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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울은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현재에 이르는 40년 동안 도시철도에 있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서울의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High Technology 도시철도 성장은 세계 최고라 자부할 만하다. 

1990년대 내지 2000년대의 2기 지하철 및 9호선 건설시에만 하여도 가까운 일본의 동경 지하철을 

비롯하여 유럽의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의 지하철을 선진사례 견학이라며 찾아 다녔었지만, 그 

나라들의 지하철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에 서울은 최근까지도 도시철도 건설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세계 최신,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랑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도시철도 강자 기업과 

경쟁하여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에서도 사업을 수주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의 도시철도 방향이 중전철(HRT 및 MRT)에서 경전철(LRT)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해외 주요도시와 비교한 서울시의 도시철도 현황, 서울시에서 향후 경전철 건설의 

필요성, 적용 가능한 경전철 시스템 종류 소개, 향후 경전철 사업 추진 방향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본다.

2. 해외 주요도시 비교 서울시 도시철도 현황

 지난 2001년 서울에 2기 지하철이 완공된 이후, 2009년 7월 9호선 1단계 구간(김포공항∼신논현)을 

개통하면서 총연장 327.1km의 지하철망이 구축되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인구 1만명 당 

0.31km 수준으로 ‘런던 0.57km’, ‘파리 0.43km’에 비해 부족한 실정인데 비해 1일 이용객은 701만명, 

혼잡도 역시 평균 154%로 높아 철도서비스 수준이 열악하다.

도시
일이용객수

(만명)

도시철도 연장(km) 인구당 
연장

(km/만명)지하철 경전철 노면전차 모노레일 전체

런던 321 402 34 28 - 464 0.57

파리 418 218 - 65 - 283 0.43

도쿄 850 305 15 17 18 354 0.40

서울 701 327 - - - 327 0.31

 <표. 1 해외 대도시 도시철도 현황>

 서울시의 경전철

   유 제 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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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지하철 수단분담률은 36%에 불과해 도쿄(86%)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등 해외 

대도시와 비교할 때 지하철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출처 :

 http://traffic.seoul.go.kr/archives/12416

※주) ’서울 어디서나 도시철도 10분’ 

   - 철도중심시대가 열립니다, 서울특별시

<표2. 해외 대도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현황>

3. 서울의 향후 경전철 추진 방향

 서울시와 같은 대규모 도시에서의 도시철도는 중전철(HRT 혹은 MRT)에서 경전철로 진행되는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도시철도 건설이 간선망 위주의 대규모 수송 용량을 

위한 것이였고, 이에 적합한 중전철 위주의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

었다면, 이 이후의 도시철도 건설은 대규모 수송 용량의 간선망을 

연결시키는 소규모 수송 용량 중심의 지선 경전철 위주 건설이 합리

적인 방향이라 할 것이다. 

수송 용량별 적합한 시스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수송용량별 적정시스템>  

 아울러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철도의 수송량을 정리하면 다음<표. 4>와 같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8, 9호선의 경우 1일 35만, 2호선의 경우 240만 

이상까지 대규모의 수송량을 처리하고 있다.

구  분
노선연장

(km)
정거장수

(개)
총 수송 수요

(인/일)
순 승차 수요

(인/일)
환승승차
(인/일)

km당
수송수요

정거장당
수송수요

서  
울
메
트
로

1호선 7.8 10 522,100 295,089 227,011 66,936 52,210

2호선 60.2 50 2,412,474 1,528,825 883,649 40,074 48,249

3호선 35.2 34 954,965 518,536 436,429 27,130 28,087

4호선 31.7 26 1,107,434 611,036 496,398 34,935 42,594

도  
시
철  
도
공  
사

5호선 52.3 51 1,184,659 577,079 607,580 22,651 23,229

6호선 35.1 38 679,732 309,171 370,561 19,366 17,888

7호선 46.9 42 1,141,450 597,680 543,770 24,338 27,177

8호선 17.7 17 390,017 154,913 235,104 22,035 22,942

9호선 25.5 25 356,429 232,819 3,619 13,977 14,257

<표. 4 서울시 도시철도 노선별 수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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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향후 건설 계획인 경전철 노선은 

소규모 용량의 지선 노선 위주로 건설될 

예정이며, 2008년도에 계획된 10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노선의

예상 수송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10개년 중장기 10개 노선 계획>  ※주) 2013년 서울시 언론보도자료

구  분
노 선
연 장
(km)

총수송
수  요
(인/일)

순승차
수  요
(인/일)

환  승
승  차
(인/일)

km당
수 송
수 요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계획 노선에서의  

 도시철도 1일 수송수요량은 99,902 ~

 165,642 인으로, 중전철 대비 현저히  

 적은 1/3 ~ 1/10  수송량이다. 

 따라서 이들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은  

 경전철로 추진됨이 당연한 계획일 것  

 이다.

동북선 12.34 165,642 73591 92,051 13,424

면목선 9.05 105,177 54,165 51,012 11,621

서부선 12.05 118,802 60,768 58,034 9,859

신림선 7.82 120,684 58,911 61,773 15,432

목동선 10.87 99,902 56,862 43,040 9,190

    <표. 5 향후 추진 계획 서울시 도시철도 중장기 계획> ※ 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2008년) 자료 참조 

 여기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1일 승객 20만명/일 수송 수요까지는 경전철 시스템으로 적절히 

처리 가능하지만 35만명/일 수송수요가 넘으면 중전철시스템의 적용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경전철 시스템 종류

 경전철시스템은 교통계획 측면에서 버스와 기존 중전철의 중간 정도 규모의 수송용량을 가지며

(3천명~2만명/시간 ==> 3만명~20만명/일), 주로 대도시의 보조간선 노선이나 중소도시의 간선노선

에 적용성이 우수하다. 

 경전철 시스템에는 차륜, 노반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들 시스템에 대해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4.1 차륜, 노반 형식별 경전철 종류

구 분 고무차륜 AGT 철제차륜 AGT LIM 모노레일 자기부상 노면전차

정원 (명/량) 52 101 133 88 93 50

Peak Time 수송량
(P/hr/vehicle)

1,170 2,272 2,992 1,980 2,092 1,125

   ※ Peak Time 수송량은 운전시격을 4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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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T(Automatic Guided Transit) 예시       ⃞ LIM(Linear Induction Motor) 예시

부산 4호선 
(고무차륜 AGT)

부산-김해경전철 
(철제차륜 AGT)

용인 경전철 오사카 LIM

    ⃞ 모노레일 예시                            ⃞ 자기부상열차(MAGLEV, Magnetic Levitation) 예시

대구 3호선 도쿄 모노레일 인천 자기부상열차 나고야 리니모

    ⃞ 노면전차 예시

무가선 트램 가선 트램

 

단일 차량 굴절 차량
 이러한 경우는 실제 상용화된 경전철 시스템이며, 이들 외에 최근 개발 중이거나 시험 운용 중인 시스템

으로는 PRT시스템, Guideway시스템 등이 있다. 이들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PRT  SYSTEM GUIDEWAY  SYSTEM

개요도

특 징

• 1~4명이 탈 수 있는 택시형태의 경량 전철
• 전용의 궤도를 이용 목적지까지 직행으로 무인
   자동운행
•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장점을 혼합

• 전용주행로에서는 가이드웨이를 따라 주행하고

   일반구간은 일반버스와 동일하게 주행

• 필요구간만 전용주행로 건설로 사업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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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전철 System별 수송 일반조건 비교

1) AGT/LIM

종 류 고무차륜 AGT 철제차륜 AGT LIM

차량제원(L×W×H) 2.40×3.50×19.28 2.65×3.60×27.0 3.20×3.81×17.6

최고속도 70km/h 80km/h 90km/h

승객정원 104명 202명 133명

편성수 2량 2량 1량

국내도입현황 부산4호선
인천2호선

우이~신설경전철
용인경전철

2) 자기부상/모노레일/노면전차

종 류 모노레일 자기부상 신형노면전차

차량제원(L×W×H) 2.90×5.10×29.4 2.60×3.45×41.5 2.65×3.55×29.70

최고속도 70km/h 100km/h 80km/h

승객정원 264명 186명 150명

편성수 3량 2량 3module

국내도입현황 대구3호선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수원경전철(계획중)

창원경전철(계획중)

 5. 경전철 시스템 건설 적용가능 공법

 경전철 시스템 적용 가능 공법에는 기존 중전철과 유사하게 지하철 공법(저심도지하철 포함), 고가교량 

공법 및 노면 공법이 있다.

