

-

유량계 unit

4세트

송기량 조정, 확인

안전판 unit

4세트

커버 내 압력 확인

송기커버

4세트

케이블 내 건조공기의 공급

배기커버

8세트

케이블 내 공기의 배기

송기배관

송기유닛

커버

12

(a) filter unit

(b) 제습기 unit

(c) 송풍기

(d) 제어반

(e) 송기배관

(f) 커버 및 점검창
<사진 2> 송기시스템 구성요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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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습도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3.1 온·습도 측정장비
휴대용 온·습도 측정장비는〈표3∼4〉와 같이

무게가 가볍고, 온도·습도가 10초∼24시간(임의선택
가능) 측정주기로 동일한 시간 및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메모리 용량이 백만개까지 저장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표 3> 온·습도 측정장비 사진

품

명

2채널 온·습도 로거
/ 2채널 온·습도 측정기

모델명

측정장비 사진

testo175-H1

<표 4> 온·습도 측정장비 사양

구

분

항 목

양

데이터

특정항목

온도(℃ /˚F), 습도(%rF / %RH / ℃td / g/㎥)

센서타입

NTC 온도 센서, 정전 용량형 습도센서

채널개수

2채널(온도, 습도)

측정법위

-20 ∼ +55 ℃
-40 ∼ +50 ℃td
0 ∼ 100%RH(결로현상이 없을 경우)

정확도

±0.4℃(-20 ∼ +55℃) ±1 digit
±2%RH(0 ∼ 98%RH)
0.03%RH / K±1 digit

작동온도

-20 ∼ +55 ℃

보관온도

-20 ∼ +55 ℃

배터리 형식

AAA형식 배터리 3개

배터리 수명

3년(+25℃에서 15분 주기로 측정시)

크 기

149 × 53 × 27mm

무 게

130g

측정주기
PC인터페이스
메모리용량

14

사

10초 ∼ 24시간(임의선택 가능)
Mini-USB, SD Card 슬롯
측정값 백만개 저장가능

3.2 온·습도 측정방법
송기시스템의 온·습도 측정방법으로는〈표5〉와
같은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여 측정하였다. 즉,
송기시스템의 작동 유·무 및 이격거리에 따라,
시간대별(오전, 오후), 날씨(비, 맑음) 등을 고려한
성능검증을 실시하였다.
<사진 3〉에는 온·습도 측정장비의 설치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송기시스템 본체는 현수교
중앙부의 보강거더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송기
시스템 본체에서부터 출발한 건조한 공기는
보강거더를 통해 양쪽 현수교의 단부(앵커리지)
방향으로 흘려가게 되는데, 이때, 보강거더의 중간
위치(모두 4곳)에서 주케이블의 송기커버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배기커버에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5> 송기시스템 온·습도 측정조건 및 측정위치

설치위치
구분

시스템
작동유무

시스템과
이격거리

측정계절

측정일 대기온도

검토기간

비고
(측정기번호)

100m

①

220m

⑥

송기커버

150m
배기커버

ON
/
OFF

280m

②
봄(3월)
/
가을(9월)

9˚∼26˚
/
14˚∼26˚

7일간

⑦

송기시스템

-

③

대기중

-

④

보강거더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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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는 모두 7곳에 설치되었으며, 주케이블 4곳(①, ⑥, ②, ⑦), 보강거더 내부 2곳(③, ⑤, 1곳은
송기시스템 본체내), 대기중 1곳(④)이다.
<사진 3> 송기흐름도 및 온·습도계 설치위치

16

송기 커버부

배기 커버부

송기시스템(보강거더내)

대기중

4. 송기시스템의 성능검증
4.1 계절별 온·습도 변화량
〈그림 1〉은 계절별 온 · 습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봄철 및 가을철에 각각 비가 내리는 시기를
포함한 1주일간의 측정결과이다. 봄철보다 가을철
대기온도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침에
온도가 가장 낮아졌다가 오후에 다시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또한, 보강거더 내부 온도는
대기온도보다 약간 늦게 높아지지만, 더 높게

올라가는 것도 확인된다.
한편, 봄철의 강우시 습도를 살펴보면, 대기중
습도는 100%, 보강거더내부 습도는 80~90%로
나타났다.
반면, 가을철 강수량은 1.6mm로 나타났는데,
이는 봄철 강수량 23.3mm에 비해 매우 작은
양이며, 이러한 강수량의 차이는 대기중 습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가을철의
대기중 습도가 보강거더 내부 습도보다 높기는 하나,
봄철처럼 100%의 상대습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림 1> 계절별(봄, 가을) 온도·습도 측정결과

(a) 봄(4월) 온도·습도 측정량

(b) 가을(9월) 온도·습도 측정량

해상교량 주케이블에 설치된 송기시스템의 성능검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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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송기시스템 작동 유·무에 따른 성능검증
〈그림 2〉는 송기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고장 등으로 정지한 경우를 각각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서, 송기시스템의 작동 유·무에 따른
습도변화량을 검토한 것이다.
정상 작동중인 경우의 습도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중의 습도가 강우로 인해 상대습도 100%에
달하는 경우에도 송기시스템 본체부의 습도는 10%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b 그림 참조), 송기시스템
정지시에는 송기시스템 내부의 습도가 최대 55%까지
올라가는 것(a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송기시스템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우기시 주케이블
습도는 주야간 모두 상대습도 60%를 초과하고

있지만, 송기시스템의 가동에 의해 상대습도는 60%
내외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송기시스템
정지시에 비해서는 시스템 가동으로 인한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관리기준치 40±5%RH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는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송기시스템 본체에서는 10% 상대습도를
보이고 있는 것(b 그림)에 비하면, 주케이블로
건조공기가 이동되어 가면서 급격히 그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주케이블에서의
제습효과에 미치는 송기시스템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좀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송기 시스템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추가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림 2> 송기시스템 작동 유·무에 따른 성능검증 결과

(a) 송기시스템 정지시 습도변화량

(b) 송기시스템 정상작동시 습도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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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송기시스템과의 이격거리 영향 검토
〈그림 3〉은 송기시스템 정상작동시에 있어서,
송기시스템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주케이블에서의
제습효과를 검토한 것이다. 제습효과를 검토한 곳은
모두 배기커버부이며, 각각의위치를 번호로 표현하여,
<사진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봄철(3월)에 측정된 것으로서, 4일째
15.9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비가 내린 날의
대기중 상대습도는 100%에 이르며, 주로 야간에는
습도가 높아지고, 주간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기중 기온에 크게 영향받는
현상으로서, 낮의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b 그림),
대기중 습도는 낮아지고 있다. 한편, 송기시스템
내부에서의 온도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오전에
가장 낮다가 오후에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그
차이는 대략 10℃에 이른다. 배기커버부의 온도는
전반적으로는 대기온도와 유사하나, 주케이블에서의
온도가 대기온도보다 늦게 올라가며, 또 더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4.1의 보강거더에서의
온도 비교와 유사하다.

주케이블의 온·습도 변화는 모두 2곳에서
이루어 졌으며, 송기시스템에서 떨어진 거리를 각각
150m, 280m이다. ②번과 ⑦번 배기커버부에서의
상대습도는 대기습도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며,
이는 대기기온변화의 영향보다는 제습설비의 가동에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송기시스템에서의 상대습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또 이격거리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제습
건조된 공기가 주케이블의 위치까지 전달되는
과정중에 일부 유실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사진 3>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송기시스템에서 제습 건조된 공기는 일단 연직상방의
보강거더 외부로 배관을 통해 배출된 후, 보강거더
상면에서 주케이블까지 연결되는데, 이때, 상당한
거리를 거쳐야 주케이블에 도달하게 된다. 아직까지
주케이블 도달전에 이격거리에 따른 습도변화에 대한
계측은 수행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계측이 요구된다.

<그림 3> 송기시스템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성능검증 결과

(a) 송기시스템 정상작동시 습도변화량(배기커버-3월 측정값)

(b) 송기시스템 정상작동시 온도변화량(배기커버-3월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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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언
본고에서는 해상교량 주케이블에 설치된
송기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온·습도를 측정하여
송기시스템 작동효율성 및 성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송기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는 시스템
작동여부, 계절 및 강우기에 따른 영향, 송기시스템과의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그 변화 및 차이를 검토하였다.
송기시스템을 활용한 주케이블의 제습효과는 상기의
각각에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습설비 작동에

따른 효과는 확인되지만, 제습설비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케이블 내부습도 40±5%RH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과업에서의 조사
및 검토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대기온도,
계절별, 송기시스템과의 이격거리, 배관설치 방법,
작동시간 등의 다양한 영향을 고려한 최적의 제습
시스템을 각각의 교량현장에서 찾아내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제습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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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프라 평가보고서
2016 : 미래에의 경고
강상혁 |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교수

2016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을
정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을 제도화한 조례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 조례는 낡은 교량과
도로, 하수관 등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기반시설이
손상되면 사후 보수하던 관리체계에서 사용 용량이나
미래예측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 장수명화를
유도하는 사전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1)
이 조례의 통과가 인프라 관련 업계에 주는
메시지는 매우 크다. 첫째,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겨울철 독감에 걸리지
않게 사전에 예방접종을 맞는 것과 같다. 물론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100%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감 발병률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둘째, 인프라 시설의
공급과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가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시설의 이용 수요 및
용량 변화와 잔존수명 평가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노후 기반시설의
현황과 실태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 기반시설 실태 조사를 거쳐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는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선정,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이 담긴다고 한다.
인프라 시설은 완공 후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수요는 매년 4조 달러인데 반해 3조
달러밖에 투자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
간극을 효과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로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이에 전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본 고에서 소개할 “캐나다 인프라 평가보고서 2016
: 미래에의 경고”는 바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된 이 보고서는 현재 캐나다 인프라 시설의
현황을 상세히 밝히고 있으며, 향후 인프라 발전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한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종합 평가문서로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 투입 재정 상태, 서비스
용량 등의 요소를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인프라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캐나다 인프라 평가보고서의 체계, 방법, 내용 등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국내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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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평가보고서란?

암울할 것이란 기술자들의 전망이 발행의 배경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1998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9년, 2013년에 인프라 평가보고서가
발행되었는데, 최근들어 4년을 주기로 발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1). 이에 영향을 받은 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잇따라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행하여 왔다. 각 국가별로 자기 사정에 맞는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언급될 정도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국가별 평가보고서의 개요를 표 2에
정리하였다.

우선 인프라 평가보고서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한 국가의
모든 인프라의 건강(물리적 상태) 및 서비스 현황을
밝히는 보고서로, 향후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집이다. 쉽게 얘기해
인프라 상태의 “성적표”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최초의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1988년 미국에서
발행된 “Fragile Foundations: A Report on
America’s Public Works”이다.4) 당시 교량의 붕괴
사고와 노후화된 인프라 때문에 국가 경제의 미래가

<표 1> 1988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인프라 평가보고서 요약

구분

1988*

1998

2001

2005

2009

2013

항공, 공항

B-

C-

D

D+

D

D

교량

-

C-

C

C

C

C+

댐

-

D

D

D+

D

D

상수도

B-

D

D

D-

D-

D

에너지

-

-

D+

D

D+

D+

유해폐기물

D

D-

D+

D

D

D

내륙수로

B-

-

D+

D-

D-

D-

제방

-

-

-

-

D-

D-

공원 및
여가시설

-

-

-

C-

C-

C-

철도

-

-

-

C-

C-

C+

도로

C+

D-

D+

D

D-

D

학교

C-

C-

C+

C+

C+

B-

고체폐기물

C-

C-

C+

C+

C+

B-

대중교통

C-

C-

C-

D+

D

D

하수도

C

D+

D

D-

D-

D

항만

-

-

-

-

-

C

총평점

C

D

D+

D

D

D+

개선 비용

-

-

1.3조달러

1.6조달러

2.2조달러

3.6조달러

1) 매일경제, 서울 30년된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조례 통과, 2016.7.4
2) World Economic Forum (2014) Strategic Infrastructure Steps to Operate and Maintain Infrastructu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World Economic Forum
3) 강상혁, 이영환 (2013) 영미 선진국 인프라 평가 체계의 이해와 국내 도입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 National Council on Public Works Improvement (1988) Fragile Foundations:
A Report on America’s Public Works, Fin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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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인프라 평가보고서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평가
대상
(시설유형)

공항, 댐, 상수, 하수,
에너지, 유해 폐기물, 고형
폐기물, 수로, 제방, 공원,
철도, 도로, 교량, 학교, 운송

상수, 하수, 우수, 도로,
대중교통, 빌딩, 스포츠
및 여가시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수도, 하수도,
우수시설, 관개시설,
전기, 가스, 통신

에너지, 교통, 지역교통,
상·하수, 홍수관리,
폐기물 및 자원관리

주관
기관

미국토목공학회(ASCE)

관·산·학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호주엔지니어협회
(ENGINEERS
AUSTRALIA)

영국토목공학회
(Institute of Civil
Engineers)

발행
연도

1988, 1998, 2001, 2003,
2005, 2009, 2013

2012, 2016

1999, 2001,
2005, 2010

2003, 2004, 2005,
2006, 2009, 2010

평가
주체

전문가 집단
(미국토목공학회)

지자체 인프라 관리 담당
공무원, 전문가 집단

전문가 집단
(호주엔지니어협회)

전문가 집단
(영국토목공학회)

평가
요소

용량, 물리적 상태, 재정
조달, 미래 수요, 운영 및
유지관리, 공중 안전, 회복력

물리적 상태,
관리 실태 및 역량

물리적 상태, 안전성,
지속 가능성(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 관점),
회복력 등

물리적 상태 및 용량,
회복력, 지속 가능성,
재정 삭감의
영향, 향후 5년 전망

•권역별(주, 테리토리)로 발행
•재정(금전)적 측면을
두드러지게 강조함.

•가장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함.
•가장 넓은 범위(각계
각층) 의 자문위원회를
보유하여 신뢰도 제고
•정책 제언 언급 없음.

•2005년 보고서에서
인프라국 설립을 제안
•2008년 인프라교통부
산하에 인프라국 설립

•2009년 재무부 산하에
인프라국 설립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평가 대상을 구분하고
있음(예:홍수관리, 교통)

특징

(출처: 강상혁, 이영환 (2013) 영미 선진국 인프라 평가 체계의 이해와 국내 도입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본의 표를 수정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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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캐나다 인프라 평가보고서 개요

의해 기획 및 발행되었다.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조직은 1) 캐나다건설협회(Canadian Construction
Association), 2) 캐나다공공사업연합(the Canadian
Public Works Association), 3) 캐나다토목학회(the
Canadian Society for Civil Engineering), 4)
캐나다지자체연합(Federation of Canadian
Municipalities)이다.
표 4는 인프라 평가보고서 발행에 참여한 지자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올해 보고서 발행에 참여한
지자체 수는 전에 비해 3개가 줄었다. 그런데
소규모 도시의 참여율은 낮아진 반면 대규모 도시의
참여율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큰 도시가
인프라 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 아닐까 싶다.

본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캐나다의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2012년 처음 발행되었으며 올해로
2번째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상수(Drinking water), 하수(Wastewater),
우수(Stormwater management), 도로(Roads)만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시설 외에 대중교통(Public Transit),
교량(Bridges), 빌딩(Buildings), 스포츠 및
여가시설(Sport and Recreation Facilities)까지
포함하였다(표 3). 향후 발행될 보고서는 더 포괄적인
범위의 인프라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네 개의 조직이 결성한
프로젝트 운영위원회(Project Steering Committee)에

<표 3> 2016년 평가 대상 시설

시설 구분

설 명

대중 교통

버스, 시내전차, 페리, 철도, 신호체계, 터미널, 터널, 주차시설, 서비스시설

하 수*

오수 집수, 처리 및 배출

도로* 및 교량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지방도, 보도, 교량, 암거 및 인도교

상 수*

식수 생산, 저장 및 배출

우 수*

집수, 우수 관리 시설

빌딩

행정 빌딩, 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 문화시설, 소방서, 의료시설, 도서관,
건강관리센터, 의료시설, 경찰서

스포츠 및 여가 시설

커뮤니티 여가 센터, 멀티플렉스, 컬링 링크, 빙상 경기장, 수영장, 노인복지관,
스케이트장, 스키장, 종합경기장, 스타디움, 테니스 코트, 청소년회관

(*는 2012년 평가 대상 시설임.)5)

<표 4> 2012년과 2016년 설문 참여 지자체

구분

2012 CIRC 지자체 응답
지자체 수

인구

2016 CIRC 지자체 응답
지자체 수

2012 & 2016
모두 참여한 지자체

인구

지자체 수

소규모 도시

62

423,475

52

414,755

11

중규모 도시

24

1,540,053

25

1,702,477

13

대규모 도시

37

15,651,662

43

17,814,708

28

계

123

17,615,190

120

19,931,940

52

5) 본 글에 제시된 표와 그림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Canadian Infrastructure Report Card: Informing the Future (2016)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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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재고(inventory),
상태(condition), 관리현황(management)에 관한 약
100개의 상세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에
총 120개의 지자체가 응답하였다. 조사된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캐나다 총인구의 56%에 해당한다. 설문 결과는
캐나다 총 인구에 맞추어 보정되었다.
도로나 파이프와 같은 선형 인프라에 대해서는
물리적 상태를 자산의 길이로 평가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시설물과 빌딩과 같은 경우는 교체
비용(replacement value)을 물리적 상태 평가의
잣대로 삼았다. 또한 종합적인 건강상태 평가를
위하여 가중치 평균을 이용하였다. 이 때 사용된
시설의 물리적 상태 평가 기준과 수요/용량 상태의
평가 기준을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인프라 평가 결과 요약
현재 캐나다 인프라의 건강은 “나쁘지 않은”
상태다.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우수” 또는 “매우
우수”의 비중이 대부분 50%를 초과하고 있다.
우수시설의 경우 이 수치가 77%에 이른다. 그러나
시설물의 1/3 가량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이다.
즉, 인프라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를 통해 인프라의 유지관리에 “부족한” 투
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실
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업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다. 예를 들어 교량의 경우 적어도 1.0%
에서, 많게는 1.5%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
재 투자율은 0.8%로 나타났다(표 7). 다시 말해 이런
투자 상태로 지속되면 인프라의 서비스 성능은 점점
하락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표 5> 시설의 물리적 상태 평가 기준

평가

설명

상태

미래에도 적합

잘 관리되고 있음. 좋은 컨디션.
신규로 건설되었거나 최근에 보수/보강/복구되었음.

우수

현재로선 적절한 상태

용인할만한 상태, 일반적으로 예상 서비스 수명의 중간
스테이지로 접근 중.

보통

주의가 요구됨.

상태 악화의 신호, 몇몇 요소가 결함을 보임.

불량

사용성에 부정적인 이상징후가
증가함.

서비스 수명에 접근, 기준 이하의 상태,
시설의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악화가 발견됨.

지속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함.

서비스 수명에 거의 다다랐거나 초과하였음. 광범위하게 악화
신호가 상당히 진척돼 있음. 몇 자산은 사용 불가능.

매우 우수

매우 불량

<표 6> 시설의 수요/용량 상태 평가 기준

평가
매우 우수

설명
수요가 설계 용량에 잘 부합되고, 운영상의 문제가 없음.

우수

수요가 설계 용량내에 있으며, 때때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함.

보통

수요가 설계 용량에 근접해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함.

불량

수요가 설계용량을 초과하기 직전이며, 운영상의 문제가 분명하게 나타남.

매우 불량

수요가 설계용량을 초과했고, 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남.

캐나다 인프라 평가보고서 2016 : 미래에의 경고

25

특집기사 2

교체비용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해 본 결과 현재
투자 수준으로는 인프라의 수준이 쇠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불량”, “매우 불량”
단계에 있는 시설의 교체 비용을 약 119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가구당 841만원의
교체비용을 부담해야만 쇠퇴하지 않는 수준의
인프라를 영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인프라 시설물별 물리적 상태에 대한 평가 요약

<표 7> 시설별 복구 투자율 현황

26

시설 구분

목표 투자율-하한선

목표 투자율-상한선

현재 투자율

상수시설(선형)

1.0%

1.5%

0.9%

상수시설(비선형)

1.7%

2.5%

1.1%

하수시설(선형)

1.0%

1.3%

0.7%

하수시설(비선형)

1.7%

2.5%

1.4%

우수시설(선형)

1.0%

1.3%

0.3%

우수시설(비선형)

1.7%

2.0%

1.3%

도로 및 인도

2.0%

3.0%

1.1%

교량

1.0%

1.5%

0.8%

빌딩

1.7%

2.5%

1.7%

스포츠 및 여가 시설

1.7%

2.5%

1.3%

상수 시설
캐나다에서
수처리시설 및
이해하면 된다.
배수관 등)과

Potable water는 상수도관과
저수시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캐나다는 이것을 선형 시설(송수관,
비선형 시설(수처리 시설, 펌핑

스테이션, 저수시설 등)로 구분한다. 조사는
416mm 미만 배수관 및 송수관 416mm 이상의
송수관, 수처리 시설, 양수시설 및 저수시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상수 시설의 평균 건강 상태는
78.3점(우수)으로 “용인할만한(acceptable)”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인프라 상태에 따른 교체비용 요약

인프라

교체비용
(전체 자산 보정치)

매우 불량과
불량 상태의 자산의
교체 비용

보통 상태의
자산의 교체 비용

현재 투자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태
(개선, 안정, 쇠퇴)

상수 시설

$2,070억(174조원)

$250억(21조원)

$350억(29조원)

쇠퇴

오수관

$2,340억(197조원)

$260억(22조원)

$560억(47조원)

쇠퇴

우수관

$1,340억(113조원)

$100억(8조원)

$210억(18조원)

쇠퇴

도로

$3,300억(278조원)

$480억(40조원)

$750억(63조원)

쇠퇴

교량

$500억(43조원)

$20억(2조원)

$110억(9조원)

쇠퇴

빌딩

$700억(59조원)

$120억(11조원)

$200억(17조원)

쇠퇴

스포츠시설

$510억(43조원)

$90억(8조원)

$140억(12조원)

쇠퇴

운송

$570억(48조원)

$90억(8조원)

$150억(13조원)

쇠퇴

계

$1.1조(926조원)

$1,410억(119조원)

$2,470억(208조원)

자료없음.

가구당
교체비용

$80,000(6,733만원)

$10,000(841만원)

$18,000(1,515만원)

<표 9> 상수 시설의 성능 지표

성능 지표

결과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자산의 백분율

12.2%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자산의 교체비용

103억달러

‘양호’ 자산의 백분율

16.8%

‘양호’ 자산의 교체비용

142억달러

‘우수’ 또는 ‘매우 우수’ 자산의 백분율

71%

‘우수’ 또는 ‘매우 우수’ 자산의 교체비용

599억달러

총 교체비용

844억달러

가구당 교체비용

13,249달러

평균 건강 등급

78.3 (우수)

평균 노령

37년

복구 투자율(선형자산)

0.7%

복구 투자율(비선형자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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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시설 설문에는 106개의 지자체가 응답하였
다. 이들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은 총 1900만명으
로 캐나다 전체 인구의 52.2%를 차지한다. 이들 지
자체에는 580만 가구가 살고 있으며, 68,646km
의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2,380km(90.9%)는 배수관이고, 나머지
6,241km(9.1%)는 송수관이다. 보고된 재고 중 98%
에 대하여 노령이 평가되었는데, 20-39년의 시설이
30%, 20년 미만이 29%, 40-59년이 25%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수관, 송수관,
양수시설은 “우수” 등급으로 현재 상태로도 적절한
수준에 있으며, 용인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처리시설과 저수시설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매우 잘 관리가 되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보수 및
보강조치를 받은 것이다.
상수 시설을 선형과 비선형으로 구분해서 보면,
선형시설의 경우 매우 불량 4%, 불량 11%, 양호
20%, 우수 28%, 매우 우수 37%로 나타났으며,
비선형 시설은 매우 불량 2%, 불량 4%, 양호 10%,
우수 48%, 매우 우수 36%로 조사되었다. 평균적으로
보면 불량 또는 매우 불량 등급의 자산은 12.2%로
이것의 교체비용은 약 103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양호 등급은 71%, 우수 또는
매우 우수 등급은 71%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한 지자체의 19%는 비선형
자산(수처리시설, 양수시설, 저수시설)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0%는 5년 이상의
주기로 자산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절반 가까이 되는 지자체(48%)가
선형자산의 건강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22%는 선형자산의 건강상태를
10년 이상의 주기로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응답자의 88%는 급수본관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 기술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중 47%는 acoustic leak detection 기술을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상수관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자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로는 ①
Acoustic Leak Detection (46.8%), ② CCTV
(10.8%), ③ Electromagnetic Tests (9.4%), ④
Sonar (2.9%), ⑤ Ground Penetrating Radar
(2.2%)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비선형 시설의 건강상태 평가를 위한 근거로
경험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꼽았고, 선형
시설의 경우 재료의 노령, 토질 환경, 예측 서비스
수명 등과 같은 간접정보(proxy information)를

• 건강 상태
<표 10> 상수 시설의 상태 등급 – 자산 유형별

자산 유형

평균 상태 등급

배수관

우수: 현재로선 적절 – 용인할만한 상태임.