 이들 공법에 대한 특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개착 공법 교량 공법 노면 공법

개 요 도

개략공사비(km당) 650~800억원 400~550억원 45억원

적용 현황

우이~신설 경전철

인천2호선

부산4호선

대구3호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

수원경전철(계획)

창원경전철(계획)

기타 특징

∙ 공사비 고가

∙ 운영중 소음·진동 등 환경문제 없음

∙ 노면교통 영향 없음

∙ 정시성 확보 가능

∙ 공사비 다소 저렴

∙ 운영중 소음·진동 등 환경문제 발생

∙ 노면교통 공간축소

∙ 정시성 확보 가능

∙ 공사비 저렴

∙ 도시미관 저해 없음

∙ 노면교통과 경합발생

∙ 정시성확보 곤란

   ※주) 개략공사비는 토목공사에 대한 2007년 기준단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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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앞서 기존 중전철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2010년 기준)은 개략적으로 지하철의 경우(1,000억 

~ 1,400억원/km), 고가도시철도의 경우(500억~700억원/km)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

다. 이에 비하여 경전철 시스템의 사업비는 중전철 대비 1/2 ~ 1/3 이하의 비용으로 비교적 저렴

하게[KDI,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2008.12 참조]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결언

 향후 서울시에서의 도시철도 건설은 기존 중전철 노선의 일부 연장 노선을 제외하고는 신규노선의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선 중심의 노선 건설이 대부분을 이룰 것이고 이들 수요는 경전철 

시스템이 적정할 것이다. 중‧소규모의 수송 용량처리, 변두리 지역 구석구석에까지 편리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은 경제성과 편리성을 갖춘 경전철 시스템의 적용이 바람직 할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전철시스템의 활발한 적용을 위하여 향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건설 공법의 다양성 추구 

 현재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전체 1~9호선 영업거리 327km(2013. 12. 기준) 중 지상 고가교량 

형식의 경우는 2호선 15.5km 및 4호선 4.4km, 총 19.9km로서 전체의 6.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해외 주요 대도시의 경우 앞의 <표. 1 해외 대도시 도시철도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고가 혹은 노면으로 건설되는 경전철 혹은 노면전차의 비율이 런던, 파리, 동경의 경우 전체 대비 

13.4 ~ 23.0%로서 서울 6.1% 대비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고가 혹은 노면 경전철 시스템의 도입은 

대 주민 교통 서비스 확충의 경제적 제공을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 사료되며, 국내 특히 서울시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로 건설 계획된 경전철 현황을 살펴볼 때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라 생각

한다. 우리 국내의 정서는 대체로 고가 혹은 노면 교통 시스템에 대하여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부정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 시민 홍보 내지 설득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민

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대구시의 경우 대구3호선 도시철도 노선에 모노레일 시스템을

(L=26km) 도입하면서 전체 구간 고가구조 형식을 적용하여 사업비 절감을 이루었고, 도시 미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대 시민 설득을 효과적으로 시행한 점을 볼 때에 서울시가 참고로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 서울 도시철도 경전철 사업의 CDM1) 추진

 도시철도 사업의 각종 CDM 분석자료에 의하면,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이 많고 녹색 기여도가 매우 

크다. 즉, 도시철도사업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기대효과 이외 

CDM 사업을 추진하면 추가적으로 탄소배출권과 경제적 수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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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모노레일 도심부 통과 전경
대구시 모노레일 도심부 통과 교량 

교각의 시민 홍보 사례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수송부문이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교통수단별로 보면 도로(81%) ․  해운(11%) 

․  항공(6%) ․  철도(2%)를 보이고 있음. 이 중 도로 비중은 미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 원인은 

자동차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임

 ○ 자동차 의존도에서 탈피해 철도로 전환할 경우 이산화탄소 저감 잠재량은 610만 톤 ~ 1,890만 톤  

    수준으로 매우 높음

 ○ 철도사업의 녹색 기여도 사례 분석 결과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됨

    - 1972∼2008년도까지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은 CO2 25백만 톤 

    - 조림으로 환산하면 약 42천 헥타르,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10조원

 국내 철도사업의 CDM은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공헌, 그리고 부수적으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서울 도시철도 경전철 사업에 대해 CDM사업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KDI,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12.

 - 철도교통 CDM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10.8. 국토해양부)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2008년)

 - ‘서울어디서나 도시철도 10분’ - 철도중심시대가 열립니다(서울시 홈페이지 ‘교통분야’)

 - 2013년 서울시 언론보도자료

1)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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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장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

 서울시는 그간 지속적인 자체 점검 활동을 통해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에서의 

인명피해 사고 등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해 3월 11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륜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총100명을 선정하여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단’을 구성하였다.

 더불어 3월 12일에는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점검단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점검단 운영 취지, 점검방법 

및 내용, 점검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점검활동을 당부하였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은 기존의 사전예고 방식의 

점검을 탈피하여 점검반이 당일 방문현장을 결정

하여 불시에 방문하고 점검사항도 자율적으로 

정해서 주 3회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휴일에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주 1회 

휴일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점검단 구성 후 3월 한 달간 주3회, 총 9개 공사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리 미흡 등 

120건을 적출하여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100명의 외부전문가 중, 팀별 3명으로 구성된  

‘기동점검단’은 앞으로도 주3회, 3개팀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수준높은 시설물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제1차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개최

 서울시는 공사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10%이상 증액(20억~50억 미만 : 1회 

증액분 2억 이상, 50억 이상 : 1회 증액분 5억 이상)

되고, 공사 중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허가

조건의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변경의 적정 여부 

검토를 위하여 2014.1월부터 “사업계획변경 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3월 27일 처음 열린 조정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시행중인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와 관련, 기존관(D2,200mm)과 

신설관(D1,500mm)과의 연결방법을 단수 후 공사

에서 단수없는 공법(라인스토핑)으로 변경하여 

단수 후 발생하게 되는 대규모지역(5개구 53개동 

주택 40만세대, 영업용 9만개소)의 장시간(58시간) 

단수로 인한 시민불편 및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하기 위한 설계변경 안건이 상정되었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결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고려 공법 변경을 허용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설계변경 전 과정을 시민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설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임의적 설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73〕

》  지식정보



- 10 -

제14회 ‘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

 서울시는 최근 새롭게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 구, 공사 ․ 공단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신기술 소개의 장’을 

3월 26일(수)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지정되어 잘 알려지지 않은 

토목, 건축, 설비분야의 5개 신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자의 동영상 및 자료의 자세한 설명으로 개발자

- 발주자간 정보를 교류하고 신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 다기능 안전고압호스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MSHS공법) 

▴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

공법(UDRS공법)

▴ 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 

▴ 물흐름센서, 온도센서, 발열선 및 모듈을 이용한 

급수배관 동파 방지기술

 또한,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건설신기술활용

심의위원회와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활용 

권장과, 신기술 발주방법과 심의절차, 신기술 적용 

후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등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

고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매년 분기별로 ‘신기술 

소개의 장’을 개최하여 개발자들에게는 신기술 

홍보의 기회를, 발주청 담당자들에게는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5〕

서울시, ‘보도블록&물순환 엑스포’ 개최

 서울시가 4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광장 등에서 

‘2014 서울 보도블록&물순환 EXPO’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도블록 및 물순환 신개발품을 

전시하며 보도블록 분야에선 ▴블록류 ▴보도상‧
보도주변 시설물 ▴시공장비 등을 전시하고, 물순환 

관련에선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빗물

이용시설 ▴녹화시설 ▴가로시설 ▴침투형 도로 

포장재 등을 전시한다.

 이외 행사로 4월 1일 ‘물순환 도시 학술심포지엄’

과 4월 2일 ‘국제 블록포장 포럼’을 개최한다.

 ‘물순환 도시 학술심포지엄’은 서울시를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로 조성하고자 국내 관련 학계 

관계자와 시민, 시‧구 공무원들 400여명이 참여해 

물순환 도시의 국내외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국

제 블록포장 포럼’은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의 

블록포장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국가의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또한, ▴보도블록 트릭아트 ▴보도환경 개선사례 전시 

▴보도블록 퍼즐 ▴물먹는 하마, 투수블록 시연 

▴보행안전도우미 콘테스트 ▴빗물 다도회 ▴물

순환시스템 견학 등의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

 ‘2014 서울보도블록&물순환 EXPO’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afe.seoul.go.kr/bodoexpo)

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도환경개선과, 물관리정책과 (02)2133-8116, 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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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 지역에 투수블록 포장 공사 시행

 서울시는 올해 송파구 위례성대로 등 6개 지역에 

빗물이 침투되는 투수블록 포장 공사를 9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노후보도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시가 총 공사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14억 800만원 중 시가 7억 

4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지역은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 ~ 소마

미술관 ▴영등포구 신길6동 보라매역 주변 ▴중구 

을지로 278 ~ 퇴계로 349, 을지로 245 ~ 251 

▴도봉구 문화고 주변 ▴은평구 녹번동 28-1 ~ 

35-1 ▴노원구 하계역사거리 ~ 대진고교 사거리 

등 총 6개 지역이다.

 투수블록 포장은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어 하수

도로 일시에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열섬현상, 하천유량 감소, 수질오염 등 복합적인 

도시 물순환 왜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시는 앞으로도 노후나 파손으로 교체가 필요한 

보도구간에 투수블록 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투수블록 포장의 내실화를 위해 

투수블록 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수립과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및 시험시공 

등을 통해 기술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보도포장 교육을 이수하는 등 

투수블록 품질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분야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에서 시행

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등을 통해 투수포장 등 각종 물순환

시설을 적용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보도환경개선과, 물관리정책과 (02)2133-8116, 3763〕

빗물모아 땅속으로 보내는 ‘빗물침투시설’ 설치

 서울시는 올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빗

물을 모아 땅속으로 보내는 ‘침투형 빗물받이’와 

‘침투트랜치’를 주요 침수취약지역에 설치한다.

 시는 그동안 하수도 공사시 침수예방과 토양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연속형 ‧ 측면통수형 빗물받이 

등 다양한 빗물침투시설을 도입해 설치해왔으며, 

‘13년엔 침투형 빗물받이와 침투트랜치를 도입

했다. 올해도 1113개의 침투형 빗물받이와 

725m의 침투트랜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침투형 빗물받이

침투 트렌치

 

 ‘침투형 빗물받이’와 ‘침투트랜치’는 기존 빗물

받이에 빗물이 빠져 나갈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침투통과 투수관이 연결되어 있어 빗물이 땅속

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침투형 유입시설 확충은 빗물을 침투시켜 

빗물이 저지대에 몰리는 것을 줄이고, 빗물 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로써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켜 

침수피해 및 토양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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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우선 지난해 광화문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침투형 빗물받이 103개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주요 침수지역 등 빗물받이가 부족한 

구간에 ▴빗물받이 1,401개소 신설‧확대 ‧ 개량 

▴비닐 등으로 막혀도 빗물유입이 가능한 측면

통수형 빗물받이 150개 ▴빗물유입이 쉽도록 연

속형 빗물받이 3,030m도 설치할 계획이며, 모든 

공사를 올해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

측면통수형 빗물받이

연속형 빗물받이

 

  〔물재생계획과 (02)2133-3790〕

부천 발전열로 마곡지구 5만세대 난방 공급

 부천 발전소의 발전열이 마곡 ‧ 목동 지역 5만 

세대의 난방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부천발전소 발전열 이용에 관하여 서울시

(SH집단에너지사업단)와 GS타워(주) 간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2.28일) 5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시는 지난 2011년 2월에 서울시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난방 열요금 11%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실행방안으로 인근 저가 열원을 

난방열로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GS파워의 발전열 

47만Gcal 이용으로 34,779TOE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게 되며, 연간 LNG사용량 33백만N㎥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73천 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 GS파워 발전열 이용 효과 >

○ LNG 사용량 33백만N㎥ 감소로 에너지사용량 

34,700toe 절감

○ 온실가스 배출량 73천톤 CO2 감축으로 소나무 

52만 4천그루 식재효과

 이 사업은 민간 발전회사인 GS파워(주)에서 시설비 

전액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발전열을 이용

하게 될 2015년 11월부터 향후 20년간 매년 약 

150억원, 총 3,000억원의 시 재정 확충에 기여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

  〔녹색에너지과 (02)2133-3560〕

버려지는 바이오가스로 도시가스 생산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도시가스를 생산한다. 이는 전국 최초 ‧ 최대 규모

이며, 일반가정 약 7천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예스코와 3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예스코는 사업비 78억원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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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 올해 10월까지 도시가스 제조시설 설치를 

완료한다. 

 시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2만6000㎥/일을 ㈜예스코에 공급 ‧ 판매하고, 

㈜예스코는 이를 정제하여 매년 528만㎥의 도시

가스를 생산한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5억 

이상의 수익도 발생할 전망이다.

 더불어, 연간 석유환산 5,000톤의 화석연료 수

입대체 효과와 CO2 12,000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그 동안 마땅한 활용처가 없어 버려

지던 잉여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생산해 일반

가정에 공급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화석연료인 

LNG를 사용해 도시가스를 제조하던 방식에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잉여 바이오가스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신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및 에너지 

자급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09년 3월 바이오가스가 도시가스로 편입된 

이후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는 

품질기준이 ’12년 2월 개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이번 사업은, 이미 독일 등 선진국에선 시행 

중인 발전 전망이 큰 사업으로 정부의 에너지 

기술개발 6개 품목 중 하나이다.

※ 바이오가스(소화가스)

○ 발생과정 : 침전된 하수찌꺼기를 혐기성 소화조에 

35℃로 20일 정도 두면 분해되어 

소화가스 발생

○ 성    분 : 메탄 64%, 이산화탄소 35%,

             기타가스 1%

 〔물재생시설과 (02)2133-3835〕

서울시, 주택태양광 설치비용 지원 

 서울시가 주택태양광 신청 가구에 대해 최대 

282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주택태양광 지원규모는 총 7억1천만원으로 2kW

이하 설치시는 1kW당 111만원씩 최대 222만원, 

2kW초과 3kW 이하 설치시는 1kW당 94만원씩 

최대 282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예정자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미만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총 3차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하며, 7억 1천

만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 1차접수 : ‘14. 05.26 ~ 05.30 (5일간)

 ▴ 2차접수 : ‘14. 08.25 ~ 08.29 (5일간)

 ▴ 3차접수 : ‘14. 10.27 ~ 10.31 (5일간)

 시는 단순히 태양광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태양광 설비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

도록 설치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사후점검 이행을 조건으로 서울시내 

태양광 전문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서울시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은 ‘04년 3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0년간 2,579가구에 보급

되었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시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추진과 더불어 ‘12년 이후 2년 

동안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가구 수는 1,396가구로 

서울시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시는 태양광 이외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설치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8천9백만원으로 태양열은 가구당 

최대 80만원, 연료전지는 가구당 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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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은 가구당 최대 122만5천원까지로 녹색에너

지과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녹색에너지과 (02)2133-3570〕

재난취약 1만9천여 가구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서울시는 올해에도 독거어르신, 중증장애인, 

소 년 ‧ 소녀가장, 만성희귀질환 세대 등 재난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화재, 가스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쪽방촌, 달동네,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년도보다 1,000가구 

증가한 1만9천여 가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일상생활

에서 재난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스스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복지 사업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생활안전도시 구현의 기초가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0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4만여 

가구의 안전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며, 올해도 시 

‧ 구비 9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 ‧ 
가스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으로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관련 

시설물로 노후시설 자재에 대해선 성능이 향상된 

신규제품으로 교체하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개 ‧ 보수하며, 훼손된 장판 및 벽지를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실시한다.