송수관

우수: 현재로선 적절 – 용인할만한 상태임.

수처리시설

매우 우수: 미래에도 적합 – 잘 관리되었음.
좋은 컨디션. 신규로 건설되었거나 최근에 보수/보강/복구되었음.

양수시설

우수: 현재로선 적절 – 용인할만한 상태임.

저수시설

매우 우수: 미래에도 적합 – 잘 관리되었음.
좋은 컨디션. 신규로 건설되었거나 최근에 보수/보강/복구되었음.
<표 11> 상수 시설의 상태 등급 – 시설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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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구분

매우 불량

불량

양호

우수

매우 우수

선형 시설

4%

11%

20%

28%

37%

비선형 시설

2%

4%

10%

48%

36%

꼽았다.
선형 자산(파이프)의 59%는 노령이 40년
이하이며, 9%는 80년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대·중·소규모 지자체를 막론하고 거의 같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 리스크 및 건강상태 평가 주기
응답한 지자체의 대부분이 상수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위험/임계성(criticality)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선형자산 55%,
비선형자산 63%). 소규모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선형자산 41%, 비선형자산
56%), 중규모 지자체는 이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선형자산 53%, 비선형자산 57%). 대규모
지자체는 선형자산 68%, 비선형자산 73%의 비율로
리스크 평가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지자체의 48%는 선형자산의 건강상태
평가와 관련한 아무런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22%는 선형 자산의 건강상태 평가를
한지 10년은 족히 넘었으며 그간 단 한번도 평가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지자체의 규모별로
보면 57%의 대규모 지자체가, 46%의 중규모
지자체가, 39%의 소규모 지자체가 관련 데이터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비선형자산에 대해서는 응답
지자체의 40%가 5년 이상을 주기로 건강상태를
평가한다고 답하였다.

<그림 2> 상수 시설(선형 자산)의 노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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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시설
하수 시설은 집수, 처리 및 방류 시설로 구분된다.
현재의 복구 투자 수준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 성능이 쇠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수
시설에 대한 조사는 선형 하수집수시스템(450mm
이하의 소형 집수관, 450~1500mm의 대형 집수관,
1500mm 이상의 트렁크 집수관(trunk collection

pipe) 및 압력관(forcemain))과 비선형자산(수처리
시설, 양수시설, 저장탱크)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하수시설 중 선형자산의 종합적인 건강상태는
“매우 우수” 등급으로 미래에도 적합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시 말해 하수시설은 잘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신축되었거나 또는 최근에 갱신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비선형자산의 건강상태는 “우수”
등급으로 용인할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된다.

<표 12> 하수 시설의 성능 지표

성능 지표

결과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자산의 백분율

11%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자산의 교체비용

136억달러

‘양호’ 자산의 백분율

23.8%

‘양호’ 자산의 교체비용

296억달러

‘우수’ 또는 ‘매우 우수’ 자산의 백분율

65.2%

‘우수’ 또는 ‘매우 우수’ 자산의 교체비용

810억달러

총 교체비용

1243억달러

가구당 교체비용

18,462달러

평균 건강 등급

78.0 (우수)

평균 노령

38년

복구 투자율(선형자산)

0.7%

복구 투자율(비선형자산)

1.4%

• 건강 상태
<표 13> 하수 시설의 상태 등급 – 자산 유형별

자산 유형
소형 집수관

매우 우수: 미래에도 적합 – 잘 관리되었음.
좋은 컨디션. 신규로 건설되었거나 최근에 보수/보강/복구되었음.

대형 집수관

매우 우수: 미래에도 적합 – 잘 관리되었음.
좋은 컨디션. 신규로 건설되었거나 최근에 보수/보강/복구되었음.

트렁크 집수관

매우 우수: 미래에도 적합 – 잘 관리되었음.
좋은 컨디션. 신규로 건설되었거나 최근에 보수/보강/복구되었음.

압력관

매우 우수: 미래에도 적합 – 잘 관리되었음.
좋은 컨디션. 신규로 건설되었거나 최근에 보수/보강/복구되었음.

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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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상태 등급

우수: 현재로선 적절 – 용인할만한 상태임.

양수시설

양호: 주의가 요구됨 – 상태 악화의 신호, 몇몇 요소가 결함을 보임.

저장탱크

우수: 현재로선 적절 – 용인할만한 상태임.

하수 시설 설문에 응답한 지자체 수는 102개이다.
이들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은 총 1980만 명으로
캐나다 인구의 56%를 차지한다. 총 파이프 길이는
66,771km으로 조사되었다.
하수 시설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집수관, 대형 집수관, 트렁크 집수관
및 압력관과 같은 대부분의 시설이 “매우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수처리시설, 저장탱크는
“우수”, 양수시설은 “양호”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하수 시설의 건강상태를 선형과 비선형 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형 시설의 경우 매우 불량 3%,

불량 8%, 양호 26%, 우수 26%, 매우 우수 47%로
나타났으며, 비성형 시설의 경우 매우 불량 1%,
불량 10%, 양호 43%, 우수 27%, 매우 우수 19%로
조사되었다.
하수 시설(선형 자산)의 15%는 6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0년 이상 4%,
80-99년 4%, 60-79년 7%). 또한 40-59년의
노령을 갖고 있는 시설의 비중은 29%에 달했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하수 시설의 상태 등급 – 시설 유형별

시설 구분

매우 불량

불량

양호

우수

매우 우수

선형 시설

3%

8%

26%

26%

47%

비선형 시설

1%

10%

43%

27%

19%

<그림 3> 하수 시설(선형 자산)의 노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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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및 건강상태 평가 주기
절반이 넘는 지자체가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지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리스크 평가를 수행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선형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1/3이 5년에서
10년 사이를 주기로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응답 지자체의 31%는
비선형 시설 역시 5년에서 10년 사이를 주기로
건강상태를 평가한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32%는
지난 10년 동안 선형시설에 대한 건강상태 평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시설의 용량이 수요를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우수’ 이상의 답을 보였다. 선형
시설의 경우 불량 이하가 11%밖에 되지 않았으며,
비선형 시설은 고작 1%에 머물렀다.

도로 및 교량
연간 도로 복구 투자비율은 1.1%로 목표 범위
2.0%~3.0%에 한참 뒤진다. 또한 교량의 복구
투자비율은 0.8%이며 목표 범위는 1.0%~1.7%로
현재 수준의 투자로는 인프라의 쇠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5> 리스크 평가 수행 여부

구분

리스크 평가를 수행한다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

선형 시설

57.9%

43.0%

비선형 시설

58.6%

41.4%

<표 16> 하수 시설의 리스크 및 건강상태 평가 주기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

데이터 없음

기타

선형 시설

13%

33%

32%

22%

0%

비선형 시설

28%

31%

11%

15%

15%

<표 17> 하수 시설의 수요/용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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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량

불량

양호

우수

매우 우수

선형 시설

8%

3%

14%

63%

12%

비선형 시설

0%

1%

21%

45%

33%

대부분의 시설은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집산도로는 “양호” 등급으로
악화 신호가 감지되는 상태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로는 “불량” 등급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등급은 온전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교량의 경우 건강상태 평가 주기가 3년 미만인
반면 도로는 3-5년을 주기로 건강상태를 평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18> 하수 시설의 성능 지표

성능 지표

도로(인도 포함)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자산의 백분율

교량

14.6%

4.3%

170억달러

9억달러

22.8%

21.9%

266억달러

45억달러

62.6%

73.8%

‘우수’ 또는 ‘매우 우수’ 자산의 교체비용

730억달러

154억달러

총 교체비용

1167억달러

208억달러

가구당 교체비용

17,205달러

3,172달러

평균 건강 등급

73.7 (우수)

77.1 (우수)

1.1%

0.8%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자산의 교체비용
‘양호’ 자산의 백분율
‘양호’ 자산의 교체비용
‘우수’ 또는 ‘매우 우수’ 자산의 백분율

복구 투자율

• 건강 상태
<표 19> 도로 및 교량 시설의 상태 등급 – 자산 유형별

자산 유형

평균 상태 등급

고속도로

우수: 현재로선 적절 – 용인할만한 상태임.

간선도로

우수: 현재로선 적절 – 용인할만한 상태임.

집산도로

양호: 주의가 요구됨 – 상태 악화의 신호, 몇몇 요소가 결함을 보임.

지방도

우수: 현재로선 적절 – 용인할만한 상태임.

협로

불량: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태임.

보도

우수: 현재로선 적절 – 용인할만한 상태임.

교량

우수: 현재로선 적절 – 용인할만한 상태임.

암거(3m 이상)

우수: 현재로선 적절 – 용인할만한 상태임.

인도교

우수: 현재로선 적절 – 용인할만한 상태임.
<표 20> 도로 및 교량 시설의 상태 등급 – 시설 유형별

시설 구분

매우 불량

불량

양호

우수

매우 우수

도로

6%

10%

23%

37%

24%

보도

4%

7%

17%

31%

41%

교량

1%

3%

22%

5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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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리스크 평가 수행 여부

구분

3년 미만

3-5년

5년 이상

데이터 없음

도로

27%

44%

19%

10%

교량

56%

23%

10%

11%

• 정보의 원천
시설물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자료는 실제 상세한 점검 및 분석자료(응답자의
50~60%)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협로나 보도의 경우

점검 자료보다는 지자체 공무원의 경험지식(의견)에
근거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량의 경우 70% 이상이 실제 점검 데이터를
근거로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도로 및 교량: 건강상태 평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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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적으로 평가

간접정보 사용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

실제 점검 데이터

인도교

24.6%

3.3%

21.3%

50.8%

암거(3m 이상)

22.1%

5.9%

13.2%

58.8%

교량

22.2%

2.5%

3.7%

71.6%

보도

20.5%

7.5%

39.7%

32.1%

협로

15.0%

10.0%

35.0%

40.0%

지방도

19.4%

6.1%

22.4%

52.0%

집산도로

20.7%

5.7%

16.1%

57.5%

간선도로

15.7%

7.2%

14.5%

62.7%

고속도로

33.3%

0.0%

13.3%

53.3%

맺음말
캐나다 인프라 평가보고서에도 한계는 보인다.
또한 교체비용 계산방법이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것은 여느 인프라 평가보고서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이다. 미국, 호주, 영국도 마찬가지로 상세한
계산 방법까지는 인프라 평가보고서에 제시하고
있지 않다. 캐나다 인프라 평가보고서에서는
복구투자율(Reinvestment Rate)을 전체 교체비용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교체비용 계산시 모든 상태등급에 대해 일률적인
계산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단위시설에 대해 모든
등급의 교체비용이 동일함) 복구투자율은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불량’, ‘매우 불량’
등급에 따른 교체비용에 차등이 있어야 보다 견고한
분석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인프라를 신규 건설해 놓는 것으로 국가의 역할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는 자연스레
노후화되고,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마저

침해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서울특별시에서는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을 교체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에
특별회계재정 총 2789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6)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글에서는 캐나다에서 인프라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가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인프라
평가보고서가 발행된다면 인프라 관련 기관 및
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관할부처가 다르고, 산/학/
연/관의 목소리가 제각각인데다 그 동안 축적된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인프라 평가보고서가
쉽게 발간될 수 없다”고들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향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런 숙제가
하나씩 풀릴 때 국민의 행복도 또한 점차 증가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프라 관련 여러
기관들의 노력이 더욱 경주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6) 뉴
 시스,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조사·정비에 특별회계 재정 2789억 투입, 20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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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케이블지지교량에서 케이블은 교량을 지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재이며, 케이블 파단 등의 손상이 발생
할 경우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케이블 점검시 실무에 활용성
을 높이고자 케이블지지교량인 현수교 및 사장교의 케
이블에 대하여 육안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한 점검방법
과 실제 교량에 적용된 구체적인 점검사례를 소개하고
자 한다.

2. 케이블지지교량 케이블 점검방법
2.1 케이블 육안점검

여 카메라, 점검망치, 줄자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조
사하며, 필요에 따라 근접 및 상세육안조사의 목적으
로 <그림 2.1.1(b), (c)>와 같이 특수차량(고소차, 다
굴절차 등)을 활용하거나, 망원경 등의 특수 장비를
활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케이블의 상·하부 정착구
및 주탑 연결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기도 하며,
암벽클라이밍 장비를 활용하여 케이블 상부에서 하부
로 이동하면서 케이블 부재의 외관상태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보다 상세한 육안점검 방법으로
는 사장교의 경우, 정착구 캡 개방 및 왁스/그라우트
제거 후 정착웨지 점검, 외부 가이드 튜브의 인상 점
검이 있으며, 현수교의 경우에는 국부적으로 래핑 와
이어를 개봉하여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

2.1.1 조사방법
일반적인 육안점검에서 점검 가능한 부위에 대하

(a) 일반적인 육안점검

(b) 특수차 활용
<그림 2.1.1> 케이블의 육안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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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망원경 활용

2.1.2 점검사례
가. 사장교
사장교케이블 점검사례는 <그림 2.1.2>~<그림
2.1.5>와 같이 ①케이블 외관 점검, ②케이블 정착구
캡 개방 점검, ③왁스 또는 그라우트 제거 후 정착 웨

<그림.2.1.2>케이블 외관변형사례

지 점검, ④가이드 튜브 인상이 있으며 점검시 스트랜
트 파단, 부식흔적, 수분상태, 웨지 손상유무, 강연선
와이어의 중심 이탈 여부, 댐퍼의 누유흔적 등을 확인
한다.

<그림 2.1.3> 케이블 정착구 캡 개방 점검사례

<그림 2.1.4> 왁스 또는 그라우트 제거 후 정착 웨지 점검사례

<그림 2.1.5> 가이드 튜브(또는 AVT) 인상 점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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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수교
현수교 주케이블의 부식 및 파단에 대한
육안조사는 케이블 외부의 래핑 와이어로 인해
제한적이다. 즉, 재 래핑을 실시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주케이블 소선에 대한 부식 발생 유무를
조사하게 되며, 이때 쐐기를 이용한 소선내부의
부식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004년
○○대교의 경우에는 래핑와이어의 재 래핑을 하기
전에 주케이블의 외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케이블 소선에서 일부 부식이 조사 되었다.

외부 피복특성에 따라 이동능력, 장애물 극복능력,
추락방지능력 등의 기본적인 능력과 점검장비의
특성에 맞는 특수한 추가 기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수한 기능들은 적용 케이블과 점검방법에
따라 로봇의 무게, 크기, 최대속도, 주행방식 등이
상이하고 탑재되어 있는 점검장비에 따라 유무선
제어장치 및 데이터 송·수신장치, 가진장치 등이
있다.

2.2.2 점검사례
가. 카메라를 탑재한 케이블 이동로봇
일본의 ○○ 사장교에 적용된 사례로 케이블
외관의 전면을 촬영하여 손상 및 열화상태 등을
조사하는 케이블 외관조사 장비이다. 이 로봇은
<그림 2.2.1>와 같이 566mm의 정육각형 모형으로
무게는 약 35kg이며, 지상에서 무선원격 조정,
모토구동에 의한 일정한 주행속도(2.5m/min),
케이블 원형의 화상촬영,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다.

(a) 장치모형
<그림 2.1.6> 현수교 케이블 소선 부식 점검사례

(b) 현장 실험전경

<그림 2.2.1> 카메라를 탑재한 케이블 이동 로봇 점검사례

나. 가진기를 탑재한 케이블 이동 로봇
2.2 케이블 이동로봇을 이용한 점검
2.2.1 조사방법
케이블 이동로봇은 케이블 점검로봇에 점검장비를
수송할 수 있는 수송능력과 원격 작동기능 등을
장착하여 케이블을 직·간접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다. 케이블 이동로봇을 이용한 조사방법은
케이블 지지교량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점검로봇은 케이블 직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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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의 동특성을 파악하고 정확한 감쇠비 추정을
위해 개발되었다. 진동모드에 대한 정확한 가진이
가능하며, 케이블의 동특성을 정밀하게 산정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탑재하여 케이블 특성을 파악한다.
가진 로봇은 <그림 2.2.2(a)>와 같이 등반부, 가진부,
센서부 3개로 구성, 등반부는 최대 7m/min로
이동, 가진부는 0.001∼3Hz의 진동이 가능하다.
또한, 가진부의 컨트롤은 유·무선 컨트롤이 모두
가능하며, 센서부는 무선계측이 가능하다.

(a) 가진 로봇

(b) 테스트 케이블(L=100m)

<그림 2.2.2> 가진기를 탑재한 케이블 이동 로봇 실험사례

다. 누
 설자속센서(MFL Sensor)를 탑재한
케이블 이동 로봇
누설자속 측정용 자기센서는 <그림 2.2.3(a)>와
같이 강재의 자석 특성을 이용하여 손상부에서
발생하는 큰 자기저항을 Hall Sensor로
계측함으로서 국부손상을 검색하는 방법이다.
케이블 이동 로봇은 최대 60도의 경사를 최고속도
0.2m/sec로 이동이 가능하며, 약 20kg 내외의
측정장비를 충분히 수송하기 위해, 최대 45kg까지의
유효탑재 중량을 확보하고 이동 로봇의 컨트롤 및
데이터 수집을 무선통신으로 제어 및 계측할 수
있다. 현장적용 시험은 ○○대교 콘크리트 박스거더
내부에서 지름 15.4cm의 케이블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a) MFL 센서의 손상 측정원리

<그림2.2.4> 현장적용 점검사례

(b) 이동 로봇

<그림 2.2.3> 누설자속센서를 탑재한 케이블 이동 로봇 성능 실험 검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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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시경 장비를 활용한 케이블 점검

2.3.2 점검사례

2.3.1 조사방법

가. 정착구 강연선 단부의 내부 조사

근접 육안검사에 의해서는 점검이 어려운 위치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케이블의 경우
<그림 2.3.1>와 같이 케이블 정착박스 내부,
가이드파이프 내부, 강연선 정착구 내부 등의 부위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며, 기본정보를 수집한 후,
내시경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 부재의 손상부에 대한
동영상 또는 스틸영상을 촬영하여 케이블 탈락여부,
도장박리, 부식, 누유, 이물질 퇴적 등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1(b)>는 실제 조사에서 촬영된 스틸
사진으로, 강연선의 외선과 정착구의 고정상태
등 강연선의 건전성 및 단부 손상 정도를 확인한
사례이다.

(a) 케이블 장착구 돌출 강연선

(b) 미세광학 섬유 내시경 조사

나. 현수교 탑정새들 및 스프레이 새들 내부 조사
<그림 2.3.2>은 현수교 주케이블의 각도변화를
완화해 주는 구조체인 탑정새들 및 앵커리지에서 각
스트랜드 슈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스프레이
새들 부위이며, 육안조사가 불가능한 새들 내부의
주케이블 소선 및 덮개판에 대하여 손상조사를
수행한 사례이다.

<그림 2.3.1> 케이블 정착구 내부 점검사례

(a) 탑정새들 내부

(b)새들 덮개판 내부 부식
<그림 2.3.2> 현수교 새들의 내부 점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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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케이블 점검
2.4.1 조사방법
초음파를 이용한 점검장비는 주로 접속식 탐상기로
수직 탐촉자(Probe) 또는 사각 탐촉자를 사용한다.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케이블 점검은 케이블의 단선
및 부식 유무 등을 확인하며 측정 방법은 케이블
단부에서 탐촉자를 접촉하여 각각 소선의 초음파
신호를 측정하고 소선의 파단 및 단면손실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2.4.2 점검사례
<그림 2.4.1(a)>는 7연 강연선의 표면을 약 3cm
정도 임의로 부식시켜 초음파 시험을 수행한 사례
이다. 강연선의 부식이 없는 건전한 상태에서의
측정결과는 <그림 2.4.1(b)>와 같이 반사 초음파
의 그래프가 일정한 감소 반사파를 보이고 있으나,
<그림 2.4.1(c)>의 경우, 강연선의 부식에 의해 반
사파장이 증가하고 부식정도에 따라 그 반사량이
달라진다.

(b) 건전한 강연선 측정결과

(a) 강연선의 부식 샘플

(c) 부식 강연선의 측정결과

<그림 2.4.1>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케이블 점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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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M센서를 이용한 케이블 점검

2.5.2 점검사례

2.5.1 조사방법
EM센서를 이용한 케이블 조사는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계측하며, 케이블에 일정한 자속(magnetic
flux)의 흐름을 발생시켜 자속의 변화 및 손실량을
전압으로 측정하여 케이블의 결함 및 장력을
측정한다.

<그림 2.5.1>은 ○○대교 행어케이블에 대한 점
검사례이며, 적용 EM센서는 러시아 인트로스사
(Intros)에서 제작한 장비이다. 케이블 직경 65∼
87mm, 분해능 0.01%, 정밀도 ±2%, 무게 70kg이
며, 케이블에 전기윈치를 사용하여 0.16m/sec 속도
로 전 구간 스캔을 실시하여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그림 2.5.1> EM센서를 활용한 행어케이블의 점검

2.6 음향제어 센서를 이용한 케이블 점검
2.6.1 조사방법
음향센서를 활용한 교량의 감시방법은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교량과 케이블 교량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교량은 케이블에 근접한
콘크리트 면에 부착하여 내부 케이블 손상에 대하여
계측하고 현수교 케이블 교량의 경우에는 케이블의
정착구 및 행어밴드 등에 설치하여 손상에 대한
계측을 수행한다.

(a) 미국의 대상 교량

2.6.2 적용사례
1931년 준공된 미국의 ○○교량은 길이
L=622m(현수교 458m, 접속교 164m)이며,
주케이블 래핑와이어의 부식이 심각하여 2003년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수공사 중 다수의
소선이 파단되고 케이블에 심각한 부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효율적인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해, <2.6.1 (b),(c)>와 같이 음향센서를 설치하고
장기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계측 시작 후 50일 동안
4개의 소선 파단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사례이다.

(b) 음향센서 설치 위치
<그림 2.6.1> 음향센서를 활용한 교량 점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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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음향센서 설치 전경

2.7 케이블 장력측정에 의한 점검
2.7.1 측정방법
장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로드셀 및 유압잭
등을 이용하여 케이블의 장력을 직접 측정하는
직접법(Lift-off Test)과 케이블의 형상조건과
계측된 동적 특성을 활용하여 장력을 추정하는
간접법(진동법)이 있으며, 직접법의 장력추정방법은
케이블의 스트랜드에 로드셀과 변위계, 유압잭을
설치하고 나서 당기게 되면 힘-변위관계가
나타나며, 이때 당기는 힘이 케이블의 장력을
넘어서면 Wedge가 들리면서 케이블의 전장이 힘을
받아 측정결과의 힘-변위관계 형성되며 이때의
교점에 해당하는 힘을 케이블 장력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간접법(진동법)은 직접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힘이 아닌 다른 물리량을 측정한
뒤 케이블의 재료적 성질 및 형상조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장력을 역산해내는 방법으로서 케이블에
가속도계를 부착한 뒤, 케이블의 가속도데이터를
획득하여 케이블이 고유진동수 등의 동적 특성을
분석하여 케이블의 장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2.7.2 측정사례
○○대교에서 시공 중 Lift-off Test 방법과
진동법을 이용하여 진동기반의 장력계측실험을
실시하였다. 교량 총연장은 L=1,039m, 중앙경간장
500m의 콘크리트 사장교로서 MS(multi-strand)
type의 케이블이며, 1면 fan type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장력측정 실험은 중앙 Key-segment 조립
후 케이블에 2차 긴장력을 도입하는 기간 동안
김해쪽 측경간 2번째 케이블(test1)과 4번째
케이블(test2)에서 실시한 사례이다.