 점검은 자치구별로 공무원, 유관기관 기술자(전기, 

가스, 소방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안전복지

컨설팅단’이 직접 방문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

이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한다.

 이들은 안전점검 ‧ 정비뿐만 아니라 가구원에게 

전기 ‧ 가스 ‧ 보일러 등의 안전사용법, 화재예방, 

가스누출 방지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

하며, 생활안전 관련 매뉴얼도 보급한다. 또, 점검 

및 보수가 끝나면 시에서 직접 수혜가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점을 보완해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안전과 (02)2133-8047〕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 공사장 전기설비 점검

 서울시는 최근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화재발생 

등 공사 현장의 전기설비 화재사고 및 감전사고

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전 공사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으로 실시하였다.

▴1차 점검 :  기간 : ‘14. 3. 3 ~ 3. 7 

             대상 : 13개공구 27정거장 도시철도 

공사현장

▴2차 점검 :  기간 : ‘14. 3. 10 ~ 3. 17 

             대상 : 서남권야구장 등 56개 시설

 특히, 2차 특별 전기안전 점검은 각 공사현장에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입회하여 전문검사기관인 한국전기안전

공사로부터 점검 포인트 및 점검 방법 등을 교육 

받아 안전점검 능력을 높였다.

 이로써 각 공사현장에 대한 가설전기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 

안전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공사현장 안전관리자가 실시한 자체점검 내용을 

분기별로 제출 받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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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은 건설현장의 공사용 전기용접기, 전동용 

공구, 배수용 펌프, 타워크레인 등 공사용 전기와 

가설사무실, 가설작업장, 가설통로, 경고등 등 조명

설비용 전선의 피복손상이나 단선으로 인한 감전

사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모두 점검한다.

   〔설비부 (02)3708-8637 / 도시철도설비부(02)772-7281〕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시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발생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7년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 소형

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

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아래조건을 충족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

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

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서울시는 올 한 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10,394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조기

폐차할 계획으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

물질 1,172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13년 노후경유차 8,797대 조기폐차로 대기오염
물질 992톤 저감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미세먼지

472.3톤

387.9톤

71.2톤 60.6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교통과 (02)2133-3654〕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까지 연장 공사 시동

 서울시는 서울 강동 ‧ 경기 하남지역 광역교통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을 상일동

역에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까지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 5호선 연장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

 지하철 5호선 연장공사는 총 9,90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연장하여 강일

지구, 미사지구를 경유하여 하남시 창우동까지 

약 7.725km 구간을 연장해 5개의 정거장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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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계까지 1.116km 구간의 토목 

및 건축 등 건설공사와 전(全) 구간의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맡으며, 서울시계 구간은 2018년 말

까지, 전 구간은 2020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2016년까지 입주 완료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하

남미사지구의 입주시기를 고려해 하남풍산지구(1

단계 사업) 구간까지 우선 착수되고 후속구간 

하남시 창우동(2단계 사업) 구간까지는 단계별로 

추진된다.

 지하철 5호선 연장공사는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와 

미사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건설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하철 5

호선을 현재 운영하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등이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분야를 협업하며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일괄입찰(턴키) 방식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기타공사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02)772-7130〕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터널 첫 관통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구간 중 

지하철 8호선과 만나는 석촌역에서 방이사거리

까지 524m의 터널에 쉴드 터널 공법(Shield 

Tunnel Boring Machine)을 적용해 지난 2월 

24일(월) 첫 굴착 관통하였으며, 양방향 굴착을 

위해 반대방향인 방이사거리에서 석촌역 방향으로 

쉴드기기를 옮겨(유턴, U-Turn) 4월부터 다시 굴진

할 예정이다.

 2016년 완공예정인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는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서 보훈병원까지 

총 연장 9.14km로 지하철 8호선(석촌역), 지하철 

5호선(올림픽공원역) 등 환승정거장 2개소를 포함한 

총 8개의 정거장이 건설되며 2014년 3월 현재 

3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구간은 백제초기 

적석총, 몽촌토성 등 문화재 지역과 근접해 있고 

몽촌호 측면과 올림픽공원을 횡단하는 노선으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음과 

진동이 없는 자연 친화적인 쉴드 터널 공법을 적용

했다. 

 쉴드 터널 공법은 원통형 다이아몬드 커터날을 

회전시켜 토사 및 암반을 잘게 부숴 수평으로 굴을 

파 들어가는 최첨단 터널 공법으로, 화약을 이용

하여 발파하는 기존의 터널공법(NATM)과는 달리 

지반을 굴진한 후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구조물

(세그먼트)을 조립해 터널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소음 및 진동, 건설공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다.

 또한, 컴퓨터로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측량 

시스템 설치로 1일 4 ~ 6m 굴진되는 쉴드 굴착

선형을 수시로 측량, 오차 없는 선형 관로로 완성도 

높은 터널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02)772-7211〕

과학의 꿈 키워 줄 ‘서울과학관’ 착공

 서울 강북지역의 부족한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시립 서울과학관이 

2월 28일(금)에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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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학관은 기존 1 ~ 3세대의 일반적인 종합

과학관의 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치 ․ 경제 ․ 
문화 ․ 교통의 중심지인 도시 서울을 주제로 과학을 

도시발달과 연계해 스토리텔링한 4세대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330㎡이며, 

도시의 발달과 과학, 도시생활을 이루는 과학기술, 

미래도시를 이끄는 과학비전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 체험 및 휴게공간으로 2016년 1월에 완공하여 

3월 개관될 예정이다.

 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실 ▴어린이전시실 ▴
기획전시실 ▴각종교육실(시청각교육, 일반교육, 

화학교육) ▴카페테리아 ▴뮤지엄숍 등 어린이 ‧
청소년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과학교육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도시자연공원 속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공원 지형을 최대한 살려 설계하였고, 지열 

및 태양광발전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손실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높은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건축물로 건립될 예정

이다. 

 건물 외부도 내부전시공간과 연계한 자연체험 

학습장과 과학놀이 존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활동적인 과학체험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과학상징물 전시, 녹화를 통한 옥상 휴게시설 

등 관람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

지게 된다.

 서울시 최초의 시립 서울과학관이 완공되면 어

린이와 청소년들의 과학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

되고 강북권역 주민들의 과학문화 격차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정책과 (02)2133-5239〕

망우리고개에 중랑구 남북 잇는 교량 신설

 서울시가 중랑구 망우동과 경기도 구리시 경계에 

위치한 망우리고개에 교량을 신설해 망우리고개(망

우로)로 단절됐던 중랑구의 남과 북을 연결하고자  

3월에 용역 착수,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15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망우리고개는 조선시대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

하고 무학대사에게 자신의 묏자리를 알아보고 돌아

가던 중에 망우리고개에 이르러 자기가 묻힐 터를 

굽어보면서 “이제야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겠노라”

하여 ‘근심을 잊는 고개’라는 이름을 얻어 망우(忘憂)

고개라 불렸다고 전한다.

 망우리고개는 서울시와 구리시를 연결하고 있으나 

이 고개로 인해 북측에 있는 중랑캠핑장과 남측에 

있는 망우묘지, 용마산, 아차산 등 남과 북이 단절

됐다.

 망우리고개 횡단교량은 폭 14m, 연장 45m로 양

방향 2차로와 폭 3m의 보도가 신설되어, 도시미관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편리성을 우선시하여 

건설한다.

 횡단교량이 신설되면 시는 용마산 ~ 망우 사색의 길 

~ 중랑 캠핑숲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해 시민

에게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고, 명절 때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망우묘지 이용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계획과 (02)2133-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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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

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

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

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 허용

②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③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

④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

를 거쳐 4월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

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

련하여 3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

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

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

다.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

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3〕

「 4월에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 소개

○ 주택법(4월 25일 시행)

 노후 아파트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 현재는 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

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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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이 허용되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 이 경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리모델링 허가 

전후 2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여 

구조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월 29일 시행)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들이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 현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

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3종류였지만, 앞

으로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추가되어 4종류가 

된다. 

 - 지금까지 자전거를 보행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있었으나, 자동차와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도로는 없었다. 자전거도로로 지정

되지 않은 도로를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

자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자전거의 운전

자는 자전거도로라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자동차 통행량이 적고 따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

하고, 노면에 표시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우선 도로라는 것을 알려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안전하게 차선을 공유하며 통

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 대변인실 (02)2100-2538〕

3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회의록 → 

     위원회회의

   - 바로가기(http://gov20.seoul.go.kr/discuss/cmeeting)

■ 제30차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 심의

○ 추가(p. 6) “9.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

   - 설계용역 수행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2013.6.19)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추가(p.7) “14. 적용기준 및 통계자료”에 아래

항목 추가

   -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개정(2014.01)”

   - 환경부 제정 “하수관거 표준 시방서(2010.

환경부)”

   -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9)

   - 서울시 하수분야 업무처리지침(2013)

○ 추가(p, 9) “10. 2. 지장물조사”에 아래 내용 

추가

   - 하수관거 계획노선에 대하여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관련

기관(통신, 전기, 가스등)과 협의를 완료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장 계약, 제6조(계약의 해지) 제2항의 내용 

중 발주기관의 계약해지 결정 통지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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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사유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해지가 

결정되므로 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 제4장 과업내용, 제12조(주요 과업내용) 제2

항의 내용 중 시범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하여 과업 이행에 혼란을 방지토록 할 것

■ 제31차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설계심의

○ 주차장 기둥을 원형으로 변경하여 셉테드(CE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시야 확보 여부를 검토

할 것(주차면적 확보를 위하여 확장형 주차구획 및 

여성주차 구획 제외)

○ 수영장 성인풀의 깊이 1.2m는 재검토 후 기본

설계 도면 확정 할 것

   → 터닝 지점의 깊이 1.4m~1.5m, 끝지점 

1.5m조정 등

○ 지붕층 MT1 트러스의 높이는 최소 2.0m이상 확보

하여 옥상층 야외 음악당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확보할 것

○ 외장 석재(화강석)의 줄눈부위 코킹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유지관리상 석재는 Open 

Joint공법 적용 요함

○ 지하주차장 장비반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존 

장비 반입구 삭제검토 할 것

○ 지역주민 및 유지관리 부서(노원 서비스공단)는 

사업계획과 기본설계 단계부터 준공시까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

하도록 할 것

■ 제32차 신월2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 심의

■ 제33차 신월3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심의

○ 가시설 설계시 지하매설물 조사 철저히 할 것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의무화(공간

정보담당관 운영)

     ∙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 설계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이행(협의결과 

사전보고)

   -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철저 이행

     ∙ 지하시설물 조사 등 사전조사를 소홀하게 

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철저 이행

○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 사고사례분석을 통한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 반영 필요함 

     ∙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

대책

     ∙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등 

■ 제34차 효자배수분구(광화문지역) 하수관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심의

○ 관로 개선 유로변경, 유로분기, 유입관로 개선의 

구체적 계획로선 결정을 위해  공사착공에 

따른 교통, 보행안전, 도시미관, 안전성, 시

공성, 지하지장물 및 향후 유지관리 등을 종합 

고려한 몇 가지 기본계획 방안을 비교검토 

제시할 것

○ 가시설 설계시 지하매설물 조사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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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의무화(공간

정보담당관 운영)

     ∙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 설계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이행(협의결과 

사전보고)

   -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철저 이행

     ∙ 지하시설물 조사 등 사전조사를 소홀하게 

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철저 이행

■ 제35차 고덕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배수암거 보강방안으로 제시된 방안은 전단

보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전단에 

대한 보강보다는 보완개념으로서 배수암거 중

앙부에 벽체(기둥)를 형성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

○ 문비 안정성 NG로 인한 보강 필요부분에 대

하여는 구조해석상 지점조건, 경계조건 등을 

재검토하여 안정성을 확인 할 것

○ 배수암거 단면 보강 20cm 의 경우 당초 

1.8×1.8m → 보강후 1.4×1.4m(단면적 감소 

40%)가 되어 단면 보강 후 수리검토가 필요

하며, 통수단면 안전율이 부족한 점을 고려

하여 보강방안을 재검토 할 것

■ 제36차 KTX 수서역 등 기반시설 입지에 따른 도로  

개선대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 심의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

69조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총공

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 용역과업내용서상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 등에서 유사 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결과자료를 수집 검토하도록 명기하고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

지침"에 따라 타당성조사 완료시 타당성조사

단계 사후평가표를 성과품에 포함 제출토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 본 과업지구의 특성상 교통수요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KTX 수서역의 면밀한 

영향분석을 위해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

   - 교통수요예측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각종 

계획과 향후 주변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기타 계획과 연계하여 교통수요예측에 반영

하여야 하며, 특히 KTX 수서역 개통에 따른 

과업 구간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

을 수립할 것

■ 제37차 지하철 2,4호선 고가구조물 점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심의

○ 점검로 설치 높이는 획일적으로 H=1.2m로 

결정하였으나 Box Girder 구간은 점검 보행자

가 횡 방향 이동시 통과구간이 길어 불편하

므로 H=1.5m로 키울 것

○ 점검로 시설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용 타공판

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각 발판의 연결부위는 

클립으로 체결하여 안전성 확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것

○ 구조계산서 상 연결부 상세 검토 시 연결 

Plate의 안정성에 대한 응력검토를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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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차 한남빗물펌프장 외 2개소 배수시설 

성능향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심의

○ 과업기간 연장

   이 과업은 3개 빗물펌프장에 대한 시설 개량

보수를 위한 관련 계획 검토 후 시설 유지운영 

방안과 시설물 보수, 증설, 교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관련기관 협의, 승인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하므로 과업기간이 250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과업 중지 또는 연장 조건을 

12page "1.3 과업내용  변경“에서 ”과업내용 

및 기간변경“ 명기하여 효율적인 용역수행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함

○ 지반조사

   지반조사시 “표준관입시험은 KS규정에 의하고 

매 1.5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 마다 시행  

한다”로 명기되어 있으나 근래 기준은 매 

1.0m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정 

○ 하도급사항 내용 보완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없이 일부분이라도 

타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 추가

■ 제40차 2014 하수도 사업관리용역 발주 심의

○ 과거 주요 홍수사상에 대한 발생년도, 발생

원인, 강우상황, 최고 수위, 침수이력지역, 

침수지속시간, 발생 홍수의 재현기간 등 침수

피해현황을 상세히 조사하는 경우 침수원인

에 대한 분석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하수도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최적화는 

반드시 검증을 위한 전문가 자문(검증)회의를 

거쳐서 모형의 실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하수도 사업 관리 대상 사업에 따라 사업 시행

전 후 사업 평가가 될 수 있는 세부 조사항목을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빗물펌프장 등 하수도 