(a) 케이블 장력측정 실험 위치

(b) Lift-off Test

(c) 진동법을 이용한 측정
<그림 2.7.1> 케이블장력 측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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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케이블 지지교량의 대표적인 사례인 현수교 및 사
장교의 케이블에 대한 점검방법을 육안점검에서부터
각종 장비를 활용한 점검방법, 실제 교량에 적용된 구
체적인 사례를 국내·외적으로 조사 및 소개하여 활
용성을 높였다. 일반적으로 현수교의 발전은 미국에
서부터 사장교의 발전은 독일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기술은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장대 현수
교 및 사장교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케이블 지지교량을 특수교의 범
주에 포함시켜 일반 교량과 구분하고 있다. 한국시설
안전공단 특수교관리센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도
상의 특수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 관리
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기
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업무의 일
환으로 금번에 케이블 점검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
으며, 이를 통해 특수교량과 관련된 유지관리 업무 기
술능력 및 실무 활용성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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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분야
교육제도 소개 및 개선방향
박세훈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진단본부 실장

1. 교육제도 소개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성수대교 붕
괴를 계기로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이하 「시특법」이라고 함)이 제정되면서 부
터다. 그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던 기술자들이 새로이 형
성된 안전진단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할까?
두 가지 필수자격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건설기
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 하나는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 두 가지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교육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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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진단 기술자 자격요건
먼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이 「시특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 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정기정검은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정밀안전진단은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이거나,
건축사로서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책임기술자는 아래 <표 2>와 같이 「시특법
시행령」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표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행령 제7조 관련)

구 분

자격요건

정기점검

ㆍ「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ㆍ「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ㆍ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정밀안전 진단

ㆍ「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ㆍ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ㆍ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표 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시행령 제11조 관련)

토목
구

분

장
비

종합
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
분야

1억

1억

1억

1억

4억

가.다음의 기술인력(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인력이
5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자
2) 건축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8명
이상

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토목ㆍ
건축분야 중급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6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다.「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자본금

기
술
인
력

건축

교량 및
터널 분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비 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나목 및 다목의 기술인력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 각목별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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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및 이수 기준
또 하나의 자격요건은 법정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상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특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반드시 7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이수과정은 아래 <표 3>과 같이 「 시특법
시행령」 별표 2의4의 직무분야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정밀안전진단과정의 경우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등 4개 과정이
있다. 즉 교량이나 터널시설물을 정밀안전진단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량 및 터널 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면 된다. 또한 안전점검과정의 경우는
토목과 건축분야로 구분하므로 토목시설물을
안전점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밀안전진단과정의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중 어느 하나를 70시간 이상 이수하면
되고, 건축시설물을 안전점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밀안전진단과정 건축반을 이수하면 된다.

<표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시행령 제10조의2 관련)

종류

직무 분야

1. 토목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

2.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다중이용 건축물, 전시장,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 지하도상가,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안전
점검

1. 토목
분야
정밀
안전
진단

실시 대상 시설물

가.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항만 분야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2.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다중이용 건축물, 전시장,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 지하도상가,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3. 종합 분야

토목ㆍ건축 분야 시설물

비고
1. 유지관리업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별표 1 제8호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토목 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종합 분야는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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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의 필요성

3. 개선방향

현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이수 요건은 최초 70시간 이상의 교육만
이수하면 이후 재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각종 제도는 수시로 개정되고, 정밀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지침 및 세부지침도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게
된다. 또한 신기술·신공법 및 보수·보강공법 소개,
FMS(시설물종합정보시스템) 시스템 개선사항,
진단평가사례 등 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타 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4>에 기술한
것과 같이 교육주기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기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 및 점검·진단을
수행하려는 기술자가 관련제도의 개정된 내용과 기술
환경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평생 한번만 이수하면 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치이다.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술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자들이
각종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고,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주기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공무원·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
등 안전점검을 수행해야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과정 교육이수시간이 정밀안전진단과정과
같은 70시간이라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안전점검과정은 안전점검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과목만을 편성함으로써
교육이수시간을 건설기술자 승급과정(35시간)
수준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모두 최초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시특법」의
관련 조항 및 지침 등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표 4> 타 법의 보수교육 규정

법

관련조항

대상자

보수교육 주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이수 후
기술등급 승급 시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최초교육이수 후 2년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5년마다 1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분야 교육제도 소개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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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국내 여러 기업에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에 의한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대량집적화에 따라
유출사고도 초 대량화(1∼2천만건)되고 있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대상인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CCTV, 위치정보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되었으며,
개인정보 취급분야 또한 기존의 정보통신업 외에 기타 사업분야, 비영리단체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및 민원이 지속적 증가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아직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유출사고의 위험성을 직감하지 못했다면 <그림 1.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제공>를 참조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유출사고에
노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본지에서는 개인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의
안전한 관리기법 등을 소개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령” 이라 함)에 의하여
시설물정보를 관리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 이라 함)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현황 및
업무 프로세스별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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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ISA, 개인정보 교육자료>
<그림 1>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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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Privacy)의 개념
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할 개인정보이다.

<그림 2> 개인정보의 개념

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으로 개별법에서 다루지 않는 사각지대를 규율하고 있다. 개
인정보보호법은 본문 9장 76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3.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에서 개
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출처 : KISA, 개인정보 교육자료>
<그림 3>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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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사이버보안체계와 맞물려 기술적(물리적, 논리적) 및
인적(내부, 외부) 보안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그림 4. 개인정보보호 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잘 갖추어져
있는 보안시스템만으로는 보안사고의 예방·탐지·대응·조치를 할 수 없으며 내외부 시설 및 인력 등의
요소가 고루 갖추어져야 한다.

<그림 4> 개인정보보호 체계

2. 시설물정보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가. 시설물정보관리 관련 시스템 현황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취급·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시
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건설안전정보시스템, 점검진단실시결과평가시스템, 시설안전교육센터시스템 및 하
자관리정보시스템이 있으며, 그 외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취급·처리하고 있다.
이제 국가 주요시설물인 1ㆍ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등 당해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에 실시된 모든 이력정보를 관리
하고 있는 “FMS”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 “FMS”는 “시특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터넷
(http://www.fms.or.kr)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표 1> 공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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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FMS는 시설물 유지관리담당자(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 정보, 시공사 정보, 발주자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정보 및 유지관리업체 정보 등을 기반으로 시설물 생애주기정보 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5> FMS 업무프로세스별 개인정보 활용 현황

FMS를 포함한 공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구축해온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공단에서는 <표 2.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법>에 따른 관리적 조치로써 필수 수집항목을 포함함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접근권한 관리정책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기술적 조치로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규칙(9자리 이상의 특수기호·숫자·영문 조합)을 적용하고 각종 보안시스템을 통한 비인가
IP접근 및 비인가 프로그램의 접속 차단 및 관리자페이지의 내부망 접근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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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암호화 솔루션을 통하여 비밀번호 단방향 암호화를 포함한 개인정보 암호화가 적용되고 있다. 물리적
조치로써 카드키·지문·비밀번호 입력 등의 3-Factor 인증을 통해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PIMS(개인정보보호인증체계 심사원) 획득 및 수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표 2>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법

둘째, 공단에서는 통합보안공유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탐지 및 방어를 수행하고
있다.서버성능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NMS(네트워크관리시스템) 구축, ESM(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및
종합보안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시간 방어를 수행하여 사고율 ‘제로(0)’를
이루어 내고 있다.

<그림 6> 정보공유/분석/전파 체계

셋째, 공단은 개인정보 자료보호를 위한 방어시스템 구축하여 해킹 등을 통한 자료유출 사고를 대비하고 있
다. 정보시스템 자료는 원천적으로 DB보안시스템에서 자료유출이 차단되며, 파일 암호화, 인증체계 강화, 내부
정보유출방지시스템 및 매체제어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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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이버침해 방어시스템

넷째, 공단은 사이버보안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 및 국토부
사이버안전센터(LCSC)와의 공조하여 보안관제 및 분석대응 실시하고 있다.

<그림 8> 사이버보안 공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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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단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고찰
공단의 개인정보관리체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크게 5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FMS의 경우 ‘16년
국토교통부문 개인정보보호 실태 현장점검에서 95.5%라는 관리수준 준수율을 보였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인정보관리체계를 갖추어나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다가 올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해 나갈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 된 개인정보파일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대비 및 개인정보보호인증체계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3. 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가이드라인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공단의 개인정보관리체계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취급자는 항상 최선의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시에 실천해야 할
10가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셋,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항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넷,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섯,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수집목적이 달성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여섯,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 한다.
일곱, 	개인정보취급자의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즉시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여덟, 개인정보파일의 변경사항 발생 시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아홉,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적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열, 개인정보처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한다.

4. 결 론
“100 – 1 = 0”, 이것이 필자의 보안 모토이다.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보안은 “1”이라도 지켜내지 못하면
“0”이 될 수도 있는 임무이다. 아무리 보안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보안인식 제고가
없다면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사이버침해 방법 중 ‘사회공학적 기법’이 있다. 예를 들면, 어깨
너머로 입력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있는 행위, 휴지통에서 직원의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 등으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거나 방심하기 쉬운 실수들을 기반으로 해킹을 하는 것이다. 가장 취약한 부분도 사람이지만
사이버침해의 가장 효율적인 방어수단도 “경비원”, 즉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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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구조물에 대한
일본의 성능평가 지침 및 사례소개
박시현
마상수
이해성
유동우

|
|
|
|

특수교관리센터 여수사무소 소장
특수교관리센터 여수사무소 과장
특수교관리센터 센터장
성능관리본부 본부장

1. 서 론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각종 신규 구조물을 설계하고 정비하는 일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구조물에 대해 우리의 관점을 되돌릴
필요도 있다. 즉, 기존 구조물의 상태와 성능을
적절히 평가하고 적시에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통해, 구조물의 수명을 늘려 가능한 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구조물의 성능은
이용환경의 변화 및 설계 공용기간을 초과하는
사용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설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식이나 검토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본 고에서는 기존 구조물의 성능평가와 관련된
해외(일본콘크리트공학회)의 지침1) 및 교량 구조물에
대한 성능평가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구조물에
대한 적용 및 활용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지침의 적용범위 및 용어설명
2.1 적용범위
본 고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본 콘크리트공학회의
성능평가 지침은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비롯하여, 성능평가 방법 및
순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지침은 토목구조물
뿐만 아니라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롯하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활용토록 권유하고 있다.
가.	당초 계획된 이용형태가 변경되거나 설계 공용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시
나.	구조물의 관리주체 등의 요구에 의해, 현 상태
에서의 성능평가를 요구받은 경우
다.	철근 부식과 같은 시간 의존적 구조물 열화가 발
생한 경우(시공결함에 의한 조기 열화도 포함함)
라.	대형 지진 또는 설계·시공단계에서는 고려하
지 못한 하중 등으로 인해 구조물의 손상이 발
생한 경우

2.2 용어 설명
가.	성능평가 : 다양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조물
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성능 산정 및 장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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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정함과 동시에 설정한 요구 성능, 검토기
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
나.	성능검토 기준 : 콘크리트 구조물의 요구성능
을 어느 특정한 공학량으로 표현한 기준
다.	개략 및 상세조사 : 구조물의 개략 및 상세성능
을 평가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라.	특성평가치 :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그 격차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보유성능 산정
및 검토기준 설정에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
된 수치 정보
마.	손상 : 구조물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의 상태 변화
바.	열화 : 구조물 전체 혹은 일부의 성능 또는, 재
료특성이 시간경과와 더불어 아래의 영향으로
인해 저하하는 현상
- 환경작용(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 작용)
- 피로 등을 유발하는 반복 작용
- 사용에 따른 마모
- 구조물의 부적절한 운용 및 유지관리 부족 등
사.	변상 : 콘크리트 구조물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본래의 모습에서 변화한 상태
아.	일상 안전성 : 일상적인 작용에 의해, 구조물의
사용자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대

해 손해·손상을 가하는 것으로부터 피하기 위
한 구조물의 성능
자.	대용지표 : 성능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 대신에,
간접적으로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
학량

3. 성능평가의 구성 및 흐름
3.1 성능평가의 구성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성능평가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본 지침에서는 성능평가를
개략성능평가(레벨Ⅰ)와 상세성능평가(레벨Ⅱ와
레벨Ⅲ)로 구분하고 있다. 개략성능평가는 서류조사
및 외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변상 파악
및 원인을 추정하며, 구조물의 성능과 관련된
5가지 상태에 대해서 각각의 상태 구분(3단계)을
서로 조합하여 성능검토를 실시한다. 한편,
상세성능평가에서는 적용 규정 및 기준 등을 통해
상세조사를 실시하고 특성평가치를 결정하여
성능검토 기준과 보유성능에 관한 정량적 수치를
구한다. 이를 토대로 구조물의 요구성능과
보유성능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구조물의 성능이
충분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성능평가 시나리오 작성
성능평가
개략성능평가
(레벨Ⅰ)

개략조사
변상의 원인추정
성능검토 기준설정
성능검토 및 판정

적용규준 및 기준 등 검토
상세조사

상세성능평가
(레벨Ⅱ, 레벨Ⅲ)

변상의 원인판정
재료특성의 장례예측
성능검토 기준 설정
보유성능 산정
성능검토
여유도 평가

<그림 1> 성능평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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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성능평가의 흐름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평가의 흐름은
<그림2>와 같다. 먼저, 성능평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개략성능평가를 실시하며, 상세성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상세성능평가
실시한 후,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상세한 성능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시나리오를 수정한

후, 재차 상세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성능평가 시나리오에 따라 개략성능평가를 생략하고
상세성능평가를 할 수도 있다.
성능평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림2>의 어떤 흐름으로 진행할 것인가는 성능평가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과정이다.

개시
성능평가 시나리오 작성
•성능평가 목적
•성능평가 흐름 및 레벨 설정
•평가 프로세스, 조사등급 등
NO

계략성능평가
필요
YES

성능평가 레벨 Ⅰ

계략성능평가 실시
YES

요구성능 만족
NO

NO

상세성능평가
필요

YES

성능평가 레벨 Ⅱ 또는 Ⅲ

상세성능평가 실시
요구성능 만족
NO
YES

추가 상세성능
평가 실시
NO

대책 필요성 여부 판정
보고서 작성
종료

<그림 2> 성능평가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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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사전에 규칙을 정해놓은 유지관리의 경우에
일상적인 점검으로부터 개략적인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본
지침을 참고하여 개략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상세성능평가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철근 배근을 따라 균열이 발생했거나 녹물이
상당량 발생한 구조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비용이나 기간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략성능평가 후에 기존
평가식을 근거로 하여 상세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상세 수치해석에 의한
상세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성능평가 시나리오도 있다.
성능평가의 프로세스에서 요구성능을 만족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 이후의 평가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다.

3.3 성능평가 항목
구조물을 새롭게 건설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개정된 각종 요구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구조물의 성능평가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구조물을 새롭게 건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본 지침에서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능평가 항목으로는 「현재 상태에서의
구조물 성능」은 아래의 ①~④의 4가지 항목이
해당되고, 이 외에 잔존공용수명이 충분히 긴 경우에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서 「구조물의 장래 성능」과
관련된 내구성 등 모두 5가지 항목이 있다.
(1) 현재 상태에서의 구조물 성능
•구조 안전성
•일상 안전성
•사용성
•보수 복원성
(2) 구조물의 장래 성능
•내구성

4. 성능평가의 레벨과 조사등급
4.1 성능평가 레벨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평가는 요구되는 평가
결과의 정확도, 정밀도 등에 따라 다음 세 가지의
레벨 중 어느 한 가지로 실시한다.
(1) 레벨Ⅰ
평가대상인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관조사
및 설계도, 공사기록, 유지관리기록 등 서류조사를
토대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기준과 대조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성능평가
(2) 레벨Ⅱ
평가대상인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도,
공사기록, 유지관리기록 등에서 취득한 데이터와
추가적으로 대상 구조물에서 직접 조사하여 취득한
데이터를 토대로, 기존의 규정 및 기준 등에서
정해놓은 성능평가식, 또는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보유성능 산정 등 검토를 수행하는 성능평가
(3) 레벨Ⅲ
평가대상인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도,
공사기록, 유지관리기록 등에서 취득한 데이터와
이에 추가하여 대상 구조물에서 직접 조사하고
취득한 상세한 데이터를 토대로, 상세한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보유성능 산정 등 검토를 수행하는
성능평가

4.2 조사 등급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콘크리트 및 철근의 현 상태나 성질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수집·정리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취득방법으로서는 콘크리트나 철근의 개략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개략조사로 외관조사나 서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상세조사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나 철근에 관한
데이터를 다수의 샘플링으로 구하는 경우도 있다.
서류조사와 외관조사에 의해 데이터를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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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1 등급의 조사에 해당한다. 2 등급과 3 등급은
모두 계측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다. 2
등급은 건축물의 내진진단시에 한 층당 3개의 코어를
채취하고 해당 층 전체의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하는
경우와 같이, 한정적인 수의 직접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다. 충분한 수의 간접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도
2 등급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반발경도법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취득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방법은 간접적인 데이터를
많이 취함으로써 불균질성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험대상 콘크리트의 코어 공시체와의
교정을 위해 실시하는 반발경도법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법의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취득하더라도 그 방법이 평균적으로 타당한
값을 추정한다고 하는 전제가 없으면, 이 방법을
채용할 수 없다. 3 등급은 많은 직접적인 데이터를
채취하여 불균질성도 포함하는 정확도, 정밀도 높은
조사결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것이다.

5. 기존 PC 거더에 대한 상세 성능평가 사례
5.1 개요
본 사례는 거더의 지간 중앙부근에 교축
직각방향의 균열이 확인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도로교를 대상으로 상세 성능평가를 수행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활하중에 대한 거동을 계측하여
구조 안전성을 레벨 Ⅱ의 상세 성능평가로 실시한
것이다.

5.2 성능평가 시나리오 작성
설계도서 및 외관 조사 등을 토대로 대상 교량의
개요에 대해 먼저 파악한 후에 변상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어서
성능평가 레벨 Ⅱ에 해당하는 상세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목적에 따라 상세조사를 실시하고,
보유성능을 산정한 후에 성능검토를 실시하였다.

5.3 대상교량의 개요
평가 대상교량은 도로교로서, 지간의 길이가
20m인 포스트텐션 단순 T형 거더교이며, 공용기간
39년 정도이다. 상부구조 형식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 교량은 5경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도 2차선의 합계 4차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1일
교통량은 약 22,000대이며, 그 중에 대형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6.5%이다. 개략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Gl ~ G6의 6개의 거더 가운데 Gl 및 G6
거더의 지간 중앙부근에서 교축 직각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그 균열은 웨브 중앙에까지
도달한 상태였다.

<그림 3> 교량 상부구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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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설계도서 검토결과 및 프리스트레스 계산
대상 교량에 관한 설계도서로는 준공도 이외에는
현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1> 및 <표 2>의
조건을 가정하여, 건설 당시의 설계 기준에 대한
프리스트레스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설계하중
작용시 PC강재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은 지간중앙에서
785 N/mm 2 였으며, PC강재의 유효 인장력은
2,860kN이었다. 한편, 고정하중 작용시 콘크리트
거더 하연에서는 압축응력 5.1 N/mm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PC강재(12-φ7)의 특성치

구

분

인장강도

입력치
1550 N /㎟

N /㎟

항복응력

1350

탄성계수

200κN /㎟

프리스트레싱시 긴장응력

1220 N /㎟

각도 1rad당 마찰계수

0.34

케이블 1m당 마찰계수

0.0045

릴렉세이션에 의한 감소율

5%

5.5 변상원인 추정
대상교량은 거더의 지간 중앙부근에서 교축
및 교축직각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원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앞에서
계산된 프리스트레스가 그대로 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제 자동차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
거더하연에 발생하는 응력을 검토하였다.
<그림 4>에 나타낸 것처럼, 건설 당시의
프리스트레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총중량 429kN의 덤프 및 727kN의
세미트레일러가 주행하는 경우에는 지간 중앙부근의
거더하연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로 추정된
휨인장강도 4.7N/mm 2 를 초과하는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되어, 거더의 지간 중앙부근에는 휨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주행차량 하중의 영향에 관한 검토 결과에
추가하여, 시공 불량 및 PC 강재의 손상 등에 의해,
준공 시점의 프리스트레스가 저하하게 됨으로써,
설계 당시에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주행차량 하중에 대한 휨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교량의 안전성에 손상이 발생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표 2> 콘크리트의 특성치

구
압축강도

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공용시

탄성계수

입력치
35 N /㎟

40 N /㎟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32.5

공용시

35.0

크리프 계수
건조수축 계수

κN /㎟
κN /㎟
2

20 X 10

-5

<그림 4> 실제 차량 하중에 의한 거더하연의 압축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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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세조사
가. 개요
변상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균열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A경간의 G1거더를 대상으로, 조사 2등급을
적용하였으며, 자동차 주행시의 거더 변형률 및
균열폭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였다.

나. 조사 계획
1) 변형률
A경간의 G1거더는, 거더의 지간 중앙에서 거의
대칭적인 위치에서 2개의 교축 직각방향의 균열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림 5>에 나타낸 것처럼,
길이 90mm의 변형률 게이지를 균열을 사이에 두고
거더 하면 3곳, 지간 중앙단면에서 수직방향으로
변형률 분포를 계측할 수 있도록 2곳, 모두 5곳에
설치하였다. 거더 하면의 지간 중앙점으로부터
550mm씩 떨어진 곳에 설치한 변형률 게이지는,
교축방향의 변형률 분포 및 균열 주변의 변형률을
계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측은 동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샘플링 주파수는 100Hz이다.

2) 균열폭
A경간 G1거더에서의 균열폭 계측을 위해서는
표점거리 50mm의 파이형 게이지를 이용하여 균열이
발생한 위치의 거더하면에 설치하였다. 균열폭
계측의 샘플링 주파수도 100Hz로 설정하였다.

다. 조사 결과
A경간의 지간 중앙부 거더하연의 변형률 g-C(그
림5 참조) 및 균열개구폭에 대한 시간이력 그래프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변형률의 최대치는 73×10-6이며, 이 때의 균열폭
은 0.061mm였다. 거더 하면에 설치한 3개소의 변
형률 게이지에서 측정된 계측치는 <그림 7>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간 중앙에
서 대칭적으로 550mm 떨어진 위치에 있는 2지점의
변형률은 거의 같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계측 구간
l,l00mm에는 거의 동일한 값의 변형률이 발생하고
있는 점, 균열 근처에서의 변형률에 대한 균열폭의 영
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 변형률 게이지의 설치 현황(A경간 G1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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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변형률과 균열개구폭의 시간이력 관계

<그림 7> 거더하연에서의 변형률 비교

5.7 보유성능 산정
가. 잔류 프리스트레스량의 산정방법
거더의 변형률과 균열폭 등의 계측 데이터를 이용
하여, 평면유지법칙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
해 잔류 프리스트레스량을 추정하였다.
먼저, <그림 8>과 같이, 지간 중앙부 거더하연의
변형률(그림5의 g-C)과 균열폭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변화하는 시점의 변형률을 읽어낸다. 통상적으로는
프리스트레스의 작용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거더하연변형률이 증가함과 더
불어 균열폭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은 안전성 측면에
서 이미 한계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어서, 이 때의 g-C의 계측치, 그리고 지간 중앙
에서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변형률 게이지 g-M 및
g-T(그림 5 참조)의 계측치로부터 거더단면에서의
평면유지법칙을 가정하여 변형률 분포를 구하고, <그
림 9>와 같이 모델링하여 중립축 주위의 모멘트 ML
를 산출한다. 이 모멘트 ML은, 균열의 개구가 시작
하는 때의 주행차량에 의한 휨모멘트를 의미한다. 여
기에 종방향 및 횡방향 거더의 자중, 난간 및 방호책,
포장 등의 하중에 의한 휨모멘트 MD(=180kN·m)
를 추가함으로써, 다음 식을 이용하여 PC 강재의 잔
류 프리스트레스 P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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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류 프리스트레스량의 산정

여기서, Ｉ : 전단면유효의 단면2차모멘트(=0.208m4)
A : 전단면유효의 단면적 (=0.905m2)
: 거더하연으로부터의 중립축 높이(m)
: PC 강재의 편심량 (=y-0.16 m)

<그림 8>에서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폭이
급격하게 증대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어느 지점으로
선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가 판단하게 된다.
본 사례에서는 2가지 Case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Case①의 경우, 거더하연 변형률 값은 40×10-6이며,
그 때 중립축 높이는 y=1.12m가 된다. 한편,
Case②의 경우에는, 각각 60×10-6, 1.14m이다.
그 결과, 균열개구가 시작할 때의 휨모멘트의 값은
Case①의 경우에는 270kNm, Case②의 경우는
410kNm가 된다.
식(1)에 이들 휨모멘트값을 대입함으로써, PC
강재에 잔류하고 있는 인장력(즉, 프리스트레스)은
각각 Case① 2,080kN, Case② 2,260kN이 된다.

5.8 성능 검토

<그림 8> 변형률과 균열개구폭과의 관계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산정된 프리스트레스의
보유성능과 5.4에서 산출한 PC 강재의 유효
인장력(프리스트레스의 설계치)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Case①의 경우> : 2,080/2,860 = 0.73
PC 강재의 잔류 프리스트레스량은 설계치의
73%로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Case②의 경우> : 2,260/2,860 = 0.79
PC 강재의 잔류 프리스트레스량은 설계치의
79%로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의 추정에 사용된 변형률이나
균열폭의 계측 정밀도, 균열 개구시의 거더하연
변형률 평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9 요약

<그림 9> 균열개구시의 변형률분포 계측결과에
근거한 작용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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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서는, 기존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교의 PC 거더에 균열발생이 육안으로
관찰된 경우에 대하여, 차량주행시 계측을 통해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잔류 프리스트레스량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구조 안전성 검토를
수행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잔류 프리스트레스량이 설계 당시의
프리스트레스량의 73~79%로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총중량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동시에, PC강재의 손상 유무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상세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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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터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노태길 | 한국시설안전공단 교량터널안전실 과장
길태형 | 한국시설안전공단 교량터널안전실 직원
최 욱 | 한국시설안전공단 교량터널안전실 부장

1. 서 론

2. ○○터널 시설물 현황
1. 터널 라이닝 형식

콘크리트는 현시대의 구조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이며 시공 편의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경쟁 대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는 단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점검 및 진단 시 실시하는
외관조사에서 균열조사는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고속도로 ○○터널의 정밀안전진
단 시 조사된 폭 2.0mm의 종방향 균열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999년 준공된 ○○터널(○○고속도로 건설공사
○공구)은 고속국도 ○○호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양시와 경기도 안산시에
걸쳐 시공되었다. ○○터널은 4차선 병렬터널로서
시·종점부 개착터널과 NATM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연장은 상행선(판교방향) 1,865m,
하행선(일산방향) 1,882m이다. 시·종점부의
갱문형식은 면벽형으로 시공되었다.

(a) ○○터널 갱문부

(b) ○○터널 본선

<그림 1> ○○터널의 본선 및 갱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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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시공 당시 적용된 지보패턴은
RMR(Rock Mass Rating) 점수에 따라 지보패턴
Ⅰ∼Ⅳ의 4가지 타입(TYPE)의 지보재가 설치되었는
데, 지반상태가 가장 양호한 구간의 경우에는 지보패
턴 Ⅰ로, 지반상태가 가장 불량한 구간은 지보패턴

Ⅳ로 시공되었다. 단, 개착부 인근의 지보패턴 Ⅳ 구
간의 경우 풍화암층 통과 구간은 <그림 2>와 같이 철
근콘크리트로 보강되었다. 이외에도 철근콘크리트 구
간은 시, 종점부 개착부와 피난연결통로 구간 및 제트
팬 설치 구간에 적용되었다.

<표 1> ○○터널 단면별 지보 형태

표준단면Ⅰ
(경암)

표준단면Ⅱ
(보통암)

표준단면Ⅲ
(연암)

표준단면Ⅳ
(풍화암)

형식

Random

System

좌동

좌동

길이

SD35, D25
L=5.0m

좌동

좌동

좌동

구 분

Rock
Bolt

Wire
Mesh

종방향 간격

3.0m

2.0m

1.5m

1.0m

횡방향 간격

2.0m

1.5m

1.5m

1.0m

Shotcrete

t = 10cm

t = 15cm

t = 20cm

t = 25cm

Steel rib(H-150)

-

-

1.5m

1.0m

1차

2차

3차

3차

t = 40cm

좌동

좌동

좌동

4.8X100X100
Con'c Lining

<그림 2> 지보패턴-Ⅳ 철근보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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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배수방식 분석
배수형 터널의 경우 배수구는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표면수와 라이닝 배면의 지하수를 터널
내부로 유도하여 배수 처리함으로써 라이닝에 수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터널의 배수는 숏크리트 표면에 두께 2mm 정
도의 플리스(fleece) 필터재를 입히고 그 위에 방수

시트를 도포한 후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마감함으
로서, 터널 라이닝의 배면유입수가 방수시트를 타
고 공동구 하단에 설치된 횡배수관(PVC Ø100mm)
을 통하여 도로부 좌·우측에 설치된 배수관(THP
Ø 400mm)으로 집수되어 터널 종단기울기에 따라
터널외부로 배수되는 형식이다. <그림 3>, <그림 4>
는 ○○터널의 배수체계 평면도 및 단면도이다.

<그림 3> ○○터널 배수체계 평면도

<그림 4> ○○터널 배수체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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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기방식 분석
터널구간은 구조적으로 폐쇄되어 있으므로
교통정체 및 주행차량의 사고가 많으며, 사고
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의 배출가스에는 매연,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터널 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악영향을 주며 운전자의 시계를
저하시킨다. 이러한 불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기를 실시하여 유해물질의 농도를 자동차 주행
및 유지관리상 안전한 한도까지 완화하고 터널 내

교통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여러 환기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터널의 환기방식은 제트팬( 1,600mm)군의
승압에 의하여 차도를 풍도로 활용하는 제트팬
종류식으로서, 터널연장이 1.8km 이상인 본 터널에
가장 경제적인 환기방식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본 환기방식은 화재 발생 시 갱구 부근 이외엔
배연출구가 없고 환기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낮은
불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어 유사시를 대비하여
환기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방식이다.

<그림 5> ○○터널의 환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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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반조건
○○터널 구간은 기반암의 연암층이 노출되어
있는 터널 시점측의 TB-1 지점을 제외하고는
느슨한 상태의 붕적층이 0.5~3.5m의 두께로
표토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하부에 기반암 연암층이
발달하였다.
붕적층은 일반적으로 실트, 모래, 자갈, 전석으로
구성된 암갈색의 모래질 자갈층이다. 붕적층
하부에 매우 심한 내지 보통 정도의 풍화를 받은

연암층이 2.0~5.7m의 두께로 발달하고 있으며
TCR 26~100%, RQD 0~60%이다. 경암층은
TCR 75~100%, RQD 35~100%의 범위를 갖으며
평균적으로 Fair Rock에 해당한다. <그림 7>은
지보패턴 Ⅳ 구간에 해당하는 시추주상도를 나타낸
것이며, 특히 터널 종점부의 개착부 인근은 터널
굴착면 상단의 암반이 파쇄대가 발달되어 시공 중
지보패턴 Ⅳ 구간은 철근으로 보강되었다.

<그림 6> ○○터널 시추공 위치 평면도 및 암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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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보패턴 Ⅳ 구간에 대한 시추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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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결과 및 균열 발생원인 분석
터널 라이닝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로부터 나타난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균열은 천장부 종균열과 span
중앙부에서 타일부와 연결된 횡균열이 대부분으로,
일부 타일부 측벽 상단 망상균열 및 횡방향
시공이음부 주변의 반원형 균열 등이 조사되었다.
누수 및 백태의 경우는 누수가 발생된 기간 등에 따라
기존 누수부위에 백태가 발생한 부위가 있었으며,
금번 조사 시 천장부 종균열을 따라 일부 누수 및
백태가 조사되었고 횡방향 시공이음부 주변에서도
누수 및 백태가 조사되었다. 시공이음부 주변에서
재료분리, 박락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횡방향
시공이음부 주변에서 박락이 우려되는 부위가 일부
조사되었다.

1. 균열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균열에 대한 ○○터널 외관조사 결과, ○○터널
에서 조사된 대표적인 균열로는 <사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터널 천장부 주변에서 보수부 재균열을
포함하여 종방향 균열이 조사되었으며, S205의 천장
부에서는 폭 2.0mm의 종방향 균열이 조사되었다.
또한 측벽부 하단에서부터 시작하여 타일부 상단으
로 진행된 횡방향 균열이 각각의 Span 중앙부에서
규칙적으로 조사되었으며 타일부 벽체 상부에 망상균
열과 시공이음부 주변으로 반원형 균열이 일부 조사
되었다.

(c) S192 LC 종균열(1.0/9.0)

(d) S207 LW 횡균열(0.3/10.4)

(e) S214 LC 망상균열 (1.1×1.0, CW=0.2mm)

(f) S205 RC 종방향 균열(2.0/9.0)

<사진 1> 라이닝 균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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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중앙부에 규칙적으로 발생한 횡방향 균열의
원인은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 시기와 관련이 있다.
시공 당시 공동구 및 배수로 하부 구조물을 선 시공
후 벽체 라이닝을 타설하게 되는데 이 때 콘크리트
타설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벽체부 하부는 이미
타설된 하부 구조물에 의해 단부구속 영향을 받게
되고 시공이음부 끝단은 자유단이 되며 벽체부
타설 콘크리트의 소성수축과 장기건조수축에 따라
접속부로부터 인장응력이 발생하여 Span의 중앙부에
횡방향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NATM 터널은 터널굴착 시 발파에 따른 불규칙한
굴착면이 형성되고 이에 1차 지보재 및 방수시트
설치 후 슈트홀을 통해 2차 라이닝 콘크리트를
중력에 의해 타설한다. 종방향 균열 발생 원인은
굴착면의 영향으로 인해 2차 라이닝의 두께 또한
일정한 두께를 확보하지 못하고 두께가 불규칙하게
형성되며, 일반적으로 측벽부 보다는 천장부의
라이닝 두께가 설계 두께에 비하여 얇거나 불규칙한
두께로 형성된다. 이러한 불규칙한 단면 중
취약부위에서 콘크리트의 온도변화 및 건조수축에
의해 미세균열이 발생되고 공용 중 콘크리트
건조수축에 의해 균열폭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망상균열의 발생 원인은 2차 콘크리트 타설(라이닝
부분)시 점검창을 통해 vibrator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표면에 간극수가 이동함으로써
레이턴스가 발생하여 라이닝 콘크리트 경화 전
초기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반원형
균열의 경우 Span 이음부에서 조사되었으며, 이는
<그림 8>과 같이 2차 라이닝 타설 시 사용되는
이동식 강제 거푸집의 중첩부위로 거푸집 밀착 시
사용되는 유압잭의 불균형으로 인해 반원형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지보패턴 Ⅳ구간의 균열 발생원인 분석
○○터널(일산방향)의 천장부 종방향 균열 중 지보
패턴-Ⅳ(철근보강)로 시공된 S205 우측천장부에서
폭 2.0mm의 다소 큰 균열이 조사되었다. 발생된 균
열의 원인 분석을 위하여 반발경도시험에 의한 콘크
리트 강도 확인 및 라이닝 두께와 철근위치 확인을 위
한 초음파토모그래프(MIRA), GPR탐사, 철근탐사
(SSMINI) 등을 실시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시험결과, 라이닝의 강도는
32.1MPa로 설계기준강도(27.0MPa)를 초과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철근탐사(SSMINI) 시 측정범위의
한계로 인해 철근은 탐지되지 않았다.

(a) S76 LC 반원형균열(0.3/3.6, 0.3/2.7)

(b) 강재거푸집 설치 형상

<그림 8> 시공이음부 주변 반원형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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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205 RC 종방향 균열(2.0/9.0)

(b) GPR탐사 결과
<그림 9> S205 종방향 균열 및 GRP탐사

S205의 종방향 균열은 철근구간에서 조사된
균열로 SSMINI보다 탐사 가능 심도가 높은
GPR장비를 이용하여 철근위치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그림 9>, (b)와 같이 균열발생 위치인 S205
우측천장부의 피복두께는 평균 450mm 위치에
배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S205의 라이닝 두께 및 철근배근 상세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토모그래프(MIRA)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그림 10>과 같이 라이닝 두께는 약
750mm로 확인되었고, 피복두께는 약 450mm로
GPR 탐사결과와 비슷한 결과 값을 나타내었으며
복철근으로 배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NATM터널은 시공 시 Span별로 철근배근을
실시하고 이후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소 철근이 이동할 수 있으나 비파괴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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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라이닝 두께 및 피복두께로 보아 조사된
S205의 철근배근 상태는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중 시공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해 철근의 위치가
설계 위치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철근이 배근된 콘크리트는 시공 초기 환경적
요인과 재료적 요인 등에 의해 균열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균열은 인장철근으로 인해 균열 폭이
제어되어 대부분 0.3mm미만의 균열이 발생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본 터널 S205에서 조사된 폭
2.0mm의 균열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GPR탐사
및 초음파토모그래프를 통해 조사된 피복두께가
약 450mm로 설계 시 배근위치와 상이하여 철근이
균열 폭 제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터널과 같이 대단면 터널의 경우 철근

(a) 초음파토모그래프 측정 시험

(b) S205 초음파토모그래프(MIRA) 측정 결과

<그림 10> 종방향 균열부(S205) 초음파토모그래프(MIRA) 측정

배근 및 조립 시 자중에 의해 처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림 11>과 같이 특수제작
앵커를 사용하게 된다. ○○터널의 경우 준공보고서
및 건설지 등이 불충분하여 당시 시공 상세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시공 사례를 보아 철근 처짐
방지용 앵커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S205 구간의 라이닝 두께가 설계보다 약 250mm
큰 것으로 보아 설계 굴착면보다 과다하게 굴착된
상태로 보이며 기성품으로 제작되는 처짐 방지용
앵커를 사용하여 철근을 고정시킨 후 라이닝을
타설함으로써 철근피복두께가 설계보다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철근보강된 지보패턴-Ⅳ의 천장부 중심에서

좌·우측으로 4m 떨어진 지점에 <그림 12>와
같이 겹이음을 하였으며, 겹이음 길이는 690mm로
확인되었으나 철근을 이용한 겹이음부 결속 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겹이음부 시공상태가
미흡하여 2차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압에 의해 철근의
위치 변동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S205에서 조사된 폭 2.0mm의 균열은
터널 굴착 시 여굴 발생 및 철근 배근불량 등의 시공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해 철근 피복두께가 설계보다
과다하게 배근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금회
조사된 균열 폭 2.0mm의 종방향 균열에 대해서
구조적 균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조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였다.

(a) 철근 처짐 방지용 앵커 시공사례

(a) 철근 처짐 방지용 앵커 단면도

<그림 11> 철근 처짐 방지용 앵커 설치 및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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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터널 철근 겹이음부

4. 해석적 검토

2. 적용물성 및 하중

1. 해석 모델링
해석단면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균열 위치에 대한
GPR 탐사결과 및 초음파토모그래프 탐사결과를
바탕으로 균열이 발생한 위치의 라이닝 두께는 실제
두께인 750mm를 적용하였고 라이닝에 보강된
주철근 간격은 150mm을 적용하였으며, 피복두께는
450mm를 적용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지반 물성은 '○○고속도로 건설공
사 토질조사보고서(1999.11)'을 참고하여 단위중량
및 변형계수를 결정하였다. 지반반력계수는 미공병단
이론식(AFTES)에 의하여 산정하여 스프링으로 묘사
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철근콘크리트의 재료물성은
<표 3>과 같다.

(a) 해석 단면

(b) 모델링

<그림 13> 해석단면 및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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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석 지반물성

구 분

단위중량
(κN/㎡ )

점착력
(MPa)

포아송비

변형계수
(MPa)

측압계수
K0

내부마찰각

토 사

18.62

0.01

0.3

20

0.43

30

풍화암

21.56

0.3

0.3

40

0.43

35

연 암

23.52

1

0.25

800

0.33

40

경 암

25.48

2

0.2

20,000

0.25

45

<표 3> 철근콘크리트 재료물성

콘크리트
구

분

라이닝

철

압축 강도(MPa)

근

탄성계수
(MPa)

설계기준

현장조사

적용치

인장강도
(MPa)

2.67 x 104

27.0

36.1

27.0

400

콘크리트 라이닝의 작용하중은 자중, 이완하중
및 잔류수압 등이 있으며, 터널 굴착 시 이완하중에
대하여 문헌 및 기존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완하중
산정을 위한 지반해석 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하중을 적용하였다.
라이닝에 작용하는 지반이완하중 산정을 위한
MIDAS GTS NX 해석 결과, 전단면 굴착 및 지보재
미설치로 불리한 조건의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지반이완하중은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라이닝의 안전성 해석 시 적용한 이완하중은
경험식에 의한 산정 값 중 지반해석의 결과에 가장
근접한 값인 Bierbaumer 제안식에 의한 이완하중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3. 해석결과
하중조합에 따른 부재의 검토 위치는 아래의 <그림
14>과 같으며, 해석결과를 정리하면 <표 4>, <표 5>와
같다.

<그림 14> 해석검토 위치

<표 4> 하중조합에 따른 해석결과(부재력)

부재력

구 분

축 력(kN)

전 단 력(kN)

모멘트(kN·m)

CASE-1

균열부

-1416.2

77.9

63.3

CASE-2

균열부

-1846.2

99.9

71.7

CASE-3

균열부

-1775.0

109.7

107.3

CASE-4

균열부

-1909.4

75.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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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하중조합에 따른 구조물의 단면력도(CASE-3_max)

휨 모 멘 트(kN·m)

축 력 (kN)

전 단 력(kN·m)

변 위(mm)

<표 6> 강도설계법에 의한 검토

단면력
구분

전단력

전단력
(κN )

모멘트
(κN·ｍ )

철근
검토

검토

CASE-2

균열부

99.9

71.7

D16@150

152.64

1.52

OK

190.79

2.66

OK

CASE-3

균열부

109.7

107.3

D16@150

152.64

1.39

OK

190.79

1.77

OK

*

,

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구조해석 단면은 D16 철근이 150mm 간격으로
보강되어 있어 강도설계법으로 검토는 단면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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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 모멘트

큰 CASE-3으로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안전율은 1.0 이상으로 검토되었다.

4. 사용성 검토
2012년 개정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서는
철근의 수량 및 간격, 콘크리트 구성 재료, 그리고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 등이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을 제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번
구조물의 검토에서는 최외측 인장철근의 사용하중에

대한 응력을 산정한 후 콘크리트의 인장연단에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철근의 중심간격(s)를 구하고 이를
인장철근의 설계 간격과 비교하여 균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균열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7>와 같으며 설계단면과 실제단면의 균열단면은
<그림 15>와 같다.

- 최 외측 철근 소요중심간격
: 인장철근이나 긴장재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최소 두께 (450mm)
: 사용하중 상태에서 인장연단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철근의 응력

(a) 설계단면

(b) 실제단면
<그림 15> 균열단면
<표 7> 사용성 검토 결과 CASE-3

검토
위치

(kN·m)

(MPa)

균열부

85.5

154.15

○○터널 Span 205에 발생된 균열의 원인 분석을
위한 사용성 검토 결과, <표 7>과 같이 사용하중
하에 최외측 철근의 소요중심간격보다 실제
평균배근간격이 크므로 균열이 발생 가능한 조건으로
판단된다.
단, 최외측 철근의 소요중심간격이 (-)값을

최 외측 철근
소요중심간격
(mm)

최 외측철근
평균배근간격
(mm)

비고

-742.80

150

N.G

나타내는 것은 <그림 15>의 (b)와 같이 인장철근이
설계위치보다 라이닝 배면쪽으로 과도하게 이동되어
피복두께가 450mm로 시공되었기 때문이며, 반복
계산에 의해 피복두께가 240mm로 시공되었을 경우
현재 배근된(150mm 간격) 인장철근이 균열을 제어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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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터널의 외관조사 결과, 일산방향 Span 205에
폭 2.0mm의 종방향 균열이 조사되어 발생원인
분석과 구조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건을 분석 및
검토하였다.
폭 2.0mm 균열이 발생한 ○○터널 일산방향의
Span 205에 대해 초음파토모그래프(MIRA)
및 GPR 탐사결과, 라이닝 두께(750mm)가
설계두께(400mm) 보다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구간에 대해 철근탐사결과,
철근배근이 배면으로 올라가 피복두께가 약 450mm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철근배근과 설계 피복두께가 상이하게 시공된
원인은 터널 굴착 시 여굴의 발생, 처짐 방지용
앵커의 사용, 겹이음부의 시공 상태 등 시공 당시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시공 품질관리 미흡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구조해석을 통한 강도설계법으로 균열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균열이 발생한 라이닝에
대한 안전율은 1.0 이상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공 시
인장철근이 배면으로 과도하게 이동되어 피복두께가
450mm로 시공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사용성
검토 결과, 현재 배근된 철근의 평균중심간격이
소요중심간격보다 크게 되어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콘크리트 피복은 배근되는 철근이 부식되지 않
도록 하고,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력을 발휘
시키기 위하여 일정 두께의 콘크리트로 보호하며, 설

계 시 철근에 대한 최소피복두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 시 피복두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나
치게 크게 시공될 경우 균열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터널의 Span 205의 경우와 같이 피복두께가
과다하게 시공될 경우 균열에 대한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1)	콘크리트의 구속력 약화 : 콘크리트의 표면이
철근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표면 부근
이 수축되는 것을 구속할 힘이 약해진다.
2)	부재내하력 감소 : 인장철근의 덮개가 설계 치
수보다 클 경우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이 저하
되어 인장측의 균열이 심해질 수 있다.
3)	균열 분산 효과의 약화 : 콘크리트 표면에서부
터 철근까지의 거리가 증가함으로써 설계 시 고
려하였던 균열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는 결과
가 발생한다.
현장조사 및 비파괴시험 결과, 발생된 균열은
라이닝 두께가 상대적으로 크고 인장철근의
배근위치가 설계조건과 상이한 일부 Span에서
국부적으로 조사되었으며, 균열 주변에서 추가적인
구조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터널 일산방향 Span 205에서
발생된 2.0mm의 종방향 균열은 구조적인 손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단, 사용성 검토 시, 시공
품질관리 미흡으로 설계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라이닝
두께 및 인장철근 위치, 피복두께로 인해 발생된
균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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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부위별 손상을 통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정하태 | 한국시설안전공단 수리안전시설실 과장, 공학석사

1. 서 론

2. 교각 코핑부 손상사례-1

교각은 받침부, 코핑부, 기둥부, 기초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위별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며 해당부위에 손상이 발생될 경우 교량 안전성
및 사용성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위별 손상들은 설계오류, 시공오류, 부적절한
유지관리등 다양한 상황 및 조건등에서 발생된다.
교량의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손상발생이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원천적으로 손상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교각 부위별로
발생된 손상원인 분석을 통해 교량장수명화를 위한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대상구조물 현황
본 교량은 1981년도에 준공되었으며 본교
좌·우측(D, E램프) 동일한 형식의 램프교로서
연장은 130.0m(2@20+3@30)이며 상부구조는
PSC I빔교로 구성되어 있다. 균열이 발생된
코핑부는 <그림 1>과 같이 형고가 다른 상부구조를
받치는 계단형식으로서 코핑부 좌·우측으로 각각
상부구조를 면진받침(LRB) 6개가 받치고 있다.

<그림 1> 교각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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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코핑부 손상현황
외관조사결과 <사진 1>과 같이 D, E램프에서
형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코핑부 전면 및 상면에
중간받침을 기준으로 좌·우측에 대칭으로 균열폭

0.6∼1.2mm, 균열연장 0.5∼0.7mm의 수직균열
5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코핑부 후면에는 주입·보수
및 단면 복구와 재균열등이 조사되었다.

D램프-P2-균열(1.0mm/0.5m)

균열 현황도

D램프-P2-전면-균열
(0.2mm/0.7m)

균열 현황도

E램프-P2-균열(1.0mm/0.6m)

균열 현황도

<사진1> 교각 코핑부 손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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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프-P2-균열(1.2mm/0.5m)

D램프-P2-배면-균열
(0.2mm/1.0m)

E램프-P2-균열(0.5mm/0.6m)

2.3 손상부위에 대한 비파괴조사

색깔에서 차이 없는 점등으로 판단할 때 발생된
균열은 최근에 발생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가. 탄산화 진행성 측정
전차진단 점검 및 진단 결과와 문헌참조결과
해당 손상부의 발생이력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발생 시기를 역으로 추정하기 위해 <사진 2>와
같이 탄산화진행정도를 활용하였다. 확인결과
건전부의 경우 약16.72mm, 균열부의 경우 136mm
이상으로 약 8.1배 이상 더 탄산화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균열부 틈과 코핑부 주위의 먼지

나. 균열 진행성 측정
균열진행성 여부에 따라 보수·보강이 달라지므로
<사진 2>와같이 균열게이지 설치 및 균열진행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짧은 기간이나 진단기간 동안
3차에 걸친 진행성 여부 확인결과 진행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 2> 탄산화 진행결과

DRP2-여-균열부 게이지

1차 측정(08.06)
<사진 3> 균열진행성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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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측정(10.05)

3차측정(12.07)
<사진 3> 탄산화 진행결과(계속)

코아 채취당시

1차 확인(10.02)

2차 확인(12.07)

<사진 4> 코아채취부 균열진행성 측정결과

<사진 5> 철근탐사를 위한 GPR탐사전경

또한, 균열부 코아 복구부의 경우 균열의 진전이
있을 경우 복부구의 균열이나 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3개월의 확인결과 균여진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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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PR 탐사
철근배근상태 확인을 위해 철근탐사를 실시하였으
나 피복두께가 깊어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아 GPR탐
사를 통해 철근배근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설계도면
또한 부재하여 가장 유사한 교각의 철근배근 수치와
비교하였다.