시설별 운영 현황을 대상 사업지구 또는 처리

구역별로 조사 매뉴얼이 작성 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 명시가 필요함

■ 제41차 대형 제수밸브 점검정비 용역(강남지역) 

발주 심의

○ 하도급사항 내용 수정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 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점검정비 용역의 주된 

업무는 원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제공자료 보완

   상수도 GIS도면, 용역대상 시설물 도면 및 각종 

보고서, 구조계산서 외 강북지역 용역보고서

(2013.12)를 제공하여 동일사업의 이해와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점검항목의 구체적인 시행내용 표기

   - 밸브실 : 침수, 이토, 부식 등 점검만 확인하는지 

여부

   - 밸  브 : 수동, 전동시 개도계 확인여부, 변색, 

부식등 확인시 분해 여부

   - 버터플라이밸브 : 고장 원인, 판정여부만 검토

하는지 여부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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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호퍼카 및 슈트의 조합장비를 이용한 

복선철도 터널 내 콘크리트도상의 시공기술(제721호)

(보호기간 :  2014. 1. 27. ~ 2019. 1. 2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레미콘 차량의 직접 진입이 곤란한 복선철도 터널 내 궤도에서 백호․호퍼카 및 슈트의 조합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시공기술

    (2) 내용

       이 신기술은 복선철도 콘크리트도상의 부설에 있어 레미콘 차량이 직접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백호 ․ 호퍼카 및 슈트의 조합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현장타설을 시행함으로서 협소한 작업공간에

서의 시공성과 환경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콘크리트도상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개념도

백호∙호퍼카의 조합장비 이동슈트 장비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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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절차

1. 호퍼카로 레미콘 공급 2. 타설현장 장비 진입 3. 슈트설치

4. 백호를 활용 레미콘 공급 5. 도상면 면정리 6. 완성궤도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처/시공자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공사규모 시공장소 비고

전라선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궤도부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화성궤도

2005.12～2013.03
26,772백만원

8.331km
동순천～
광양간

시공
완료

경전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한림정∼장유)궤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화성궤도

2009.08～2011.06
22,163백만원

3.346km 한림정～장유 ″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궤도공사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화성궤도

2010.12～2012.02
6,597백만원

5.938km
상동～부평구

청
″

오리∼수원 복선전철(죽전~
기흥) 궤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천운궤도

2010.09～2011.12
10,653백만원

12.505km 죽전～기흥 ″

동해남부선(수영∼기장) 궤도
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화성궤도

2013.06～2014.04
12,700백만원

12.500km
해운대
터널

시공
중

호남고속철도(익산∼광주) 
궤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삼표, 화성궤도

2012.07～2014.11
171,700백만원

193km
익산～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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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현재 철도산업은 기존 자갈도상궤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개선된 콘크리트

도상궤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서, 국내 철도는 경부, 호남, 수도권 등 고속철도뿐만이 아닌 

일반철도에서도 신설선 대부분을 콘크리트도상궤도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선진유럽

철도 뿐만이 아니라 그 외 나라에서도 콘크리트도상궤도가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신기술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콘크리트도상궤도의 시공에 있어 보다 향상된 시공성과 경제성 및 유지

보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성능이 검증된 공법으로서 콘크리트도상궤도를 적용하는 국내외 철도

현장에 지속적인 반영이 기대된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기존의 압송타설이나, 현장타설 공법 적용에 있어 현장여건상 레미콘 차량 진입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서 시공성과, 경제성, 유지보수성을 확보한 

검증된 공법이다.

구분 압송타설 공법
현장타설 공법

레미콘 차량 진입
신기술 비고

시공사진

특징

∙압송배관으로 고슬럼프 적용

∙양생과정에서 건조수축 균열이

 다량 발생될 가능성 높음

∙압송관 세척수 과다발생과 

 압송관 막힘 현상 발생 우려

∙레미콘 차량 직접투입시 차량

 주행로 확보 필요

∙바퀴 개조차량 투입시 시공속도 

 저하

∙터널 내 매연 과다, 운반 후 슈트

 설치로 시공성 곤란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빠른 

 시간 내 타설가능

∙백호 조작원의 운전숙달 요구

∙터널 내 매연 감소, 전용장비

 사용으로 시공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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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도상궤도가 적용되는 어느 구간이나 적용 가능한 공법으로서 현재 국내외 

철도산업은 자갈도상보다 콘크리트도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성능이 

검증된 이 기술은 동종분야의 기술수준을 선도 및 유사 기술개발을 유도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콘크리트도상궤도의 시공기술인 이 신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유지보수 노력 및 LCC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고, 또한 해외 콘크리도상궤도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기술을 적극 홍보할 경우, 특화된 시공기술과 경제성을 확보함에 따라 해외사업 진출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원가계산 결과, 이 신기술을 적용한 콘크리트도상 타설 원가는 단선 500m, 333㎥, 1일 타설시 

㎥당 타설 단가는 32,778원이다.(연장과 물량 변동시 단가 변동 됨)     

                                             

    (2) 공사비

       이 신기술과 기존 공법의 공사비 비교시 복선터널 500m(단선1km)를 기준으로 동일 유사기술인 

현장타설공법 대비 약 1.6% 정도 증가되며, 압송타설공법과 비교하면 약 7.2%의 공사비를 절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원)     

비 목
기존기술 1

(압송타설 공법)
기존기술 2

(현장타설 공법)
신기술 비고

재료비 40,837,785 35,459,760 33,742,424

노무비 164,066,115 150,526,088 155,117,059

경비/이윤 165,831,100 154,318,152 156,868,517

총 공사비 370,735,000 340,304,000 345,728,000

대비율 107.2% 9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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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의 적용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현장 콘크리트 타설 기록지」를 

근거로 압송타설과 현장타설 공법의 타설시간을 

비교한 결과 동일 연장으로 환산하였을때 약 

75～79%의 공기단축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유지관리비

       공사비를 포함한 초기투자비용과 유리관리비용 및 해체 및 폐기비용을 포함하여 생애주기비용

(LCC)을 산출하면 이 신기술이 기존 기술대비 약 11.8～22.0% 절감되었다.

구          분
기존기술 1

(압송타설 공법)
기존기술 2

(현장타설 공법)
신기술 비고

추정 시공비(원) 340,304,000 371,197,000 346,262,000 

추정 LCC(원) 599,297,496 653,702,080 536,07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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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도상궤도의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도상의 유지보수 노력을 절감하고 환

경성을 확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기술(2013년 6월 녹색기술인증 취득)로서 궤도

시공기술 시장확대와 더불어 해외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이다.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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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초공사용 PHC 파일 원컷팅 및 육각별 형상의 보강 철근캡을 이용한 

파일 두부보강 공법 (제723호)

(보호기간 :  2014. 2. 07. ~ 2019. 2. 0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콘크리트 파일의 외주면에 장착된 지지레일을 이용한 무충격 원컷팅 절단 장치로 파일을 절단하고, 

보강철근과 육각별 형상의 상부 지지판 및 철근과 용접된 하부의 중공막이 철판을 일체로 제작한 

보강철근캡 조립체를 이용한 건축용 PHC 기초파일 두부보강 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파일의 외주면에 장착되어 원형 지지레일을 따라 회전하고 제어시스템에 

의해 커팅깊이와 간격이 조절되는 파일 절단장치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일을 PC강선까지 한번에 

무충격으로 커팅하고, 보강철근과 상부 지지판 및 하부의 중공막이 철판을 일체로 제작한 두부보강 

철근캡을 파일 내경에 삽입한 후 속채움 콘크리트와 기초콘크리트를 현장타설함으로써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두부보강이 가능한 기초공사용 콘크리트파일 원컷팅 및 보강철근캡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 시공절차

       이 신기술은 강선까지 한 번에 원컷팅하고 공장제작된 보강철근캡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파일 

파쇄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노무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공정 전체의 공사비를 대폭 절감을 할 수 있다. 

    (2) 신기술의 특징

      ․ 무충격 원컷팅 두부정리를 통해 파일 균열 발생이 없음

      ․ 간단한 공정으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 파일 파쇄작업 및 강선남김이 없으므로 작업안전성 우수, 균질한 품질 확보 용이 

      ․ 보강철근캡 및 확대기초와의 연결성 확보를 통해 구조안정성 증대 

      ․ 강도와 강성이 큰 하부철판을 통해 콘크리트 타설 시 낙하충격 받침 역할

      ․ 별모양의 상부철판을 통해 주철근 최소피복두께 확보, 수직철근 등간격 유지 

      ․ 절개면이 있는 하부철판을 통해 파일 내부 벽면 잔여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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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팅선 마킹 파일 원컷팅 보강철근캡 설치 확대기초 도면(500㎜)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처명 시공자명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금액(원) 비고

1
김해 장유 

쌍용예가아파트
(주) 해양디엔씨 

외 3개사
쌍용건설 

(주)
2005년 6월
~2005년10월

500∅-3,000本 75,250,000원 위탁시공

2 대전 태평동 아파트 쌍용양회(주)
쌍용건설 

(주)
2005년 11월
~2006년2월

450∅-4,500本 84,000,000원 위탁시공

3
잠실시영 아파트 

재건축 공사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쌍용건설

(주)
2005년12월
~2006년3월

500∅-4,000本 87,400,000원 위탁시공

4 부천 테크노파크
조달청
부천시

쌍용건설
(주)

2005년11월
~2006년2월

500∅-7,000本 151,200,000원 위탁시공

5
김포한강신도시

Ab-14BL주택건설공사
김포도시공사

쌍용건설
(주)

2009년12월
~2010년1월

500∅-5,000本 173,000,000원 위탁시공

6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한국철도
시설공단

쌍용건설
(주)

2009년12월
~2012년7월

600∅-1,500本 303,472,274원 위탁시공

7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사업
마산자유

무역지역관리원
쌍용건설

(주)
2011년4월

~2011년12월
500∅-1,800本 15,538,296원 위탁시공

8
마곡지구 1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에스에이치공사 한화건설

2011년11월
~2012년4월

700∅-1100本
800-1600本

140,000,000원 위탁시공

9
마곡지구 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에스에이치공사 경남기업

2012년1월
~2012년10월

700∅-700本
800∅-2200本

132,000,000원 위탁시공

10
마곡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에스에이치공사 경남기업

2011년4월
~2011년12월

700∅-200本
800∅-900本

54,000,000원 위탁시공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건축구조물의 대형화, 초고층화 경향에 따라 기존 파쇄공법은 시공의 복잡함 및 안전성 결여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파일 원컷팅을 적용하는 이 신기술은 구조적 안정성이 월등히 

우수하고, 상하부 철판과 수직보강철근을 통해 기초부와의 연결성이 확보되고 육각별 모양의 상부 

철판을 적용하여 수직보강철근의 등간격을 확보하는 등 품질이 우수하므로 고강도, 고품질의 말뚝 

두부보강 기술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말뚝 시장에서 그 적용성과 시장성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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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원컷팅을 적용하는 이 신기술은 기존 파쇄공법과 비교하여 구조적 안정성이 월등히 우수하고, 

상하부 철판과 수직보강철근을 통해 기초부와의 연결성이 확보되고, 별모양의 상부 철판을 적용

하여 수직보강철근의 등간격을 확보하는 등 품질이 우수하므로 이 신기술은 기존 공법이나 유사 

모방제품과 달리 고강도, 고품질의 말뚝 두부보강 기술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말뚝 시장에서 그 

시장성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최근 PHC 말뚝의 연간 시공량은 최소 약 30만본 이상이며(토지주택공사, 2010), 대부분의 말뚝이 

확대기초와의 결합을 위해서 두부 보강 캡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신기술이 속한 공정의 국내 

시장성은 PHC 말뚝 직경 500㎜를 기준으로 최소 연간 약 450억 이상이다. 압축강도 110MPa 초

고강도 PHC 말뚝이 상용화 되고 직경 700㎜ 이상의 대구경 PHC 말뚝이 사용화 되는 등 콘크리트 

말뚝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므로 PHC 콘크리트 말뚝의 시장성은 점차 확대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보강 캡핑부의 개선 공법인 이 신기술의 적용성 

및 시장성 또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2005년 이후 많은 국내 현장에 적용, 보완되어 국내의 품질 및 현장 적용성이 검증된 완성 기술

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시공실적을 확보한다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PHC 말뚝의 시장

성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말뚝 캡 조립체 및 기초공사 

구축공법, 콘크리트 말뚝 절단장치 등 이 신기술의 해외 수출 전망도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Ø500㎜, 500本 기준)

구 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소 계 합 계

보강철근캡 2,846,000원 3,868,500원 4,908,500원 11,623,000원
19,048,495원

시공비 938,984원 4,018,374원 2,468,137원 7,425,4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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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500㎜, 500本 기준, 원가계산서 참조)

구 분 신기술 기존 재래식 공법

재료비 3,784,984원 2,347,460원

노무비 7,886,874원 11,155,732원

경 비 7,376,637원 8,978,819원

합 계 19,048,495원 22,482,011원

    (3) 공사기간 (아파트 10개동 / 3000本 기준)

기존 파쇄공법 신기술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내용 공사기간

컷팅선 마킹

크랙방지용 그라인터 커팅

상단부 파쇄작업

노출강선 30㎝ 절단작업

강선 잔재물 잔다음 작업

강선 수직 세우기

파일캡 시공설치

2일

15일

3일

2일

8일

3일

2일

컷팅선 마킹

파일 원컷팅

파일보강 철근캡 설치

2일

8일

5일

소 계 35일 소 계 15일

    (4) 유지관리비

       두부보강 캡핑부의 특성상 지중에 근입되거나 확대기초 등의 상부 구조물에 묻히게 되므로 교량

기초에서 세굴에 의해 확대기초 하부가 지면 위로 드러나거나 의도적으로 말뚝 두부와 확대기초 

연결부가 지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두부 캡핑부에 대한 유지관리나 점검은 사실상 불필요

하고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신기술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아닌 이상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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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파일 파쇄작업을 공정에서 삭제함으로써 분진과 비산물의 발생이 없으며, 중장비 

사용으로 인한 화석 연료 사용량과 매연 발생량을 100% 차단함으로써 환경부하를 획기적으로 저감

하였다. 이 신기술이 기존의 강선남김 공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적용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공법의 고용창출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동력 유지 등 사회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PHC 등 콘크리트 말뚝 시장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보강철근캡 

제작을 위한 철근 및 강재의 시장성 증대, 원컷팅 절단장치 제작을 위한 기계, 커터, 제어 분야의 

시장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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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중교통과 Door-to-Door 정책

 왜 door-to-door 인가?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오랫동안 에너지의 주류를 이루었던 화석

연료인 탄소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탄소 배출 

감소는 전 세계의 주 이슈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으며 탄소 배출 저감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자동차 

배기가스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당하며 

여러 분야에서 저감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은 2013년 3월, 교통 분야의 

탄소 저감을 위한 ‘door-to-door strategy’를 

발표하였다.

 ‘door-to-door’란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차이를 비교할 때 

주로 승용차의 장점으로 door-to-door가 가능한 

높은 접근성을 꼽는다. 