GPR을 통한 철근탐사결과 콘크리트 피복의 경우
추정 설계피복보다 3배정도 깊게 조사되었으나

철근배근 간격은 대체로 추정 설계배근 간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DRP2-코핑부 상면 탐사측선>

추정설계피복

측정피복

추정설계배근간격

측정배근간격

50.0mm

160.0mm

150.0

200mm

<탐사결과>

<DRP2-코핑부 정면 탐사측선>

추정설계피복

추정설계피복

75mm

75mm

측정피복

측정피복

180-190mm

140mm

추정설계배근간격

추정설계배근간격

300mm

500mm

측정배근간격

측정배근간격

250-300mm

500mm

<그림 2> GPR탐사 결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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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조해석 검토
해당교각 받침에 작용하는 반력을 구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상부구조(PSC-I Beam)를
모델링 하여 자중, 연석, 포장하중 등의 고정하중과
설계활하중을 고려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교각부 상세구조검토는 <그림 3>과 같이 입체요소
(Solid Element)를 사용하여 3차원으로 모델링하였
으며, 구조검토 시 상부구조의 고정하중 및 활하중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 반력계산을 위한 상부구조 모델링

(b) 코핑부 모델링

(a) 교각 모델링

(b) 코핑부 측면 모델링

<그림 3> 구조해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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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에 의한 교각 코핑부의 위험단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균열부의 인장응력은 콘크리트의 허용
휨인장강도 내로 평가되었고, 사용 철근량에 대해
기본내하력은 설계하중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5 검토결과 및 보수·보강
본 교각에 발생된 균열은 4차 진단시에
발견되었으나 균열부를 포함한 코핑부 전면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묻어 있어 균열부의 구별이 어려운점,
탄산화 진행정도 확인결과 건전부에 비해 상당히
진행되었던 점과 <사진 6>과 같이 계단식 받침
형식이라 거더 단부가 가려져 작업공간 협소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운 점등으로 판단할 때 점검 및
진단에서 누락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 휨인장응력

(b) 전단응력
<그림 4> 상부구조 하중에 대한 교각부의 응력분포

<사진 6> 교각 정·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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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각부 균열 손상사례-2

4.2 교각구체 손상현황

4.1 대상구조물 현황
본 교량은 1999년도에 준공된 교량으로 상부구조
는 PC BOX거더이며 하부구조는 Y형교각으로 코핑
부와 기둥부에 PSC강연선이 배치되어있다.

외관조사 결과 <그림 5>와 같이 기둥부(전, 배면,
좌우측면)에서 균열폭 1.0mm이하의 수직균열들이
다수 조사되었다.
우측면 균열부에 대한 코아 채취결과 균열깊이가
설계피복두게(100mm)를 초과하였으나 철근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면>

< 좌측면 >

<그림 5> 교각 기둥부 손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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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해석 검토
현장조사 결과 교각 기둥에 수직방향 균열이
조사되어 구조적 균열원인 발생유무 파악을 위해
교각을 입체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내부에 배치된

강선은 Reinforce 요소로 모델링하고 긴장력을
적용하였다. 또한, 상세해석에 적용된 하중은 교각
안정성 검토시의 하중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배면>

< 우측면 >

<그림 5> 교각 기둥부 손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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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부 강선 긴장력재하(1/2view)

a) 상세해석 모델링
<그림 6> 상세해석 모델링

교각 상세해석 결과 <표 1> 및 <그림 7>과 같이 교각에 발생하는 응력은 모두 허용응력을 이내로
검토되었다.
<표 1> 상세해석 결과

구분
시공단계
하중 적용시

완성단계
하중 적용시

주응력 P1 (

)

주응력 P2 (

주응력 P3 (

발생응력

-0.67 / 2.33

-1.60 / 0.68

-8.86 / 0.07

허용응력

-12.00 / 2.74

-12.00 / 2.74

-12.00 / 2.74

검토결과

허용응력 만족

허용응력 만족

허용응력 만족

발생응력

-0.42 / 1.97

-1.23 / 0.62

-8.25 / 0.03

허용응력

-12.00 / 2.74

-12.00 / 2.74

-12.00 / 2.74

검토결과

허용응력 만족

허용응력 만족

허용응력 만족

b) 주응력 (P3)

a) 주응력 (P3)
<그림 7> 교각기둥 주응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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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검토결과
교각에 발생된 균열발생 원인에 대한 추정결과 1.
시공당시 교각상부에 일시적으로 작용되었거나 2.
기둥부 콘크리트 강도 발현전 PSC강연성 인장으로
인한 일시적 초과하중 작용 3. 기둥부 거푸부집
조기탈영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5. 받침부 손상사례-3
5.1 대상구조물 받침현황
본 교량의 상부구조형식은 Steel Box Girder
형식으로 1993년도에 준공되었으며, 문제가 되었던
받침 앵커볼트 파단 구간은 본선 단경간(S1, 교각

P1시점부 받침, L=26.0m, 거더 4개)구간이며
받침은 포트받침 형식이며 받침배치 현황은 그림
8.과 같다.

5.2 받침 손상현황
P1 시점부 받침은 고정단으로써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차 정밀안전진단당시에는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신축이음 J2를 교체한 이후 정기점검
시에 사진7과 같이 P1 시점부 교량받침 Br1, Br3는
받침 콘크리트가 Br2, Br4의 경우 받침 콘크리트
및 코핑부가 파손 되었다. 또한, P1 시점부 받침
앵커볼트16개소(받침4개소×앵커볼트4개소)는
모두 파단 되면서 교대 A1방향으로 슬립(Slip)이
발생되었다.

<그림 8> 받침 배치현황

b. 교량받침 파손현황

a. 교량받침 이동현황

<그림 9> P1 시점부 교량받침 파손 및 이동(Slip)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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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립(Slip)량은 받침 위치마다 미소하게
차이가 있으나 <그림 2>와 같이 A1방향으로 약
19∼28mm정도 이동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S1 상부의 가드레일과 방호벽의 슬립(Slip)량과
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 P1 Br1 시점부-전면

b. P1 Br1 시점부-좌측

c. P1 Br1 시점부-배면

d. P1 Br2 시점부-전면

e. P1 Br2 시점부-우측

f. P1 Br2 시점부-배면

g. P1 Br3 시점부-전면

h. P1 Br3 시점부-우측

i. P1 Br3 시점부-배면

j. P1 Br4 시점부-전면

k. P1 Br4 시점부-우측

l. P1 Br4 시점부-배면

<사진 7> P1 시점부 교량받침 외관조사 현황 및 받침 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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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1 Br1-1 앵커볼트 절단단면

(b) P1 Br1-4 앵커볼트 절단단면

(c) P1 Br2-4 앵커볼트 절단단면

<사진 8> P1 시점부 받침 앵커볼트 파단현황

5.3 앵커볼트 손상현황
사진 8과 같이 P1 시점부 고정단 받침 앵커볼트
16개소 모두 수평으로 절단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절단면 및 나사선에서 일부
부식이 조사되었다. 하지만 파단면 및 나사선이
깨끗하고 앵커볼트 파단된 후 2∼3개월 정도
대기중에 노출된 점을 고려할 때 앵커볼트의 파단
원인은 지속적인 피로하중보다는 교축방향으로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수평력이 1∼2회 정도
작용하여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5.4 신축이음 하부 콘크리트 바닥판 유간
신축이음 J2 하부의 신축유간의 부족으로
온도상승에 따른 신축거동이 구속 되었으며 이러한
구속력을 해방하기 위해 바닥판 S2가 바닥판 S1에
강한 수평력을 작용하였다는 가정하에 신축이음 J2
하부에 설치된 물받이를 제거하여 바닥판 유간사이를
확인하였다. <사진 9>와 <그림 10>과 같이 신축이음
전연장에서 유도배수관로 내부 및 Sl, S2 바닥판
사이에 적치 및 방치된 콘크리트, 토사, 스티로폼이
코핑부 상면으로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유도배수관로에 후타재 콘크리트가
흘러들어 굳어있는 상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9> 바닥판 콘크리트 유간사이 적치된 콘크리트 덩어리 및 토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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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축이음 J2하부 이물질 적치현황 개요도

(b) 신축이음 J2하부 이물질 적치현황 상세도

<그림 10> 신축이음J2 하부 이물질 적치 현황

5.5 검토결과
5.5.1 외관조사 결과
① 경 간 S1(고정단 받침), S2(자유단 받침)
신축이음 하부 콘크리트 바닥판 유간 사이
확인결과 신축이음 J2 교체 시 기존 후타재
콘크리트 및 신규 후타재 콘크리트, 이물질
등의 방치 및 미제거로 신축에 필요한 유간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신 축이음(J2) 교체 시부터 받침 앵커볼트
파손시기까지 약 대기온도는 0.4∼17.7℃의
기온상승이 발생되었으며 계측결과를
적용하였을 경우 경간 S2는 J2 신축이음 교체
이 후 온도상승에 따라 약 0.3∼13.5mm(▲)의
신장을 했을 것이라 추정 할 수 있다.

③ 따 라 서 < 그 림 1 1 > 과 같 이 신 축 이 음 ( J 2 )
교체 시 바닥판 S2와 S1 유간사이 적치된
콘크리트 덩어리 등으로 인해서 신축이음(J2)
교체 후 온도상승에 따라 발생된 바닥판 S2의
교축방향 변위[0.3∼13.5mm(▲)]가 강제
구속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강재 구속력을
해방하기 위해 바닥판 S2(자유단 받침)는 바닥판
S1(고정단 받침)에 수평력을 작용시켰으며
이러한 수평력은 온도상승에 의한 신축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단(S1) 받침 앵커볼트가 견딜
수 있는 허용응력이 초과되어 받침부가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수평력 작용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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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조사 및 분석결과는 교각부위별 손상발생에
대한 사례를 소개 한 것으로써 이를 통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교 각 은 교 량 상 부 구 조 를 지 지 하 는 동 시 에
받침, 신축이음부등의 장치를 통해 온도변화,
지진발생에 의한 교량의 거동을 조절하는
부위이다.
2)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의 수명은 사용여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되는 소모성
장치들로써 교체 시공 시 정밀하고 시공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3)	1번째 사례는 공용중에 받침교체를 위한 상판
인상 시 부적절한 잭업작업으로 인해 초과하중
또는 편심하중이 작용하여 코핑부의 손상을
유발한 사례이며,
4)	2번째 사례는 교량시공 당시 시공계획에 의한
철저한 시공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기둥부에 손상을 유발한 사례이며,

5)	3 번 째 사 례 는 신 축 이 음 교 체 시 정 밀 한
시공관리가 되지 못할 경우 받침부의 손상을
유발한 사례이다.
6)	3가지의 교각부위별 손상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시공시나
시공이 후 유지관리 시 시공 및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 교량의 기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국가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면 교각부위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가 항상 발생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유지관리
가 필요하며, 손상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원인분
석을 실시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만 교량의 장수명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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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진단본부 수리시설안전실 차장

1. 서 론

2. 대상 시설물의 제원 및 이력

댐체는 준공 이후부터 저수위, 온도, 강우 등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영향에 따라 거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동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댐체 내 설치되어 있는 각 계측기기를
통한 계측데이터의 경시변화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댐체 거동의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장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OO댐의 계측자료분석
사례를 통해 이상거동으로 판단된 지하수위계의
상세 계측자료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댐체 상태에 대하여 추측해보았다.

본 장에서 사례로 제시한 대상시설물의 주요 제
원과 이력을 각각 <표1, 2>와 <그림1, 2>에 각각
나타내었다. 본 시설물은 1993년에 준공되어 현재
(2016년)까지 23년이 경과된 중심코어형 사력댐
형식의 댐시설로 2015년에 제3차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상태이다. 대상시설물의 주요 이력을 요약
하면 1998년 상시만수위(EL.150m) 이후 같은 해
3번의 싱크홀이 댐마루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싱크
홀의 원인이 댐체 내 침투수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
로 판단되어 이후 2회('00년, '03년)에 걸친 그라우
팅 보강을 실시하였고 댐체의 보강확인 및 주기적
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하수위계 10개소를 설치하
였다.

<표 1> 대상시설물의 주요 제원

구분

시설현황

여수로 및 수문

항목

단위

준공년도

-

1993년 7월

형

-

중심코어형 사력댐

댐마루표고

EL.m

155.1

댐길이

m

407

댐높이

m

55

댐체적

㎥

1,319,261

사면경사

-

상류면 1:22, 하류면 1:1.8

여수로형식

-

횡월류형 측구식 여수로

월류부 웨어길이

m

200

여수로 길이

m

502

식

제원 및 내용

설계방류량

㎥/s

1,946

웨어마루 표고

EL.m

150.0

월류수심

m

2.6

수문형식

-

Roller Gate

수문제원

-

폭6m×높이6m×2문

<그림 1> 대상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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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시설물의 주요 이력

기 간

구 분

93.10.20

내 용
댐체 담수
누수량 측정설비 설치
SCW(Soil Cement Wall)공법으로
집수옹벽을 우안에서부터 170m 구간 설치

97.09.09
~97.12.27
98.1

댐 누수량 과다

댐 하류사면

2,000 ㎥/d 이상

98.4.22

손상

댐 좌안 여수로측 정상 텅윙부 일부 침하 발생

사석 채움 실시

98.6.26

손상

댐 정상 Sta.No. 12 하류측 어께부위 함몰 발생

사석 채움 실시

98.10.15

손상

댐 정상 Sta.No.10 상류측 1.5m 지점 함몰발생

5~13㎜ 쇄석
골재 채움 실시

00.05.19
~00.08.24

보강

댐체 중심코어 취약부
Compaction Grouting실시 73공

00.11.
~00.12.12

보강

억지말뚝 및 옹벽 신설, 식생토

01.04.25
~01.09.02

보강

•텅윙내 침투수 유입방지벽 설치 (EL.147.1~154.8m)
-텅윙내 토피 제거후 EPS블럭 설치
•(EL.150.2~154.3m)
-텅윙벽체 균열보수

여수로 텅윙부

01.05.15
~02.06.14

개량

수문설치 : 6m×6m×2문
(Roller Gate)

여수로 웨어부

03.04.10
~03.10.09

보강

그라우팅공법

<그림 2> 주요 손상 및 보수·보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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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댐중심부
(Sta.No.9~13, 80m)
여수로 좌안사면

댐체(전구간)

3. 대상시설물의 거동변화분석 결과
가. 최근(15년) 정밀안전진단 계측자료분석
요약
대상시설물에서 운영 중인 계측기는 7종
43개소로 간극수압계 7개소, 토압계 4개소,
지하수위계 10개소, 정상 침하점 5개소, 사면 침하점
13개소, 지진계 3개소, 침투수량계 1개소 등이다.
계측자료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외부변위계, 토압계,
간극수압계 등 전반적으로 댐체내 이상현상을
나타낼만한 특이거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지하수위계 중 일부 개소(GW2, 5)에서 특이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물리탐사에서도 저비저항영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댐체의 유지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누수량 증가, 댐체침하(싱크홀), 그라우팅
보수 등 본 시설물의 과거 이력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지하수위의 거동경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하수위계의
시(hour)계열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계측주기 및
횟수 증가, 계측결과에 따른 보수대책마련 등의 댐체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지하수위계 상세 계측자료분석
상기 언급한 대로 대상시설물의 지하수위
계측자료분석에서 거동경향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GW2에 대한 상세 계측자료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제시하였다.

1) 지하수위계 설치현황
지하수위계는 <그림 3>과 같이 댐마루에 7개소,
하류 기초부에 3개소가 설치되어 '04년부터 관측되고
있으며, 댐마루의 7개소는 '03년 11월 설치 이후
자동방식으로 관측되고 있고, 하류 기초부 3개소는
'13년 12월 이후 수동에서 자동으로 측정방식을
변경하여 계측을 실시하고 있다.
2) '04∼'15년 지하수위계 계측자료분석 결과
<그림 3>은 지하수위계의 경시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GW2는 '04∼'10년에서 약 EL.150m∼230m의
신뢰성이 없는 값이 계측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기간에 대한 경시변화를 도시하지 않았으며, '10년
이후 그 이전보다는 안정화된 계측결과를 보이나
경시변화는 저수위의 변동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GW5는 안정적인 계측은 되고
있으나 종종 이상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하수위계는 GW2와 GW5를 제외하고는
저수위에 따른 변화에 비교적 둔감한 편으로
나타났다. 댐마루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위계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은 GW1로서 약 EL.135m
정도를 나타내어 댐마루 이하 약 20m정도에
지하수위가 유지되고 있고, 그 이외의 계측기들은
수위가 약 EL.118m 정도에 유지되어 댐마루 이하 약
37m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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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하수위계 경시변화도

<그림 4>는 GW2의 경시변화만을 나타낸 것으로
저수위와 지하수위 변동 양상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GW2의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와 같이 GW2는 2003년 댐체 전 구간
그라우팅 보수 이후 댐축의 하류측 약 3.5m,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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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EL.111.86m)에서 3.14m 떨어진 EL.115.0m
의 코어죤에 설치되었는데, 2010년까지는 자동계측
치의 신뢰성 부족으로 수동으로 측정하였고, 그 이후
자동계측으로 개선되어 일부 계측치가 기록되지 않은
미작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계측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4> 지하수위계(GW2) 경시변화도

<그림 5> 지하수위계(GW2)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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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수위와 GW2의 상승구간 거동특성 비교
<그림 6>는 저수위와 GW2의 거동특성을
시간경과에 따라 비교하기 위하여, 1) GW2가
자동계측이 실시되고 그 계측값에 신뢰성이 있는
구간, 2) 저수위 상승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 특성을
보여주는 구간을 분석·비교한 것이다.
(a)의 경우, 저수위(EL.137.02m)가 상승하기
시작한 후, GW2의 지하수위(EL.127.11m)는 약
4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댐체의 코어죤이 정상적인 침투상태라면 이러한
반응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빠른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b)는 태풍 산바(9.15∼9.17)에 의한 강우로
계측기록이며, 저수위(EL.147.87m)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24시간 후 2.98m 상승하였으며, GW2의
지하수위(EL. 132.01m)는 지체시간(Time Lag)
없이 동시에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홍수 방류로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는 시점에 지하수위도 동시에
낮아졌다.

(c)는 '15년 7월 강우로 인한 저수위 상승과 GW2
지하수위 상승을 표시한 것이며, (d)는 2015년 7월
계측결과로 1시간 간격으로 계측된 자료가 있어 이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Day)단위
계측에서는 저수위 변동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반응시간이 대체로 1~2일이었다가 최근
시(Hour)단위 계측을 실시하면서 저수위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으나 시 단위를
일 단위로 변환할 경우에도 1~2일 지체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GW2의 반응 시간이 최근에 더
단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GW2가 저수위 변동에 따른 반응속도가
매우 빠른 비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2년에 계측된 (c)와 (d)를 비교해 볼 때
저수위가 낮을 때 보다는 (c)와 같이 저수위가 높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 지체시간 없이 거의 동시에
지하수위가 저수위와 연동되는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a) 2010년 7월

(b) 2012년 9월

(c) 2015년 7월

(d) 2015년 7월(Hour자료)
<그림 6> 저수위와 GW2의 상승구간 거동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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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수위와 GW2의 하강구간 거동특성 비교
<그림 7>은 저수위와 지하수위가 상승한 이후
최고수위를 나타낸 다음 수위가 낮아지는 변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a)에서는 저수위가 완만하게 상승하여 8시에
최고치(EL.142.45m)에 도달한 후 서서히
하강하며, 지하수위는 최고 저수위의 10시간 전에
최고치(EL.128.21m)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b)에서도 역시 14시에 저수위(EL.140.53m)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지하수위(EL. 127.04m)는
4시간 후에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저수위는 완만하게
상승하여 20시에 최고수위 EL.141.69m 이후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지만 지하수위는 9시간 전
최고수위 EL.127.61m에 도달한 이후 먼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거동특성은 지하수위공이 있는 하류측
코어죤이 불량하여 저수위 상승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에는 지하수위도 동반 상승할 수 있지만
저수지 수위가 완만하게 상승할 때에는 지하수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댐체내 상태를 추측해 볼 때, 투수계수는

GW2 지하수위 관측공의 상류측보다는 하류측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하수위 관측공 상류측의 유로가
하류측보다 더 확장될 경우에는 동일 저수위에 대한
지하수위 관측공의 수위는 상승할 것이며, 반대로
하류측의 유로가 더 확장될 경우에는 동일 저수위에
대한 지하수위 관측공 수위는 낮아질 것이다.

(a) 2015년 7월

(b) 2015년 8월

5) 강우발생과 GW2 거동의 연관성 검토
강우발생으로 인한 GW2 거동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강우발생기간에서의 GW2에 대한 거동을
분석하여 이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a)에서는 선행강우에 대해 지하수위가 반응이
없다가 저수위 상승시에 반응하는 경향이 관측되고
있으며, 12일 강우에는 저수위와 함께 상승하는
것이 관측된다. 그러나 (b)에서는 7월 12일 강우와
비슷한 강우강도가 관측되었으나 저수위 상승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위도 역시 반응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강우가 발생하여도 저수위의 변화가
없으면 지하수위도 변하지 않는 경향은 이외에도
다수 관측되고 있어, GW2는 현재 강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저수위와 GW2의 하강구간 거동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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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5년 7월

(b) 2015년 8월

<그림 8> 강우발생과 GW2 거동의 연관성 검토 결과

<그림 9> 저수위와 GW2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동추이

6) 시간경과에 따른 저수위-GW2 거동변화 비교
<그림 9>는 저수위 하강구간에서의 GW2
변동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몇 가지 분석사례를
제시하였는데, 1) 곡선①과 곡선⑤에서 저수지
수위가 비슷한 약 EL.143.0m의 X축(6) 위치에서
곡선②의 지하수위는 EL.129.13m이고 곡선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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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위는 EL.128.55m로서 약 4년이 경과한
경우에 58㎝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 X값
72에서의 선분①의 저수지 수위는 EL.138.99m이고,
선분③의 저수지 수위는 EL.141.67m로서
2.68m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때 지하수위는
EL.127.88m로서 동일한 값을 보인다.

<그림 10> 각 저수위별 GW2의 경시변화도

<그림 11> 저수위와 GW2의 경년변화 분석결과

또한, <그림 10>은 저수위 EL.140.0∼143.0m에
가까운 수치에 대한 각 지하수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시간경과(X축)에 따라 동일한 저수위에서
지하수위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그림 11>는 저수위와 GW2의 경년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최근('15년)에 계측된 GW2의
경년변화를 과거 일정기간('10∼'15년)에서의 변화와
비교해 볼 때, EL.138.0m 이상으로 증가할수록 동일
저수위에서의 지하수위 저하 폭이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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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동일
저수위에서의 지하수위는 과거에 비해 더 낮아지고
동일 지하수위에서의 저수위는 과거에 비해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
댐체내 상태는 GW2 부근에서 댐체내 침투수가
과거에 비해 더 빠르게 소산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7) 저수위-GW2 거동변화 민감도 분석
<그림 12>에는 저수위 변동에 따른 GW2
지하수위계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다른 구간의 지하수위계에 비해
GW2가 저수위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GW5 역시 일정 저수위 이상에 의한
민감도가 다른 위치의 지하수위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GW2는 대상시설물에 설치된
지하수위계 중 저수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GW5 구간 역시
어느 정도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 경시변화에 대한
주의관찰의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8) 물리탐사와의 연계성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댐체에 대한 물리탐사는 제체내
취약부, 이상대 및 함수대 존재 여부를 조사함으로서
댐체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밀안전진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림 13>에는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물리탐사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비교 결과, GW2 부근인 좌안측이 상대적으로
고비저항영역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저비저항영역은 반면에 확대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내·외적으로 이상
변위에 대한 특별한 경향이 없으므로 물리탐사 상의
사소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으나 대상시설물의 경우
과거 침투수량의 증가에 따른 대규모 보수를 실시한
이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소한 부분도 재차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저수위 변화에 따른 지하수위계 민감도 분석(GW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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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상시설물 물리탐사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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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대상시설물의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수행한
계측자료분석 결과, 설치된 대부분의 계측결과는
특이거동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지하수위계
GW2는 저수위의 거동과 거의 일치하는 특이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댐체내 GW2 부근에 대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저수위 변동에 따른 반응속도가 상당히 빠른
비정상적인 상태임
②	저수위가 높고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지체시간이
거의 없음
③	강우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저수위의 영향을
받음
④	G W2 주변 코어죤은 상류측보다 하류측의
상태가 더 좋지 않음
지하수위계 GW2의 거동특성이 단순히 계측기
또는 국부적인 문제인지 코어죤을 관통하여

참고문헌
1 한국시설안전공단(2015), OO댐 제3차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2 한국시설안전공단(201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3 한국수자원학회, 댐설계기준(2011)
4 박한규(2013), 댐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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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수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대상시설물은 과거 침투수량 증가에
따라 2회에 걸친 그라우팅 보강을 실시한 이력이
있으므로 사소한 경시 변화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우선시 하는 보수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댐체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현재 운영 중인 계측기기의 계측횟수 및 주기
증가
②	침 투수량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반드시 침투수량과 함께 탁도를 자동계측하고
지하수위계, 외부변위계를 연동하여 분석
③	정확한 판단을 위한 추가 조사(전기비저항탐사,
전자기장 탐사 등)가 필요하며, 향후 조사결과,
지하수위, 침투수량, 탁도 등의 계측결과에
따라 그라우팅 등의 보수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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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4년 8월 우리 나라 국민들은 “싱크홀(Sink
hole)”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지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반과 관련된
재해라고 하면 비탈면 붕괴, 흙막이벽체 붕괴
등으로만 알고 있었던 일반인들에게 지반침하(일명,
싱크홀)라는 또 다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2014년 6∼8월 간 서울에서 발생한
10건의 지반침하(함몰) 중 5건이 송파구에서
발생하였는데, 인근 제2롯데월드의 신축과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등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지반침하(함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단계에서 그에 적합한 안
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예방적 규제와 이를 위한 체계
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진도 많고 지
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지반침하대책에
대한 조례 및 규제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
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안전영
향을 예측ㆍ평가하고, 지반침하(함몰) 위험도를 평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이 없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지
하안전관리와 제도 시행을 위해서 합리적이면서도 즉
시 적용 가능한 평가방법 등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지하개발 단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지하안전
에 대한 영향을 평가·조사하여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지하매설물) 이용단계에서
는 주기적인 점검과 정밀한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통
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
를 예방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조사 및 문헌연구
를 통해 현행 국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
였다.

2. 지반침하(함몰) 개념 및 현황
1. 지반침하(함몰)의 정의
전국 곳곳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함
몰)’ 란 지표면이 여러 요인에 의하여 일시에 붕괴되
어 국부적으로 수직방향으로 꺼져 내려앉는 현상이
다. 이에 반해 ‘싱크홀’은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지
하공동이 붕괴되어 지하 빈 공간 발생 및 침하를 일으
켜 만들어진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싱크홀과 지
반침하(함몰)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지만, 실질적으
로 싱크홀은 삼척, 제천 등과 같은 석회암 지대에서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더욱 없다. 따라서, 최
근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온 ‘싱크홀’은 실질적인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반침하(함몰)’ 라
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도심지 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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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침하(함몰) 현황
가. 연도별 지반함몰 발생현황
최근 5년간의 지반침하 발생현황을 아래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국내 지반함몰에 대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1년 573건, 2012년 723건,
2013년 898건, 2014년 858건, 2015년 1,036건이
발생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지반의 함몰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 발생 이후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부터 통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지반함몰에 대한 정확한 기준 없이 통계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4년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외에는 정확한 발생현황이 조사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지반함몰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 전국의 발생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인으로는 하수도관 손상이 전체 1,036건 중
54.4%으로 분석되었으며, 굴착공사 부실에 의한
영향은 23.3%의 발생현황을 나타내었다. 즉,
지하철, 터널 공사 등 지반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시행으로 인해 지하수가 유출되고 노후한 상하수관이
누수되거나 파열됨에 따라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도심 곳곳
도로에서 발생되는 지반침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교통상업시설의 지하화 등 지하공간의 개발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최근 5년간 지반함몰 발생현황

나. 지역별 지반함몰 발생현황
‘15년도 지반침하 발생현황을 수집하여 지역별
통계를 낸 결과, <그림 2.2>와 같이 서울에서 734건,
경기에서 122건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1,036건
중 약 83%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15개 지자체 중 울산, 강원도,
경상남도에서만 20건 이상 발생하였고, 그 외의
지자체에서는 20건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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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국내 지반침하 지역별 발생현황 및 원인통계

3. 지반침하(함몰) 관련 국내·외 문헌 연구
1. 미국
미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함몰)는 싱크홀로서
주로 자연 현상으로 인한 함몰 발생이 두드러지며,
<그림 3.1>과 같이 기후변화에 의한 지표수의
성질변화 또는 집중호우에 의한 토실유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석회질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석회암의 융해로 인한
싱크홀에 대비하고자 플로리다의 침하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지질학 및 지질 공학 조사 절차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하기반시설
손상 예방을 위한 굴착 또는 철거에 의해 손상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해 법으로 지하시설물의 관리자,
굴착이나 철거 종사자에게 ONE-CALL SYSTEM에
대한 사용법을 제공하고 있다(표 3.1 참조).

<그림 3.1> 싱크홀 매커니즘

<표 3.1> 싱크홀 예방 기준, 매뉴얼 및 지하기반시설 손상 예방 기준 (미국)

구

분

WEST VIRGINIA CODE CHAPTER
24C. UNDERGROUND FACILITIES
DAMAGE PREVENTION

Geological and Geotechnical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Evaluation of the Causes of
Subsidence Damage In Florida

주요내용

•지하시설물의 관리자에게 ONE-CALL SYSTEM에 대한 사용법 제공

•플로리다의 지반침하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지질학 및 지질 공학,
조사 절차
•보 험 산업, 지질학 및 지질 공학 자문, 정부 기관, 부동산 소유자,
일반 국민에게 싱크홀 조사 프로토콜 템플릿 제공

도심지 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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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플로리다 싱크홀 현황

또한, 2010년부터 싱크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 사안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싱크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 및 시공방법에 대한
등급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크홀 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싱크홀 현상과 관련하여 지역차원에서의 예방 및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응체제는 다음과 같다.
-지 반함몰 조사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Sinkhole investigations protocols 구축
-함 몰 사 고 에 대 한 데 이 터 베 이 스 축 적 및
지반함몰 지도 제공
-지질조사에 따른 지반함몰 발생 확률 관리
-함몰 사고나 지반함몰 사고 관련 신고 및 문의를
위한 체계 구축
-주 법령 및 관련 보험회사의 지반함몰 피해 보장
보험 상품 제공 및 의무화
미국 플로리다주의 조례 정보를 수집·검토한
결과, 국내의 경우는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점의 제도가 필요하나, 플로리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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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지반침하) 관련 조례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성격보다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 관점에서의
제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국내에 바로
도입하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그림 3.3>은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1954년부터의 싱크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67카운티의 싱크홀 발생 위치를 나타난 지도이다.
서쪽의 중앙플로리다에 싱크홀 발생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싱크홀이 발생하기
쉬운 10대(Pasco, Hernando, Hillsborough,
Marion, Pinellas 등) 카운티가 도출되었다. 또한
미국지질조사국에서 공개한 지도와 같이 지형에
따른 싱크홀 발생현황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 플로리다의 경우, 1954년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싱크홀 발생지도를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싱크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 2014년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가
발생한 이후로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은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연차별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지하안전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3.3> 싱크홀 발생지도

2. 일 본
일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주로 점토층이 두꺼운
연약 지반 지역에서 발생하며,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점토층이 수축하면서 발생한다. 일단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하수의 과다 채취에 의한 지반침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동 평야 남부에서는 메이지
중기(1890년대 초반)에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고, 오사카 평야에서도 쇼와 초기(1930년대
중반)에 발생하여 그로부터 약 30년 후인 1955년
이후 전국 각지로 법령에 의한 지하수 개발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많은 지방 자치 단체(니가시타현
조에츠시, 요코하마시, 치바현, 카나가와시
등)에서도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지하수 채취 규제,
지반 침하 방지 협정, 지반 침하 모니터링(정밀 수준
측량 실시, 지하수 및 지반 수축량 관측, 지하수
펌핑량 실태조사)등 주요 지반침하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지하수의 채취 규제 및 지표수의 수원
전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최근에는 지하수위가
진정되고 있다. 환경성(2012)에서 발표한 전국의
지반침하 상황에 따르면, 지하수의 채취 규제의
효과로 인해, 연간 2cm 이상 침하 지역이 전년도
14개 지역에서 7개 지역으로 축소되었으며, 연간
2cm이상 침하 면적이 1.0km2 이상 지역의 면적은
2.0km2 (전년도 5,919.5km2)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업용지 하수를 대상으로 하는「공업용 법」, 건축물
부지 하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 용지 하수의 채취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각 지하수 문제 발생
지역을 지정하여 지하수 채취를 규제하고 있으며,
도쿄에서는 지하수 양수 규제의 효과가 1960년대에
비해 지하수위가 약 20m 회복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지반침하 규제 및 예방대책은 <표 3.2>와 <표
3.3>과 같으며, 지하수 규제 이후 경년 변화는 <그림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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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반침하 규제 (일본)

구

분

환경성(지반침하)

국토교통성(지반침하)

방재백서 지반침하 대책사업

주요내용
•전국 지반 환경 정보 디렉토리(지하수 및 지반침하 상황 등)
•전국의 지반침하 지역의 개황
•지하수 채취 규제에 관한 조례 등
•지반침하 모니터링 지침
•지하수 이용 현황
•지하수 보전 및 지반 침하 현상
•지하수 관련 법 제도
•지반 침하 방지 등 대책 요강 지역 정보
•지하수 조사(보전 조사)
•저지 대책 관련 사업
•지하수 대책조사
•지반 침하 대책 조사
<표 3.3> 지반침하 예방대책 (일본)

구

분

주요내용

양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신고

•양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
•지 반 침하 방지를 위해 설치 장소 및 우물의 깊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양수설비 규모가 규제

지하수위 및 지층 수축량
모니터링 및 긴급조치

•지하수 펌핑에 의한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해 지하수 및 지층 수축량 모니터링
•일정 기준을 초과 시 “지반 침하 주의보 및 지반 침하경보”가 발령된 경우, 홍보
차량 등에 의해 사업자와 시민들에게 주의시킴과 동시에 지하수 절수 협력 요청

지반침하 모니터링

•매년 도시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지반 침하의 상황을 감시

지하수 펌핑량 실태 조사

•법 · 조 례 의 허 가 를 받 아 지 하 수 채 취 자 및 온 천 수 의 채 취 에 대 하 여
조사를 실시하고 양수량의 실태 파악을 실시

동경 전체 지하에 대한
2차원 지도 및 3차원 지도

•동경의 지반 데이터로 상시 실시하는 지반 조사로부터 얻어진 지질 주상도 제공

<그림 3.4> 일본 대표적 지역의 지반침하의 경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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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반침하 현
상 외의 국내와 유사한 지반함몰 현상이 일본에서도
1990년대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도로하부 공동의
발생위치(347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수도 59%,
상수도 2%, 기타 36%로 전체 발생에서 상하수도관
에 의한 발생이 61%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의 ‘15년
지반함몰 발생현황(하수도관 손상은 전체 1,036건 중
54.4%으로 분석되었으며, 굴착공사 부실에 의한 영향
은 23.3% 발생되어)과 유사한 형태이다. 또한, “기타”

로 분류된 내역의 분석결과, 빗물 우수관이 48%, 확실
하지 않은 지하 파이프가 45%로 나타났다.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국가종합연구소) 및
국토교통성에서는 매년 전국의 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로 인한 도로 함몰 건수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도로함몰 발생 건수가 연간 4,000건
정도로 추정되며, 2011년도(헤이세이 23년)에는
약 4,700건으로 일본 대지진관련 함몰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3.6>.

<그림 3.5> 공동의 주변에서 파손이 확인된 지하 매설물의 비율

<그림 3.6> 하수도로 인한 도로함몰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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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하수위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가 대부
분이므로 강우 및 지하수의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반침하를 예방 및 대응하
기 위한 제도를 갖추기 위해, 현재의 인위적 지반침하
현상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우 및 지하수 측
정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 취득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2014년 8월에 발생한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
는 인근의 제2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더불
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지반침하(
일명 싱크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대두되었다. 일
부 전문가들의 잘못된 발언에 편승한 언론보도로 인
하여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지반침
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더불어 규모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직경 10cm 정도의
소규모 지반침하까지 포함할 경우 2014년 8월 이전
에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도 매일 발생하
는 것이 지반침하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반침하(함몰)에 대한 국내·
외 사례조사 및 지반침하(함몰) 매뉴얼의 주요 현황자
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의 지반과 관련된 법률은 개별 시설물별로
구분되어 있다. 즉, 상수도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수도법”을, 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하
수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과 관련
된 사항은 “도시철도법”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 운영
하고 있다. “먹는물 관리법”은 수질과 위생의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며, “지하
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지하안전에 관한 법률은 없는 상
태이다.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심지의 지반
침하 연구를 우리 나라보다 선행한 일본(동경, 오사카
등)의 경우를 확인한 결과, 지하수의 무분별한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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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방지하고 난 이후, 더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
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내에서 입법
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지하안전영향평
가 등이 제시하고 있는 지하수의 흐름을 조사, 점검,
평가하는 일련의 업무는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있음
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일반적인 지반침하보
다는 석회암 지형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제도 및 매뉴
얼이 보급되었고, 특히, 싱크홀 분석지도를 제작하
고, 싱크홀 방지를 위한 시공방법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싱크홀 발생 징후를 인지할 수 있는 지침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서도 우리의 특성에 맞는 지반침하 위험지도(Hazard
Map)를 작성하여 사업 추진 시 기반공사 강화 기준
제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연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작성 보급함으로써 지반침하에 대하여 체
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고려해야할 항목은 지형 및 지질적 특성, 지하
시설물 이력, 시공연도,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누수
또는 누유 여부, 수문(水文)해석을 통한 지표수 및 지
하수의 유동 정도, 도심의 밀집정도, GPR 탐사 결과
공동유무 등이다.
3)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지반침하 방지를 위
해 지하수 채취 규제, 지반 침하 방지 협정, 지반 침
하 모니터링 등 주요 지반침하에 대한 조례 등을 제
정하고, 지표수의 수원(水原) 전환 등의 조치를 강구
하여 지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990년
대 이후에는 도로함몰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2014년 기준 일본 전역에 약 4,000건 이상의 도로함
몰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점검요령이 만들어
졌다. 한편, 2014년 국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
울시 지하수위는 1년간 최대 16.1m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인 지하수위 저하는 도심지역 지
반침하 발생을 가속화시키므로, 지하수 자원의 낭비
와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선행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
로 벤치마킹하여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하수위 관리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도 지하수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간의 계측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개
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 계측을 국가적인 차
원에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지하수의 효율적인 운영
과 더불어 장기간의 대규모 지반침하가 발생될 수 있
는 대형 건축물 주변, 지하철 주변, 대도심 주변에 대

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더불어 지하수로 인한 침하에 대비하기 위해
서 장기적으로 지하수 배출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방
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기존시설물의
배수 시스템 변화에 따른 지하층 방수 문제, 시공초
기에 부력 방지 앵커 등을 시공함에 따른 초기 시공비
증가 문제, 지하수 주입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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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ASAD-W 내성능평가 소개

상수도 내진성능평가 수행시 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상수도 시설물 종
합 내진성능평가 절차 수립 및 S/W개발 연구(한국
시설안전공단,2015)」에서 개발한 상수도 내진성능평
가 S/W(ASAD-W: App For Seismic Analysis and
Design of Water Facilities)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2014년 말 기준(환경부 통계
자료) 총 연장 190천㎞(지방상수도 185천㎞, 광역상
수도 5천㎞)의 관로를 통해 전체인구의 98.6%인 약
51,712천명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어 관로가 사고
및 재난 등으로 단수(斷水)가 발생하면 국민생활의 불
편과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전국 190천㎞의 상수도 시설
물 중 광역상수도 2.5천㎞의 진단을 수행하고 있으
며, 그 이외의 상수도시설은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
에서 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는 상수도관 내진성능평가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부재로 어려움이 많아 프로그
램 개발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
점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상수도 내진성능평가 S/
W를 개발 및 무상 공개(공단 홈페이지(www.kistec.
or.kr) 기술자료실 다운로드 가능)함으로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AD-W는 WindowsⓇ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자동화된 지반변위 산정
기능, 내진성능평가 모듈 등이 탑재되어 직관적인 인
터페이스와 정확한 해석 모듈을 통해 간편하면서도
동시에 정밀한 내진성능평가가 가능하다. 이 프로그
램은 현재 상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시 적용되고 있
는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
부,1999)」 및 「기존 상수도의 내진성능 평가 요령(한
국시설안전공단,2004)」을 근간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
을 포함하고 있다.
▶ 예비평가 : 국내 상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시
활용되고 있는 기준 및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
가 직접 선택이 가능
① “기존 상수도의 내진성능 평가 요령(한국시설안
전공단, 2004)”에 의한 매설관로 예비평가
② “상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요령 개선 연구(Kwater, 2013)”에 의한 매설관로 및 수로터널,
RC 구조물의 예비평가
③ “상수도 시설물 종합 내진성능평가 절차 수립 및
S/W 개발(한국시설안전공단, 2015)”에 의한 매
설관로 및 수로터널, RC 구조물의 예비평가
▶ 상세평가 :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1999년)” 및 “기존 상수도의 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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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평가 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2004년)”에서 제
시하고 있는 매설관로에 대한 상세평가 가능(RC구조
물 및 수로터널은 제외)
① 연속관 상세평가
② 분절관 상세평가
▶ 평가결과 파일 저장 : 텍스트파일로 저장 및
출력가능

▶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①M
 icrosoft WindowsⓇ XP/Vista/7/8 or later
(32 or 64-bit Edition)
② Microsoft .Net Framework 4.0
③ 512MB 이상의 사용 가능한 Ram 공간
④ 20MB 이상의 사용 가능한 디스크 저장 공간
⑤ 1280x960 이상의 화면 해상도

<그림 1> ASAD-W 실행 화면창

2.1 ASAD-W 예비평가
ASAD-W 실행 후 예비평가 탭을 클릭하면(그림.2
참조), 화면 상단의 콤보박스를 통해 구조물의 종류를
선택하고, 구조물별 예비평가 적용기준(표.1 참조)을
선택할 수 있다. 화면 좌측에 표기된 대상시설관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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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입력 후, “평가” 버튼을 클릭하여 예비평가 결과
가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3 참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평가 결과를 rtf 형식의 문서로 저장할 수 있다.
rtf 문서는 워드패드 혹은 Microsoft Office Word 프
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다.

<표 1> 구조물별 예비평가 적용기준

구 분

예비평가 적용기준
기존 상수도의 내진성능 평가 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2004년)

관 로

상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요령 개선 연구 (K-water, 2013년)
상수도 시설물 종합 내진성능평가 절차 수립 및 S/W 개발 (한국시설안전공단, 2015년)

수로터널 및
RC구조물

상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요령 개선 연구 (K-water, 2013년)
상수도 시설물 종합 내진성능평가 절차 수립 및 S/W 개발 (한국시설안전공단, 2015년)

<그림 2> ASAD-W 예비평가 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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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SAD-W 예비평가 결과창

2.2 ASAD-W 상세평가
ASAD-W의 상세평가는 매설관로의 내진성능
상세평가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4>와 같이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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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1999)」 및 「기존 상수도의
내진성능 평가 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2004)」에서
제시한 상세평가 방법을 준용하였다.

<그림 4> ASAD-W 상세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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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방법
ASAD-W의 상세평가는 매설관로의 내진성능
상세평가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화면
상단의 콤보박스를 통해 관의 종류(연속관/분절관)를
선택하고(그림.4 참조), 화면 좌측에 표기된 관로제원
및 지반정보를 입력 후 “평가”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5 참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평가 결과를 rtf 형식의 문서로
저장할 수 있다. rtf 문서는 워드패드 혹은 Microsoft

Office Word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다.
화면 상단의 콤보박스를 통해 관의 종류(연속관/
분절관)를 선택하고(그림.4 참조), 화면 좌측에
표기된 대상시설관련 제원을 입력 후 “평가”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5
참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평가 결과를 rtf 형식의
문서로 저장할 수 있다. rtf 문서는 워드패드 혹은
Microsoft Office Word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림 5> ASAD-W 상세평가 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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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SAD-W 예비평가 결과창

(2) 지반변위 예측기능
상세평가 시 지진동에 의해 지중구조물의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위치에서 발생하는
지반변위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SADW에서는 식(1,2)과 같이 단일코사인법을 이용하여
지중변위를 계산하는 기능이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상지반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지반의
전단파속도(Vs) 및 고유주기(TG)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그림.7 참조)뿐만 아니라, 대상지반정보가
없을 경우 간략히 지반분류(평균 값)을 선택하여
전단파속도(Vs) 및 지반의 고유주기(TG)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2 참조).

(식 1)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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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SAD-W에서 적용되는 지반종류에 따른 Vs 및 TG

지반종류

Vs (m/s)

TG

SA

1500

0.08

SB

800

0.15

SC

500

0.24

SD

300

0.4

SE

150

0.8

지반정보 입력시 첫 번째 Column의 “*”을 클릭한
후 해당 Row의 [두께(m)]와 [N치]를 입력하면 Vs,
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구성되어
H/Vs 및 E 0,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개수만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다. 특정 Row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하려는 Row를 클릭한 후 키보드의 [Delete( )]
키를 눌러 삭제할 수 있다.

<그림 7> ASAD-W 지반정보 입력창

(3) 상세평가 예제
「기존 상수도의 내진성능평가 요령(한국시설안전공
단,2004)」에서 제시한 상세평가 방법을 가지고 다음

과 같은 관로제원과 지반조건하에 ASAD-W를 활용
하여 연속관의 내진성능평가(붕괴방지수준)를 수행하
고자 한다.

<그림 8> 연속관 제원 및 지반정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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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SAD-W 내진성능평가 입력정보 예시(연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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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SAD-W를 활용한 내진성능평가 결과자료(연속관)

구 분

내압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평가결과
•
•
•
•
•

관내압, Ppipe : 1 (MPa)
강관의 외경, D : 1200 (mm)
두께, t : 11 (mm)
강관의 탄성계수, Epipe : 210000 (MPa)
강관의 프아송비, vpipe : 0.3

• 내압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εi : 7.72077922077922E-05

•

(a : 접지폭, Pm : 차량하중)
<표> 토피고에 따른 충격계수

토피(m)

차량하중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h < 1.5

0.5

1.5 ≤ h ≤ 6.5

0.65-0.1h

h 〉6.5

0

토피고란 매설심도에서 관의 반경을 뺀 깊이.
• 자동차하중, Wm : 0.59504132231405 (kN/m)
• 강관의 외경, D : 1200 (mm)
•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 KV : 3299.8198604242

• 강관의 단면 2차 모멘트, Ipipe : 0.00726164985782245 (m^4)

• 강관의 단면계수, Zpipe : 0.0121027497630374 (m^3)

• 차량하중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ε0 : 1.47941906008093E-05
온도변화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 강관의 선팽창계수, α : 1.2E-05 (강관 기준)
• 온도변화, △t : 15 (℃)

• 온도변화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εt : 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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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계수(i)

<표 3> ASAD-W를 활용한 내진성능평가 결과자료(연속관)

구 분

예비평가 적용기준

•
•
•
•

부등침하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흙 두께, h : 1 (m)
축직각방향의 변형에 대한 지반의 강성계수, K2 : 53352.8816326531
성토의 높이, h'' : 1 (m)
연약지반구간, L : 30 (m)

- 연직토 하중, Wd : 43.2 (kN/m^3)

• M1 : -2.33295665835702 (kN*m)
• M2 : 37.254240453714 (kN*m)
• 최대 휨모멘트, M : 37.254240453714 (kN*m)

• 부등침하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εb : 1.46579205958203E-05

지진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
•
•
•
•
•
•
•
•
•
•

지반의 고유 주기, Tg : 0.159208807202324 (sec)
지진구역 : I
내진등급 : 1
내진성능수준 : 붕괴방지
재현주기 : 1000 (년)
위험도계수 : 1.4
지진계수 : 0.09
유효가속도 : 0.126 (g)
설계지진력, Sv : 0.0417604826447158
총 지반깊이, H : 5.5 (m)
매설 깊이, z : 1 (m)

• 지반의 수평변위 진폭, Uh : 0.001292720532943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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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SAD-W를 활용한 내진성능평가 결과자료(연속관)

구 분

예비평가 적용기준

(m/s)

지진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 지진동의 파장, L : 40.288531562424 (m)
• 지진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εx : 0.000616908728071958

변형 합계

허용변형률

• 허용 변형률(붕괴방지), εallow : 0.421666666666667%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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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εi : 7.72077922077922E-05
차량하중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ε0 : 4.67833384372123E-05
온도변화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εt : 0.00018
부등침하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εb : 1.46579205958203E-05
지진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εx : 0.000616908728071958
변형률 합계, ∑ε : 0.0935557779312783%

•
•
•
•
•
•

• 상세평가 결과(붕괴방지) : O.K.