 정류장까지 이동을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과는 

달리 승용차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는데 

있어서 집 근처 주차장까지 도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 없이 이동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승용차의 장점이 door-to-door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대중교통의 단점이 접근성 부족이라는 

말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선 주변의 버

스정류장, 지하철역, 기차역 등으로 다른 수단을 

통하여 이동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영국의 이번 정책은 door-to-door가 

더 이상 승용차만의 특징이 아닌, 다른 수단에

서도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door-to-door strategy   

 영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주요 

방법 중 하나로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로 대표

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 교통

수단에 관한 정책들이 각 부처에서 서로 다른 

예산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정책 체계는 

사람들이 통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인지하였다. 

 통근이나 장거리 통행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사람들은 단순하게 하나의 요소가 아닌, 전체 

경로의 비용, 편리성, 복잡성 등에 대해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에 있어서 전체 경로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정책에서는 위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4가지 

주요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

어진 부분과 장래에 그려질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의 4가지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ㆍ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정확하고 구득이 용이하며 

신뢰성이 있는 정보제공

ㆍ 간단하고 스마트한 티켓 구매

ㆍ 통합적이고 빠른 환승

ㆍ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시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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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교통정보 제공 

개선은 가장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분야이다. 

운영회사들의 정보 개방과 공유를 목표로 2012년 

6월에는 교통정보의 접근장벽을 없애는 Open 

Data Strategy1)를 발표하였고, 2013년 말에는 

이러한 정보들의 통합관리를 위한 Transport 

Systems-Catapult Centre(TS-CC)2)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들은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transport direct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교통상황, 통행경로, 

대중교통 운행정부 뿐만 아니라 승차권 구매와 

예약까지 서비스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티켓 구매의 개선을 위하여 

교통카드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티켓팅과 

여러 운영회사들의 지불체계 및 운행정보를 통합화

하는 통합 티켓팅도 계속 투자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중 하나로 영국 동남주의 철도시장에 450만 

1) Department for Transport(2012) - Open Data Strategy 

http://data.gov.uk/sites/default/files/DfT%20Open%20Data

%20Strategy_10.pdf 

2) https://connect.innovateuk.org/web/transport-systems1 

파운드를 투자하여 South East Flexible 

Ticketing Programme(SEFT)을 추진하고 있다.  

 SEFT 프로그램은 회사간 지불체계 및 운행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교통카드로 여러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SEFT 프로그램은 2013년 시작되어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환승 개선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door-to-door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로, 

Local Sustainable Transport Fund(LSTF)를 

통하여 6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교통 운영업체간 정보연동, 친자전거 

및 친보행환경 구축을 목표로, 버스회사들을 해당 

지자체와 계약을 통해 환승서비스를 제공하는 

Bus Service Operators Grant(BSOG), 

Bike-and-Ride 활성화를 위해 기차역의 자전거 

시설을 확충하는 Cycle Rail Working Group 

(CRWG)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교ㆍ회사ㆍ정류장 간 자동차와 분리된

(traffic-free) 자전거 및 보행 전용경로를 확충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안전

성을 개선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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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지하철역의 보행자 출입구, 엘리

베이터 및 휠체어 리프트 확충,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관련된 

시설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영국의 역 주변 자전거 주차장의 수는 2010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맨체스터 지역(Greater Manchester)은 이러한 

노력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대한 영국의 

비젼을 엿볼 수 있다. 

 시사점

 2013년의 마지막 날, 영국 교통부는 door-to-door 

strategy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는 ‘door 

to door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8개월만에 

중장기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다소 이르

다고 볼 수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발표 이후 6개월 단위로 진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영국의 대중교통 정책을 살펴보면, 통합 대중교통

정보나 스마트 티켓팅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분명히 

배울 부분도 있다. 정부에서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다는 부분도 그 중 하나이다. 우리도 녹생성장이 

단순히 이전 정부의 정책기조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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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3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  고

용 역 

발 주

심 의

30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

․ 오수관거 정비 L=18.5km
20,000
(370)

조건부
채택

토목

32
신월2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하수관로 정비 L=26.1km
57,300
(1,587)

조건부
채택

토목

33
신월3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하수관거 정비 L=26.81km
70,300
(1,951)

조건부
채택

토목

34
효자배수분구(광화문지역) 
하수관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D 1350mm, L=1.12km
16,828
(710)

조건부
채택

토목

36
KTX 수서역 등 기반시설 입
지에 따른 도로개선대책 타
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지하차도 신설 : 폭4차로,       
              연장5km

․ 도로확장 : 폭 6 →8~10차로

430,000
(499)

조건부
채택

토목

39
한남빗물펌프장 외 2개소 
배수시설 성능향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한남, 탄천, 잠원 빗물펌프장 
배수시설 성능향상 기본 및 
실시설계

12,443
(329)

조건부
채택

토목

40 2014 하수도 사업관리용역 ․ 공공하수도 정비 등 (400)
조건부
채택

토목

41
대형 제수밸브 점검정비용역
(강남지역)

․ 강서,남부,강남,강동수도사업소 
관내 400mm 이상 대형 
제수밸브

(910)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

심의

31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신축
공사 설계용역

․ 지하2층/지상3층, 
․ 연면적 7,996.85㎡
․ 용도 :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

19,046
(1,082)

조건부
채택

건축

37
지하철 2, 4호선 고가구조물 
점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 지하철 2, 4호선 고가구조물 
점검통로 설치

19,478
(121)

조건부
채택

토목

정밀
안전
진단
심의

35
고덕수문 외 1개소 정밀
안전진단용역

․ 고덕수문 3.0*3.0*2련
․ L=97.0m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41)

조건부
채택

토목

사업
계획
변경
심의

1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 송수관 부설(비상관로) 
D=1500mm, L=1,511mm 등

18,417
(189)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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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4. 3.

건     축 
약수‧황학동 주민센터 개보수(인테리어) 
공사 설계 용역 등 15건

696 677

교 통
가람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신호등,노면,표지) 실시설계용역 등 5건

120 105

기 계 설 비
송정 외 18역 에스컬레이터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3건

179 149

기 타
2014 예방 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 등 
17건

1,025 930

도 로
보행약자를 위한 노후계단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7건

561 522

도 시 계 획 상암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21 19

상 하 수 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고도처리시설공사 
시험운전용역 등 10건

5,663 5,329

정 밀 진 단
영등포구청역 지하주차장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등 4건

341 303

전 기 통 신
미아119안전센터 태양광발전장치 감리용역 
등 14건

211 188

조 경
2014년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5건

394 364

지 하 철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타당성 조사 569 398

하 천
한남빗물펌프장 외 2개소 배수시설 
성능향상 실시설계용역

329 314

 계 103건 10,109 9,298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3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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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정보

< 2014년 제103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 기
(면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4.4～4.10 5.11 6.27 6.30～7.09 8.22

< 2014년 제2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 기
(면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4.18~4.24 5.25 6.05 6.09～6.18 8.2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q-net.or.kr]

< 경 제 용 어 > 

 빅데이터(Big data)

 데이터의 생성 양ㆍ주기ㆍ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

ㆍ저장ㆍ검색ㆍ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말

한다. 

 빅데이터는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나타났다. 컴퓨터 및 처리기술이 발달

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할 경우 질병이나 사회

현상의 변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나 법칙을 발견할 

가능성이 커졌다. 

 빅데이터는 초대용량의 데이터 양(volume), 다양한 

형태(variety), 빠른 생성 속도(velocity)라는 뜻에서 

3V라고도 불리며, 여기에 네 번째 특징으로 가치

(value)를 더해 4V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빅데이터에서 가치(value)가 중요 특징으로 등장한 

것은 엄청난 규모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대부분은 

비정형적인 텍스트와 이미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빠르게 

전파하며 변함에 따라 그 전체를 파악하고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가치(value)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naver.com]

 

》  푸른세상

☞ 원고를 받습니다 !

서울기술이야기에 게재할 각종 건설관련 신기술, 신정보, 
법령 및 제도의 제ㆍ개정 및 공사관련 체험담, 기타 
여러 가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기술심사담당관실(담당자 
: 김은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0-744)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E-mail : lucid@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