4. 결론 및 고찰
공단에서 개발한 상수도 내진성능평가 S/
W(ASAD-W)에 탑재된 기능 및 사용방법을 소개하
고, 예제를 통하여 연속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수
행하였다. 현재까지 국내 상수도관 내진성능평가 방
법은 일반적으로 엑셀 표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
하는 실정이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잡한 평가과
정에서 결과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용자

가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내진성능평가가 가능한
ASAD-W를 활용 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소요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ASAD-W에
서 수행하는 매설관에 대한 상세평가는 구조물이 지
반운동에 순응한다고 가정하에 관성력은 고려하지 않
은 응답변위법으로 매설관의 응답을 보수적으로 예측
하므로, 보다 정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3차원
수치해석 사용을 권장한다.

<그림 10> ASAD-W 사용에 따른 효과분석(광역급 규모 상수도관 내진성능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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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M 공법의 굴착상태에 따른
라이닝(무근) 종방향 균열 분석사례
이태형 | 한국시설안전공단 교량터널안전실 차장, 공학박사
황인백 | 한국시설안전공단 교량터널안전실 처장, 공학석사

1. 서 론
본 고에서는 시공이 완료된 NATM 터널
라이닝(무근)의 천장부에 발생한 종방향 균열에
대해서 지반의 굴착상태와 관련성 분석을 통하여
균열의 발생원인을 추정하고자 하며, 향후 터널의
굴착면 시공상태에 대한 품질향상으로 터널 라이닝의
균열 저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대상터널은 NATM 터널로서 무근콘크리트
구간으로 설계두께(t)는 300mm이며, 터널의
표준단면도 및 내부 전경은 <그림 1.1>과 같다.
터널 현장조사는 라이닝에 대한 외관조사,
콘크리트 내구성 조사로 구분되며, 여기서는
라이닝 천장부에 발생한 종방향 균열에 초점을 두고
콘크리트 내구성 조사결과를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a) 표준단면도

(b) 내부 전경
<그림 1.1> 표준단면도 및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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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방향 균열 발생현황
터널의 외관조사는 <사진 2.1>과 같이 총
2단계에 걸쳐서 1단계는 육안으로 라이닝에 발생한
결함(균열)을 조사하고, 2단계는 고소장비를
활용하여 근접하여 정밀하게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관조사 결과, 대상터널의 주요 결함은 라이닝

천장부에 발생한 종방향 균열로서 <사진 2.2(a)>와
같이 천장부에 폭 0.3mm 이상의 종방향 균열이
다수 조사되었으며, 라이닝에 대한 외관조사결과는
이후에 기술되는 <그림 4.3>을 참고하기 바란다.
라이닝 천장부에 발생한 균열에 대해서는 <사진
2.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보수가 실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a) 1단계-외관조사

(b) 2단계-근접조사
<사진 2.1> 외관조사 방법 및 전경

(a) 천장부 종방향 균열

(b) 균열보수

<사진 2.2> 천장부 종방향 균열 및 균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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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 내구성 조사

3.1 콘크리트 강도
라이닝 콘크리트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코어 3개소를 채취하여 실내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사진 3.1> 참조). 코어의 압축강도는
21.3∼23.6MPa로 설계기준강도( =24MPa)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코어 3개의
평균값이
의 85%(20.4MPa) 이상이고 각각의
코어강도가
의 75%(18MPa) 보다 작지 않아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및 터널시방서(2009)’에
규정한 내용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터널의 라이닝 콘크리트에 대한 내구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품질,
균열깊이 등에 대해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표 3.1>은 수행된 조사항목 및 수량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 조사항목 및 수량

조사항목

수량(개소)

비고

콘크리트 코어채취

3

실내강도시험

콘크리트 품질

7

초음파법

균열깊이 측정

3

(a) 코어채취 전경

(c) 채취 코어

<사진 3.1> 코어채취 전경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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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음파 속도 측정(간접법)

(b) 측정 전경

<그림 3.1> 간접법에 의한 초음파 측정과 전경

<표 3.2> 초음파 속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등급표

등 급

초음파 속도(km/s)

콘크리트 품질

신뢰도(%)

Ⅰ

4.5이상

매우 양호

85

Ⅱ

3.8∼4.5

양호

85

Ⅲ

3.2∼3.8

보통

85

Ⅳ

2.1∼3.2

불량

85

Ⅴ

2.1이하

매우 나쁨

57

3.2 콘크리트 품질상태
라이닝 콘크리트에 대한 상대적인 품질평가를
실시하고자 측벽부 7개소에 대해서 초음파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탐사 모식도 및 측정
전경은 <그림 3.1>과 같다. 초음파 속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등급기준은 <표 3.2>에 나타낸 바와
같다(한국시설안전공단, 2000).

비 고

초음파 속도는 <그림 3.2>와 같이 3.382∼
4.287km/s의 범위(평균 3.768km/s)로 측정되었으
며, 콘크리트 품질은 Ⅱ등급(26.7%), Ⅲ등급(73.3%)
으로 조사되어 콘크리트 품질은 ‘양호’ 내지는 ‘보통’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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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초음파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품질

3.3 콘크리트 균열깊이
라이닝 외관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선정된 균열
3개소에 대해서 균열깊이를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초음파법에 의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Tc
- To 법을 적용하여 균열깊이를 조사하였다(<그림

3.3> 참조).
라이닝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깊이는
26.9∼113.6mm의 범위로 관통균열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4>와 같다.

(a) 균열깊이 측정방법

(b) 측정 전경

<그림 3.3> 초음파법을 이용한 균열깊이 측정 및 전경

<그림 3.4> 균열깊이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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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방향 균열의 원인분석
터널의 라이닝 천장부에 발생한 종방향 균열의
원인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양한 조사와
자료검토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1>은 균열의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일본토목학회,
2004).
균열의 발생원인 중 외적 요인은 외력과 환경요인
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외력은 소성압, 수압, 근접시
공, 지진 등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영향을
의미하며, 환경은 동해·염해·화재·온도변화 등 터

널 주변의 환경변화에 의한 영향을 의미한다. 한편,
내적 요인은 재료·시공·설계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재료는 골재의 이분(泥分), 이상응결, 알
카리 골재반응, 온도응력, 건조수축, 재질불량 등과
같이 사용재료의 물리·화학적인 변화에 의한 영향을
의미하며, 시공은 양생불량, 조기탈형, 배면공극, 불
균질한 타설, 두께부족(또는 불규칙) 등 시공조건의
인위적인 상태변화에 의한 영향을 뜻한다.
그리고 설계는 방수불량, 두께부족, 작용하중의
미고려 등 당초 계획단계에서 설계오류에 의한
영향을 의미한다.

<그림 4.1> 균열의 발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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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 공

4.1 외적 요인
NATM 공법에 의한 터널은 일반적으로
지반변위가 수렴된 이후 라이닝을 시공하기 때문에
지반굴착에서부터 라이닝 타설시까지 추가적인
변화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성압 및 이완하중 등의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계측결과에 의하면, 대상터널은 지반변위(내공
및 천단)가 수렴된 이후 라이닝을 타설하였으며,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지반조건 및 환경
등 주변 여건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라이닝 천장부에 발생한 종방향
균열은 외력에 의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외적 요인 중에서 환경요인으로 온도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에 수축변형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경화온도 및 외기온도 저하에 따른
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최영돈,
1995).
일반적으로 지하구조물인 터널이 다른
지상구조물에 비하여 외기의 온도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4.2 내적 요인
가. 재 료
라이닝 콘크리트의 재료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배합 결과를 정리하여 <표 4.1>에 나타냈다.
분석결과, 콘크리트 재료는 모두 시방 및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터널 시공 당시의 굴착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굴착 후 숏크리트를 타설한 이후 실시한
단면측량 결과를 정리하여 초기점검시 실시한 GPR
탐사결과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숏크리트면에 대한 측량결과
대상터널은 상·하 반단면 분할굴착을 실시하였으
며, 지반굴착 후 1차 지보재인 숏크리트(t=150mm)
를 타설하고, 내공단면 확보를 위하여 단면측량(여굴
및 미굴량 파악)을 실시하였다(<그림 4.2> 참조).
<그림 4.2(a)>는 터널의 각 위치(Sta.)에 따른
여굴량을 나타낸 것으로, 횡·종방향으로 여굴량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b)>는 터널
횡단면에 대한 여굴량을 나타낸 것으로, 횡축은
라이닝 부재위치(No.10, 천단), 종축은 라이닝
천장부(좌측∼우측어깨, 약 10m)에 대한 여굴량을
로그 스케일(Log scale)로 나타낸 것이다. 터널
천단(Crown)에 근접할수록 여굴량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후 타설되는 라이닝 두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설계에서 요구하는
터널의 내공단면은 만족하지만, 굴착면 상태에
따른 여굴량의 편차로 인하여 라이닝 두께는 매우
불규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 콘크리트의 현장배합 분석결과

구분
슬럼프

평균적으로 164.8mm로 시방서 기준(150±25mm)에 적합

공기량

평균적으로 4.7%로 시방서 기준(4.5±1.5%)에 적합

염화물

평균적으로 0.049kg/㎥로 시방서 기준(0.3kg/㎥)에 적합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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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공시체에 대한 재령 28일 강도는 설계기준강도(

=24MPa)를 만족

(a) 전체 여굴량

(b) 횡단방향 여굴량

<그림 4.2> 숏크리트면 단면측량 결과

<그림 4.3>은 터널 천단(Crown)을 중심으로
좌·우측 5.0m에 대하여 숏크리트면 단면측량
결과를 금번 외관조사 결과와 함께 나타낸 것으로
횡축은 측점(Sta.), 종축은 부재위치(position)를
나타낸다. 예를들어, 종축에서 No.10은 라이닝
천단을 나타내며, 위와 아래는 좌·우측 아치부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라이닝 천단 부근의 횡방향
실선은 천장부에 발생한 종방향 균열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내의 색깔은 단면측량 결과의
분포(Contour)를 나타낸 것이다.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색깔이 변할수록 여굴량이 커짐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터널 종·횡방향의 여굴량 편차로 인하여
숏크리트면의 요철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 지점의 횡단면에서도 천단 및 아치부, 벽체부
등 부재위치마다 라이닝 두께가 달라 재료적인
거동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라이닝
천장부에 발생한 종방향 균열은 숏크리트 여굴량이
급변하거나, 여굴량이 매우 작은 위치에서 집중하여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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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30k028.4 ∼ 30k088.4 (L=60m)

(b) Sta.30k088.4 ∼ 30k148.3 (L=59.9m)

(c) Sta.30k148.3 ∼ 30k208.4 (L=60.1m)

(d) Sta.30k208.4 ∼ 30k268.3 (L=59.9m)
<그림 4.3> 숏크리트면에 여굴량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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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PR 탐사결과
대상터널에 대한 초기점검시 종·횡방향 각각
1개 측선에 대하여 GPR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탐사측선은 <그림 4.4(a)>에서 보는 바와 같다.
탐사결과, 종방향 라이닝 두께는 <그림 4.5>와 같이
22~73cm로 조사되었으며, 횡방향 라이닝 두께는

<그림 4.6>과 같이 천장부가 아치 및 벽체부에
비해서 얇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술의 숏크리트면 요철상태와 동일한 결과로서 터널
종·횡방향의 라이닝 두께가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탐사측선도

(b) 종방향 탐사전경
<그림 4.4> GPR 탐사측선 및 탐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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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29k998.4 ∼ 30k098.4 (L=100m)

(b) Sta.30k098.4 ∼ 30k198.4 (L=100m)

<그림 4.5> 종방향 라이닝 두께

<그림 4.6> 횡방향 라이닝 두께(Sta.30k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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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천장부 종방향 균열의 발생 모식도

GPR 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서 들뜸은
조사되었으나, 공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숏크리트면(1차 지보재)과 라이닝 콘크리트는
비교적 밀실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숏크리트면의 요철상태를 따라 타설된
라이닝의 두께가 불규칙하게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터널의 라이닝은 불규칙한 단면에서
두께가 가장 얇은 위치(천단 부근)가 취약부에
해당하며, 환경·재료·시공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그림 4.7> 참조).
3) 종방향 균열의 원인분석
이상과 같이 천장부 라이닝에 발생한 종방향
균열의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굴착면을 따라 형성된 불규칙한 단면에서
라이닝 두께가 가장 얇은 천단 부근이 취약부에
해당하며, 재료의 건조수축, 경화 및 온도수축,
구속조건, 라이닝 요철상태에 따른 배면응력집중
등 환경·재료·시공과 관련된 복합적인 원인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균열의 발생원인은 외력에 의한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 중 불규칙한 굴착면, 라이닝
두께 편차 등의 시공 요인과 재료의 수축특성,

라이닝의 구속조건(요철상태)으로 인하여 시공초기
미세균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지속적인 온도변화와 재료특성에 따른 건조수축이
반복됨에 따라 균열폭 및 길이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대상터널의 라이닝 천장부에서 발생한 종방향
균열 등 외관조사 및 콘크리트 내구성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균열의 발생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 요 결함으로 라이닝 천장부에 폭 0.3mm
이상의 종균열이 다수 조사됨
•코어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21.3~23.6MPa의
범위(평균 22.4MPa)로 설계기준강도(=24MPa)
보다 조금 낮았지만,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및 터널시방서(2009)의 규정(설계기준강도의
85%)은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초 음 파 속 도 에 의 한 콘 크 리 트 의 품 질 은
Ⅱ등급(26.7%), Ⅲ등급(73.3%)으로 조사되어
콘크리트 품질은 ‘양호’ 내지는 ‘보통’인 것으로
분석됨
•균 열 깊 이 는 2 6 . 9 ∼ 1 1 3 . 6 m m 의 범 위 로
관통균열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라 이 닝 천 장 부 에 발 생 한 종 방 향 균 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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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은 외력에 의한 구조적인 요인 보다는
내적 요인 중 불규칙한 굴착면, 라이닝 두께 편차
등의 시공 요인과 재료의 수축특성, 라이닝의
구속조건(요철상태)으로 인하여 시공초기
미세균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이 후 지속적인 온도변화와 재료특성에 따른
건조수축이 반복됨에 따라 균열폭 및 길이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N ATM 터널에서 굴착면 요철상태가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이후 천장부 종방향 균열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라이닝(무근)
의 균열저감을 위하여 굴착면의 평탄성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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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최근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등
범국가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5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 4,621명으로
승용차의 대중화 초창기인 1978년에 5,114명이
발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2.0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0.9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교통사고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량 구간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2006), 남해대교 케이블
충돌사고(2013),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2015)
등과 같이 인명피해와 더불어 구조물 손상에 의한
2차 피해를 가져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고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킨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유사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및 구조물 손상을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교통사고 현황
1. 사고 개요
OO대교 준공(‘13년 1월)이후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등의 시설물 피해에 의해 접수된
교통사고는 ‘13년도 5건, ‘14년도 6건, ‘15년도 1건,
‘16년도 2건으로, 총 14건의 교통사고가 시점측
접속도로 하행선측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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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O대교 교통사고 다발지점 위치도

<사진 1> OO대교 교통사고 다발지점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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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이력 분석
시점측 접속도로 하행선측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이력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분석결과 우천 시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주로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교통사고 발생이력

발생일

2013년

시간

기상

손상내용

03월18일

12:00

비

가드레일 50m 손상, 45° 전도

04월06일

08:25

비

가드레일 70m 손상, 60° 전도

06월19일

07:40

비

중앙분리대 20m 손상, 지주밀림 2EA

06월19일

07:50

비

중앙분리대 20m, 가드레일 50m 손상, 45° 전도

12월30일

06:00

눈

가드레일 50m 손상, 30° 전도

01월29일

21:20

비

중앙분리대 10m 손상, 지주밀림 2EA

02월01일

19:50

비

중앙분리대 10m 손상, 지주밀림 1EA

02월01일

20:40

비

중앙분리대 10m 손상, 지주밀림 1EA

03월12일

20:30

비

중앙분리대 10m, 가드레일 50m 손상, 40° 전도

03월25일

16:30

비

가드레일 60m 손상

03월26일

03:20

비

중앙분리대 40m, 가드레일 10m 손상

02월04일

21:08

비

가드레일 16m 손상, 20° 전도, 지주밀림 13EA

03월11일

00:41

흐림

중앙분리대 2m 손상, 10° 전도, 지주밀림 1EA

05월10일

04:26

비

가드레일 9m 손상, 지주밀림 3EA

2014년

2015년

2016년

<그림 2> 사고발생 시 기상 및 시간대별 사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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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종·횡단 도로특성

구 분

접속교

접속도로

종단선형(R)

1300

900

종단구배(S)

-2.99

-2.99

횡단구배(S)

±2.99
(좌향구배)

±4.00
(우향구배)

비 고

종단특성

횡단특성

A1이 변곡점(편구배 변화부)에 위치

<그림 3> 횡단 편구배 특성

3. 원인조사 및 분석
1. 도로특성 분석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도로특성은 A1 신축이음을
변곡점으로 종단선형과 횡단 편구배의 변화부에
위치해 있고, 종단구배 -2.99%인 내리막
경사구간으로 야간 우천시 일부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 도로상황 인지가 늦어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종·횡단 도로특성에 대해
다음 <표 2>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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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류유형 분석
대상교량은 접속교(-2.99%, 좌향구배)와
접속도로(+4.00%, 우향구배)의 종단구배가 편구배
변화부인 A1 신축이음에서 변하게 되어 우천 시
접속교측 우수는 종단구배를 따라 하행측에서 상행측
갓길에 있는 배수구를 통해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배수되어야 할 우수 중 일부가
접속도로에서 변화된 종단구배를 따라 반대로
상행측에서 하행측으로 흐르며 주행 중인 차량에
수막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정확한 수류유형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A, B, C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류유형별 흐름도를 <그림 4>∼<그림 6>에
나타내었다.

가. A유형
하행측에서 흘러 내려오는 우수가 접속교
중앙분리대 배수통로를 통해 상행측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따라 접속도로까지 흘러
구배를 따라 사선방향으로 교면을 횡단하여 흐르는
유형이다.

<그림 4> A유형 우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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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유형
하행측에서 흘러 내려오는 우수가 접속교
중앙분리대 배수통로를 통해 상행측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따라 흘러 신축이음에서
상행측으로 넘어갔다가 구배를 타고 다시 하행측으로
교면을 횡단하여 사선방향으로 흐르는 유형이다.

<그림 5> B유형 우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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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유형
접속교 상행측에서 내린 우수가 접속도로까지

흘러 구배를 따라 하행측으로 교면을 횡단하여
사선방향으로 흐르는 유형이다.

<그림 6> C유형 우수 흐름도

교량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원인 분석 및 개선사례

155

기술기사 8

<그림 7> 전체 우수 흐름도

A, B, C 각 각의 수류유형을 <그림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구배
변화 영향에 의해 접속교에서 배수되지 못한 우수가
하행측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흐르거나, 상행측에서
직접 접속도로까지 흘러 A1 신축이음으로부터
접속도로측 60m지점에서 모여 구배를 따라 하행측
교면을 횡단하여 흐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평탄성 조사
가. 조사 개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시험주행을 실시한 결과
A1 신축이음 부근 포장 요철로 인해 차량 주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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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및 조향장치 흔들림이 발생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신축이음 전·후방 측정구간을 선정하여 현장
육안측정 및 정밀측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철이 발생된 원인규명을 위해 포장 하면 구조부재
균열, 변형 및 침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나. 조사 결과
1) 직선자를 이용한 육안측정
A1 신축이음을 기준으로 직선자를 이용하여
상·하행 각 각 1, 2차로 중앙부의 높이 차이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 및 <사진 2>과
같다.

<표 3> 평탄성 육안측정 실시 결과표

구 분

하행선(mm)

상행선(mm)

2차로

1차로

1차로

2차로

접속교측

+10

-25

-10

-15

접속도로측

+10

+10

+20

+20

a. 하행선

비고

b. 상행선

<사진 2> 평탄성 육안측정 실시 결과

직선자를 이용한 육안측정은 정밀한 교면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신축이음을 기준으로 전·후
높이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요철 발생부인 접속교측
하행선 1차로의 교면이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설계 종단구배 -2.99%를 고려할 때

구배 상 높은 곳에 위치한 접속교측이 접속도로측과
비교하여 대체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 3>은 측면에서 바라본 하행선 신축이음
전·후 교면의 높이차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3> 하행선 신축이음 전·후 교면 높이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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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벨기를 이용한 정밀측정
<사진 4>와 같이 신축이음을 기준으로 요철 발생
지점을 포함하여 전·후방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선정구간에 대해 1m 단위의 격자 형태로 레벨기를
이용 정밀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결과는 종·횡방향 구배의 영향은 제외하였으
며, 신축이음을 기준축으로 한 등고선도를 작성하여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레벨기를 이용한 정밀측정 결과는 다음 <표 4>∼
<표 5>와 <그림 8>∼<그림 9>에 나타내었다.

a. 하행선

b. 상행선

<사진 4> 정밀측정 선정 범위

<표 4> 하행선 정밀측정 결과표

2차로(mm)

1차로(mm)

구 분

접속교

비고
1/3지점

2/3지점

1/3지점

2/3지점

5m

20.95

4.13

-9.53

-26.35

4m

19.76

2.3

-17.62

-30.08

3m

18.57

-4.53

-15.71

-33.81

2m

12.38

-1.35

-13.81

-27.54

1m

6.19

-3.18

-6.91

-16.27

0

0

0

0

1m

6.64

6.37

5.82

5.55

2m

18.29

17.74

16.64

11.10

3m

14.93

19.11

17.47

11.64

신축이음

접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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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행선 정밀측정 결과(입체도)

<표 5> 상행선 정밀측정 결과표

1차로(mm)

2차로(mm)

구분

접속교

비고
1/3지점

2/3지점

1/3지점

2/3지점

5m

-12.23

-24.05

-22.7

-24.53

4m

-17.78

-20.24

-30.16

-32.62

3m

-13.34

-26.43

-27.62

-30.72

2m

1.11

-12.62

-25.08

-23.81

1m

5.56

-3.81

-17.54

-11.91

0

0

0

0

1m

13.09

10.90

6.52

14.33

2m

15.55

18.36

13.98

21.79

3m

13.02

15.83

11.45

19.26

신축이음

접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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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상행선 정밀측정 결과(입체도)

정밀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그림 8>, <그림 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요철 발생부인 접속교측 하행선
1차로 부근(회색으로 표시된 위치)이 주변에 비해
낮고, 접속도로측이 접속교측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육안측정 결과와
비교시 값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교면 하부 외관조사
요철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PSC 박스거더 처짐,
상부플랜지 균열, 텐던 방향변환블록 및 정착구
균열, 받침 손상 및 교대 침하 등의 구조적 손상 발생
및 진전 여부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축이음과 교면포장의 단차를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된 시공오차로 보여지며, 중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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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공용 중에 발생하였다 하여도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아스팔트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조치내용
1. 시선유도시설 설치
운전자에게 전방 도로의 종단선형 및 굴곡정도를
안내해 줌으로써 진입 전 도로특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접속도로 중앙분리대측에 태양광
갈매기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사진 5> 시선유도시설(갈매기표지판) 설치 전경

<사진 6> 중앙분리대 통돌이 교체 설치 전경

2. 중앙분리대 통돌이 설치
중앙분리대 차량충돌 시 충격에너지를 회전에너지
로 전환시켜 순간 충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반사각

을 0°로 줄여 충돌 후 차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
앙분리대측에 통돌이 분리대를 교체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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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미끄럼방지 포장 및 그루빙 시공 전경

<사진 8> 평탄성 확보를 위한 교면 재포장 전경

3. 미끄럼방지 포장 및 그루빙 시공
교통사고 지점은 우천 시 횡단하는 수류에 의해
수막현상이 발생되며, 종단선형 변화구간으로
과속상태에서 급제동 및 방향전환 시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미끄럼 저항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끄럼방지 포장 및
그루빙을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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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탄성 확보를 위한 교면 재포장
육안 및 정밀측정 결과 평탄성 허용기준치를
상회하는 요철 및 단차가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평탄성 확보를 위해 아스팔트 컷팅 후
재포장을 실시하였다.

5. 조치결과

6. 결 론

<그림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4년 6월
예방조치를 실시한 시기를 기점으로 11건이 발생된
이전에 비해 3건이 발생되어 교통사고가 상당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인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방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원인조사
및 분석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킨 사례를 소개하였다.
앞서 소개에서 같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먼저 원인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알고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고에서 소개한 사례를 통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유사 상황에 효과적으로 조치되어 교량내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및 구조물 손상이 감소되고,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과 예산 낭비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림 10> 년도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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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노사 공동 자원봉사 활동 전개
김포 북부노인복지관 ‘행복드림 후원행사’참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9일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이 주관한 「2016년 행복드림 99DAY
후원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
동을 펼쳤다.
지역내 취약어르신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물품바자회, 어르신 식사대접, 공연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바자회 등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취약 어르신들의 겨울나기, 조손가정
청소년의 진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안전실, 인재경영실
등에서 나온 20여 명의 임직원들이 지역 봉사자들과
함께 배식 도우미, 공연장 출입 안내 등을 맡아 종일
어른신들을 돌보았다.
공단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해
더욱 보람 있었다”며 “앞으로는 시설물과 건설분야
안전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마음속 안전도 함께
챙기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 모습>

<한국시설안전공단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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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청소년 안전’도 챙긴다
한국새생명복지재단과
재난안전체험시설 건립 MOU체결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8일 한국새생
명복지재단(회장 송창익)과 종합재난안전 체험시설
건립 관련 업무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시설공단은 새생명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재난안전체험시설과 안전교육시설 건립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아울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자문을 하기로 했다.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은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소년소녀 가장과 저소득층 어린이 인성교육 사업
등을 전개하는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으로, 청소년들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박구병본부장(왼쪽),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대상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 시설 건립과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해왔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안전교육 시설을
함께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공단의 기술력을
보탤 수 있게 된 것도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송창익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U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창익회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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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경주 지역 아파트 안전점검 실시
경주시 요청으로 13개 동 지진 피해 여부 점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경주 지진
피해와 관련해 26일부터 이틀 동안 경주 시내 1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경주시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이번 안전점검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 여부, 정밀안전진단 등 추가
조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진 발행 이후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들에 대한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경주시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63개 동에 대한 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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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경주시의 요청을 받고
구조안전 분야, 시공 분야 등의 전문가로 점검팀을
구성하고 현장조사에 들어가 구조체 및 비구조체의
안전 여부 등을 우선 점검하고,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장비를 활용하여 기울어짐 여부까지 확인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위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된다”며 “경주가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주시를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문동주 본부장,
연천 동이대교 안전 관리 실태 점검
현장 방문해 재난대처 만전 기해줄 것 당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문동주 경영지원본부장은 24일,
공단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동이대교를 방문해 교량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본부장은 주탑, 케이블 등 교량의 주요 부재와
재난 감시용 설비 등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현장
직원들과 함께 교량 곳곳을 둘러보았다.
문 본부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재난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진,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 1월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에 준공된 동이대교
는 연장 550m인 사장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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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정부3.0 실천을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사례(BP)」 경진대회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정부3.0
정책의 적극적 이행을 위하여 조직내 혁신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사례 경진대회』를
19일 오후 일산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총 34건의 응모작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8건
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가 진행된 이날 경진대회
에서는 공동 최우수상 2건, 우수상 1건, 장려상
3건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건축·생활시설안전실의 「‘안
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 ‘SFMS'」, 건설안
전실의 「건설공사 시공평가정보 공유 체계
마련」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우수상은 시설물정보센터의 「시설물정
보 중복입력 방지를 위한 시스템 연계 활성화」
가 수상했고, 건축·생활시설안전실의 「안전
진단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One Shot 서비스」
, 인재경영실의 「키벤저스 공개세미나를 통
한 네트워크형 업무 공유 실시 사례」, 하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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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찾아가는 지방
분쟁조정 소위원회 개최」등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외부 위원이 참여해
각 팀의 사례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까지 갖는 등
한층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동주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통한 공단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정
부3.0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에 발굴된 혁신사례를 국토교통
부가 실시하는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응모함으로써 공단의 혁신 노력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직원 월례회의 등에서 발표함으로써 정부
3.0 동참 분위기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정부3.0 담당자 세미나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27일 오후,
진주본사에서 진주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정부3.0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3.0’ 생활화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모두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
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
국승강기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
단)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 발표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소규모 시설물 안
전관리개선방안 ‘국민 생활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원스톱 주거지원서비스 '마이홈')
담당자가 참여해 ‘정부3.0’ 추진과 관련한 각각의 노
하우를 공개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가
정부 3.0 추진상황 공유를 통한 기관 간 협업과 소통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개방하는 등 ‘정부3.0’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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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
서해대교 정밀안전점검 현장 방문
- 작년 낙뢰로 인한 케이블 절단 사고 이후 첫 정밀점검 진행중
-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함께 현장 찾아 ‘철저 점검’ 지시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27일 오후,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함께 서해대교 정밀안전진
단 현장을 찾아 진단 작업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
을 격려했다.
서해대교는 작년 12월 낙뢰로 인해 주탑을 지탱
하는 케이블 1개가 절단되는 바람에 16일 동안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바 있다. 서해대교에 대한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정밀안전진
단으로, 작년 케이블 절단사고 이후로는 처음 실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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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경환 차관은 작년의 사고로 교체한
케이블 뿐만 아니라 나머지 케이블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영종 이사장은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케이블
복구 후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교량 안전을 저해
할 만한 취약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수·보강 대책
을 마련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서해대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태풍(차바)로 비탈면 토석류 발생현장
긴급점검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10월 5일
제 18호 태풍(차바)로 국도 4호선 비탈면에 토석류가
발생한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해당 비탈면은 태풍의 영향으로 토함산 지역에

약 277.5mm의 폭우가 원인이 되어 토석류가
도로부로 유입 됐었다. 토석류 발생 즉시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현장 긴급조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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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동아대와 지역발전 MOU 체결
정책 연구, 인력 양성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시설성능연구소
와 동아대학교(총장 한석정) 해양도시건설·방재연
구소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교류협약을 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정책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학술정보 교환 ▲인적자원 교류
▲전문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5일 오후 동아대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시
설안전공단 신철식 시설성능연구소장, 동아대학교
이정재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장 등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신철식 시설성능연구소장은“앞으로
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철식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연구소장(왼쪽)과 이정재 동아대학교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74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안전 전문교육 실시
파주·고양시 공무원 등 55명 참여
한국시설안전공단(강영종 이사장)은 5일부터
2일 동안 고양시와 파주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원이나 중앙소방학교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마련한 재난안전 교육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문 강사진을 초청해 관리자
과정과 실무자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교육에
는 파주시, 고양시,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등의 공무
원 55명이 참여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동안 두 지자체와 안전문화
캠페인 및 민방위훈련을 공동 실시하며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정부3.0 핵심 가치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와 고양시 공무원들은 자동차로 3시간이
넘는 거리인 충남 천안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

참여공무원 대상으로 전문 강사진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고양시 및 고양 도시관리공사 희망공무원 55명이
기념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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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동아대학교
공동 연구업무협약,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MOU체결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시설성능연구소
와 동아대학교(총장 한석정)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
소는 정부3.0 일환으로 각 상호의 공유·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10월
5일 교류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신철식 시설
성능연구소장을 비롯한 직원과 동아대학교 해양도시
건설·방재연구소 관계자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에서 양 기관은 정책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협력, 학술정보교환, 인적자원 교류,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신철식 시설성능연구소장은 “공동 연구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
다”고 말했다.

신철식 시설성능연구소장(사진 왼쪽)과 이정재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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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부실 점검·진단 예방을 위한
평가사례 교육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지난달 27일
부터 ‘2016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사례 교육’을 실시, 관련 종사자들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했다.
이번 평가사례 교육은 부실 점검·진단 방지와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평가제도 소개와 더불어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시설물별로 소개했다.
특히, 정부3.0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진단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사례 교육도 병행되어 관련 종사자에게 더욱 알찬
교육이었다는 평가다.

이번 교육은 영남권(9월27일, 부산시 인재개발원)
을 시작으로, 충청권(9월28일, 충남대학교), 수도권
(9월29일, 건설회관(서울 소재)) 등 3개 권역별로 실
시했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 종사자,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 등 약 300여명이 참가했다.
또한, 이번 평가사례 순회교육과 함께 이번달부터
그동안 부실로 평가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1:1 맞
춤교육을 해당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평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관련
종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기술력향상은 물론
보고서의 질적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회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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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정부3.0 국민생활화에 따른
울릉도 비탈면 재난현장 점검 지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울릉도의 재난현장에
대해 22일부터 5일간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지반, 지질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이 산사태 발생현장의 피해현황,
붕괴양상, 지반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을 뿐
아니라, 복구방안 및 향후 유지관리 중점사항까지
확인했다.

178

하성찬 부군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극적인
점검지원이 울릉도 재해현장 복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며 “지자체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업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정부3.0에 따른 국민안전의
생활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
경주 지진 피해지역 방문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나선 공단 직원들 격려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20일 오후
경주를 방문해 지진 피해지역 시설점검 작업 중인
현장을 찾았다.

현장을 찾은 강 이사장은 “피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각별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이사장이 방문한 경주에는 공단 건축·생활시
설안전실 소속 직원 6명이 19일부터 2일 간에 걸쳐
모두 8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작업
을 벌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2일 첫 지진이 발생한
직후 14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경주와 포항에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안전처
중앙지진재해조사단 업무 지원 등 경주 지진 이후
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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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체육시설 개방
주말·공휴일에 축구, 족구, 테니스장 무료 사용 가능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청사에 있는 체육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이 주말과 공휴일에
무료로 개방된다. 공단 측은 개방을 앞두고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 작업도 마쳤다.
이번 체육시설 개방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편의를 돕고 정부3.0의 핵심 가치인 개방과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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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앞으로도 정부3.0의 취지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육시설 이용 문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운영지원
실 시설물담당자(031-910-4168)에게 하면 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자 역량교육 실시
평가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강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2일 오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공단 간부직을
대상으로 ‘평가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과관리의 중요성, 평가자의 역할과
책임, 구성원 성과 코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평가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문동주 경영지원본부장은
“평가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2일 일산청사 대강의실에서 ‘2016년 평가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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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기능고도화 사업으로
정부3.0 일환, 정보개방 확대 및 사용자 편의성 증진
국가 주요시설물 빅데이터를 이용한
안전정보 개방확대 및 준공도서 제출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강호인)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의
한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물
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이하 FMS)의 정보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정부3.0 일환
으로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10월4일부터 보다
향상된 시설물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안전점검·진단 실적 미제출 시설물
관리 기능과 시설물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의
확인·점검 기능을 신설하였고, ActiveX 제거를
위한 정부시책 반영을 위해 기존 ActiveX를 통해
제공하던 기능을 웹표준으로 전환하여 웹 호환성
확보와 보안을 강화하는 등 이용환경을 개선했다.

금번 기능 개선으로 시설물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등 준공도서를 제출·보관·
관리하는 설계도서관리시스템의 기능이 대폭 개선되
었고, FMS에 통합됨으로서 이원화 되어있던 시설물
정보의 등록업무가 일괄처리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FMS에서는 국가주요 공공시설물의 안전정
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설물명으로 검색하는 방식
을 시설물 등급, 종류, 형식, 차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예정일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
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리뉴얼됐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의 개정으로 대상 시설물(방파
제, 파제제, 호안, 배수펌프장 및 공동구 등 5개 시설
물)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정보 관리를 위해
FMS도 개정 시점에 맞추어 개편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로부터 FMS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시설물안
전법 대상 시설물 확대에 따라 약 3,400('16. 6. 30.
기준)여개 시설물의 신규 등록을 시작으로 항만 및
공동구 등 관리되는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설계도서관리시스템의 통합으
로 설계도서 제출 관련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이전
보다 한 단계 높은 국가 시설물 안전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천 교량에 대한 수중조사 결과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취약(D·E등급)시설물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결함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상위기관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메뉴를 신설하여
관리 기능을 보강했다.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http://www.fms.or.kr)
•FMS는 시설물안전법 제16조, 제38조 및 시행령 제16조2, 제27조2에 따라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03년부터 운영 중이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약 75,000개의 시설물안전법 대
상 1·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182

한국시설안전공단,
삼천포대교 재난 모의훈련 실시
경찰, 소방서, 국토관리사무소 등 두루 참여해 재난 대응력 높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12일 오후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정부3.0, 삼천포대교
사회재난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천시와
남해군을 잇는 삼천포대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유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사장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특수교관리센터 삼천포사무소와
사천시가 공동 주관한 이날 훈련은 사천소방서, 사천
경찰서,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사천해양경비안전센터
삼천포출장소 등 유관 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 속
에 진행됐다.
기관
높이기
충돌한
발생한

간 소통, 협력으로 교량 재난 대응력을
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은 교량 케이블과
차량이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해 화재까지
상황을 가정해 ▲경찰서와 소방서의 현장

구조 ▲사고차량 견인 및 잔해물 정리 ▲교량피해
현황 보고 ▲비상대책회의 등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삼천포사무소 관계자는
“기관 간 협력과 소통으로 정부3.0을 달성하고
비상대책회의와 기술자문회의를 통한 신속한
복구 방안까지 강구할 수 있어서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훈련에 참여한 사천시 관계자도 “초동 조치, 현장
조사, 구조해석 등 시설안전공단 인력들의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던 현장감 있는 훈련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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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정부3.0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및 컨텐츠 홍보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마음껏 활용하세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정부 3.0
정책의 전사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에게
개방중인 시설물 공공데이터 콘텐츠 및 이의 활용을
위한 OpenAPI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여 부산 벡스코에서 10월
4일부터 3일간 개최된 ‘2016 건축도시대회’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전용부스를 마련하고 현재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와 현재 구축중인 OpenAPI를
소개하는 홍보 리플랫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물현황, 안전정보, 용역수주실적현황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관련업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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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필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중이며, 데이터의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
개방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페이지에서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OpenAPI를 구축중에 있으며, 11월 중 배포 할
예정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OpenAPI를 통해
일반인도 시설물 정보를 활용한 앱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활용방법을 직접 소개받았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방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경상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손잡아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과 경상대학교
(총장 이상경)는 9월 20일 11시에 경상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경험과 이론을
접목하고 공동 연구 및 상호 인적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의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5년말 진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역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금번 업무협약
을 계기로 양 기관의 정부3.0이 추구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
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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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지역행사에서 공공시설물 안전관련
공공데이터 및 대국민 정부3.0알리미앱
홍보활동 펼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정부3.0’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공단에서 개방하는
공공시설물 안전관련 공공데이터 및 정부3.0알리미
앱을 홍보하며 국민들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다.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정부3.0알리미
앱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을 권장하는 리플릿 배포와
직접 시연 등을 펼쳤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2016 고양가을꽃축제’ 및 경상남도 진주시 ‘2016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
으로 정부3.0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앱은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194개 핵심 정부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모바일
앱으로, 민원24, 워크넷, 대한민국구석구석 등 다양
한 일상생활 정보는 물론, ‘나만의 맞춤혜택 서비스’
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목록정보도 제공된다.

이번 홍보활동에서 공단은 개방중인 안전 공공데이
터를 소개하는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며 공공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및 활용방법을 소개하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물현
황, 안전정보, 용역수주 실적 현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관련 창업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개방하고 개방

한국시설안전 임직원들이 ‘2016고양가을축제’가 열리는 일산
호수공원 광장에서 공단 공공데이터 및 정부3.0서비스알리미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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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
가 되었으면 한다”며 “공단은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하
여 정부3.0과제를 적극 발굴할 뿐 아니라 보다 가까
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12일 한국시설안전 임직원들이 ‘2016진주남강유등축제’가 열리는
진주성 일원에서 공단 공공데이터 및 정부3.0 서비스알리미앱을
홍보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부3.0 국민 안전서비스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
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과 함께 공동주택의 하자 저감 및 입주자
불편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주체, 사업
주체, 지자체 공무원 등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라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은 총 4회의 교육이 실시되며 1차 9월29일
(서울)전문건설회관, 2차 10월12일 (부산)부산상공회
의소에서 실시 된 교육에는 총 712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10월26일 (대구)대구문화예술회관
△11월2일 (광주)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당 약
200~400여명 규모로 2회 추가 실시 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건설업계)의 실무자 및
하자보수(A/S) 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며,
교육신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
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정책
소개,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제도,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사례, 하자판정기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용방법,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한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하자로 인한 불편해소 및
하자로 인한 분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자부

분이 요약된 리플렛과 하자의 중요 정보를 수록한 소
책자를 교육당시 배포 한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이 하자의 개념과 하자 발
생시 대처방법을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거나, 사
업주체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단한 하자
점검과 대처요령 안내을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
을 조기에 해소하고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적 비용 감소 및 하자로 인한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본 교육을 통해
하자담보책임제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개정된 부분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점,
하자보수 청구절차 및 종료절차 등 제도에 대한
지식습득은 물론,
하자의 범위와 분류, 하자판정기준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정부3.0 일환으로 공유·개방함으로써,
- 건설사는 시공단계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 입주자는 하자로 인한 주거불편을 위원회에
신청하여 소송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져 하자로 인한 2차 피해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변화된 하자제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및 하자 종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리플렛과
소책자를 통해 하자로 인한 주거불편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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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육 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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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정부3.0 실천을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사례 경진대회’시상식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2016년
일하는 방식 혁신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17일
오전에 개최했다. 정부3.0 정책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조직내 혁신사례 발굴·공유를 위해 실시한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됐다.
다양한 출품작들에 대한 심사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혁신성, 효과성,
파급성, 발표 완성도 등을 두루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1건, 장려상 3건 등 모두 6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건설안전실의 「건설공사 시공평가정보
공유 체계 마련」과 건축생활시설안전실의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시스템 ‘SFMS'」이 공동 수상했으며, 시
설물정보센터의 「시설물정보 중복입력 방지를 위한
시스템 연계 활성화」가 우수상을 받았다.
강영종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업무
혁신 방안을 찾으려는 임직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업무 혁신과 정부3.0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3.0 정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지난 7월
‘정부3.0 실천 임직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던 공단은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안전관련 공공데이터 공개,
정부3.0 생활화를 위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일하는 방식 혁신대회 수상자들이 이사장(강영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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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멈추지 않는 정보서비스를 구현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최근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중요 시설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의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태풍 차바 등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되어, 재난 및
재해 피해를 입은 FMS 시스템을 가정하여 복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 복구에
필요한 시설물의 도면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훈련이다.
아울러, 상시 발생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기 위
해 정전과 복전을 반복되는 상황을 재현하고, UPS(
무정전전원장치)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정전대비훈련
을 실시하였다. 그뿐 아니라, 전산 기계실의 장비 손
상을 가정하여 새로운 전산장비에 백업 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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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훈련 등 다양
한 상황을 가정하여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FMS 외에
공단 대표 홈페이지, 교육훈련관리시스템, 통합경영
정보시스템 등 전체시스템(14개)에 대하여 어떠한
유사시에도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강영종 이사장은 재해재난 시에도 시설물 복구 등
을 위해 시설물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상시에도
「시설물의안전관리에의한특별법」에 따른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정보를 FMS을 통해 개방하고
공유하여, 정부3.0의 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 해명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성능평가 수행은
대상시설물별 관리주체의 책임,
‘내진평가 미실시 시설물 급증’도 사실과 달라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와 관련한 최근의 언론보도에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의 주체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하면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업무의 수행은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시특법8조, 시행령1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진단 대상 시설물인 서해대교의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는 한국도로공사가
예산 등 관련 계획을 세운 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계약, 의뢰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44개의 대상 시설물
중 53개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단 결과 ‘평가’ 관련
현재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1종)은 전국적
으로 약 8000여개에 달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
단은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정 고시한 주요
시설물 152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고 있으
며, 나머지 시설물들은 관리주체와의 계약을 통해 민
간업체들이 진단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이 진단업무를 수행할 경우 저가 수주
등에 따른 부실 점검 및 진단의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민간업체들의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시특법 제11조의3).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이 5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민간업체가 수행한 진단보고서를 평가하는 중에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시특법7조의2)에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 실태를 파악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53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내진성능 미평가 시설물 급증 관련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진단결과 평가 과정에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2건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빠트렸다가 작년 국토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이 2곳”이란 뜻이 아닙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부의 감사지적을 받은
후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시특법 7조의2) 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모두 53개 시설물이
내진성능 미평가 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공단은 이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의 권고 조
치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금년 10월 현재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시설물은 11개
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시설물 53개→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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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미실시에 대한 공단의 관리방안
공단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인된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주체에 미실시 사유 및
조치계획을 파악하여 반기별로 국토부에 보고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해당 관리주체가 조속히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공문을 통해 권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점검·진단 기술자 교육, 지방순회
교육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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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facility & Smart maintenance ”
제11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성과발표회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11월 4일
(금) 오전 9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공단의
대강당에서‘제11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성과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3.0 서비스의 일환으로 국
민들에게 정보를 공유·개방·소통함으로써“창조·
융합형 성능기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라는 주제
로 그 동안 공단이 수행한 연구 성과와 첨단진단장비
전시 및 기술소개, 연관된 주제발표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개요
행 사 명 : 제11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성과발표회
및 토론회
주 제 : 창조·융합형 성능기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일 시 : 2016년 11월 04일(금) 09:00∼18:00
장 소 : 한국시설안전공단 일산청사
지하 대강당
참석대상 : 공공기관, 학·협회, 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본 행사는 오전 및 오후 행사로 진행되며,
오전행사는 ‘스마트’, ‘ICT’,‘안전’등의 키워드로
3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창조·융합형 성능기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진다.
오후 행사는‘특수보강기술’,‘유지관리표준화’등의
키워드로 특별세션 발표 3건과 첨단진단기술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된 일반세션 발표 20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진단사진 전시회 및 대외기술
엑스포, 연구과제 제안 이벤트, 현장잔류 참석자
대상 경품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를
산·학·연 등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국내 시설물의 안전과 안전 진단 기술
첨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과발표회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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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자 역량교육 실시
평가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강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이하 공단)은
11월 2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공단 간부직을 대상으로 「평가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공단 문동주 경영지원본부장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으로 개개인의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교육을 통해 평가자의 역량을 한
층 강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진정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과관리의 중요성, 평가자의 역할과
책임, 구성원 성과 코칭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평가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평가자에 대한
역량 교육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2일 일산청사 대강의실에서 ‘2016년 평가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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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경기안실련과 ‘안전 MOU’체결
안전점검 교육, 청소년 안전강사 육성 등 공동 추진키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24일 경기안
전생활실천연합(안실련, 공동대표 이복희)과 사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및 청소년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학교와 경로당 같은
사회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요령 교육, 청소년
안전교육 강사 육성 등을 실시하게 된다.
안실련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안실련을 두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교통,
생활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추진해온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취약시설 안전관리 활동, 재난예방 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3.0 국민 맞춤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중·고교생 대상의 ‘찾아가는 안전교육 DingDong'을 실시해 온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시설물 민간 안전점검 인력을 확보하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대국민
재난 안전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안실련 이복희 공동대표는 “한국시설안전공
단과 함께 청소년과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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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시흥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아동양육시설 안전점검 통해 정부3.0 구현에 앞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2일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 송암동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건립된 지 26년이 지난
3층짜리 아동양육시설인 송암동산에는 모두 60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성하고 현장조사에 나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구조체
및 비구조체의 안전 여부, 철근 배근 상태, 건물 기울
어짐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점검팀은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실시된 이날 점검에는
경기도 시흥시가 지역구인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
장도 참석해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공단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으
로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게
돼 안심이 된다”며 “시설물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정부3.0 구현을 위해 공단이 매
년 실시하는 국민맞춤서비스의 하나로,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제거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구조안전, 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로 점검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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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20년 넘게 축
적해온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 기술로 안전 사각지
대가 없도록 살피는 것은 공단의 의무이자 보람”이
라며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 차원에서 취약계층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의 날’맞이
시흥시 아동센터 안전점검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지난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즐거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조안전과 시설성능
종합점검을 실시했다.
한국시설공단은 이번 안전점검에서 계단 등 내부
구조물의 안전 상태는 물론 옥상의 방수 상태 등도
집중 점검했다. 겨울철 추위에 대비해 외부 창호의
기밀성, 단열성, 풍압안전성 등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점검 현장을 방문한 한국시설안전공단 문동주
경영지원본부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각종 부대시설의 성능
점검까지도 꼼꼼히 해야 마땅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 3.0 국민맞춤 서비스 차원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동센터 진출입로 낙하물 확인(타일탈락, 간판 등).>

<외부창호 단열성 및 기밀성 점검(결로 및 우풍 등)>

<아동센터 천정구조물 및 빔 균열 상태점검.>

<아동센터 종사자와 “Safe Korea" 기념촬영>

공단소식

197

공단소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표 제공
자가점검 가능한 동절기대비 안전점검표 배부로 사고예방에 도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겨울철을 앞두
고 한파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동절기대비 건설
공사 등 안전점검표’를 만들어 제공한다.

이와 함께, 최근에 공단은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2016년 하반기 건설안전교육을 5개 국토지방
청을 순회하며 3천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공단은 그동안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
해 축적된 건설사고 사례DB와 사고조사 및 안전점
검 경험을 토대로 기초 지반 및 비탈면, 옹벽·석축,
건설현장 및 노후주택 등에 대하여 쉽게 자가점검이
가능하도록 안전점검표를 제작했다.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서 안전점검표는 누구나 공
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또는 건설안전정보시
스템(www.cosmis.or.kr)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전점검표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반의 동결·융해 등으로 인해 지반에 문제가
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의 흙막이벽 및 기존
인 옹벽·석축·비탈면 붕괴사고 예방 등에
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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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
발생할
시설물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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