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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리튬(Lithium, Li)전지는 주기율표에서 제1A족에 속하는 수소, 헬륨 다음으로 원자번호 3인 가장 가벼운 

금속 물질인 리튬으로 만든 전지를 말한다. 오늘날 카메라, 스마트카드(IC카드, Integrated Circuit 

Card)1), 컴퓨터, 주택보안시스템(home security system)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리튬전지는 

쉽게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강하여 1개로 보통 건전지(1.5V)의 2배인 3V의 전압을 

발생시킨다. 또한 –40~60℃에서 사용할 수 있어 에베레스트산의 정상이나 남‧북극의 혹한 속에서도 이용

할 수 있다. 리튬전지는 0.5mm두께로 매우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카드와 같이 극히 얇은 

기기 속에도 장착할 수 있고, 수명이 5~10년으로 길어서 첨단 전자기기류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리튬은 1817년 스웨덴의 J.A, 아르페드손에 의해 페탈라이트(Petalite, 엽장석葉長石)라는 광석에서 

발견되었으며, 은백색 연질의 가장 가벼운 금속으로, 화학반응을 잘 일으킨다. 리튬전지는 ◯- 극에 금속

리튬을 사용하는 것으로, ◯+ 극에는 일반적으로 이산화망간이나 불화흑연을 사용하며, 건전지(1차전지, 

충전 불가) 외에 축전지(2차전지, 충전하여 재사용 가능)로도 만들어진다. 

 2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는 ◯- 극의 리튬이온이 중간의 전해액을 지나 ◯+ 극으로 이동하며 전기를 발생

시키는데, 1991년에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 ◯- 극이나 ◯+ 극 소재의 한계로 인해 전지 구조 최적화를 

바탕으로 한 용량 개선 중심으로 개발돼 왔다. 그러나 용량 발전이 두 배 수준에 그쳐, 모바일 기기와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른 대용량, 고밀도 전지 개발에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근본적으로 용량을 

혁신할 수 있는 대용량 전지소재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는 기존 ◯- 극 소재인 흑연(graphite) 대비 10배 이상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대체소재로 실리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전지 충·방전이 반복되면서 실리콘 수명이 급격히 저하되는 기술적 

난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리튬원소가 앞으로 산업전반에서 제품의 고급화 전략에 필수적인 금속으로 떠오름에 따라, 

이 글에서는 리튬을 해외에 전량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리튬관련 산업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1) IC카드: 스마트카드라 불리며,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와 메모리가 내장된 카드로 카드 내에서 정보의 저장과 처리가 가능해 마그
네틱카드의 위변조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제수단[네이버 지식백과] 

》  칼  럼

 리튬함유 광물(polylithionite)의 국내개발 필요성과 가능성

   김 영 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삼우기초기술 기술고문(이학박사, 기술사(지질 및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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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튬(Li) 관련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리튬 관련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모든 원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웨어러블용 배터리,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한‧중 FTA 등과 관련하여 중국과 주변의 시장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B3에 따르면(2015.8.15.) 세계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 S사와 L사의 지난 1분기 웨어러블(wearable, 착용할 수 있는)용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각각 7%와 

1.5%에 불과했다. 두 회사가 전체 소형 배터리 시장에서 4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숫자이며, 일본 역시 한 곳만이 1%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그 대신 한국과 일본 

업체의 빈자리는 중국 업체들이 채웠는데, 중국의 Lis사는 전체 시장의 40%를, 중국의 A사는 

23.62%의 시장점유율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지난 1년 사이 순수전기차(EV)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

치에 따르면(2015.8.13.) 올 상반기에 출하한 전기차는 95만8천여 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한 

가운데, 순수전기차는 전년보다 52.3%(12만8천여 대) 증가했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도 21.3%(7만

5천여 대) 성장했다. 

 반면 전체 전기차 판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이브리드(HEV)는 감소세로 돌아서, 전년보다 판매

량이 7.6% 줄어들어 올 상반기 75만5천여대가 출하됐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순수전기차만 

성장한 반면, 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 고르게 판매된 중국은 전년보다 133% 성장해, 전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배터리 분야 글로벌 4위인 중국 Lis사가 우리나라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장에 눈독을 들

이기 시작했다. Lis사는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 내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사업에 처음으로 참여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금년에 실시한 ‘2014 ESS(에너지 저장장치) 보급사업’ 

1차 평가 결과, 20개 컨소시엄 대다수가 우리나라 S사와 L사의 배터리를 채택했지만, Lis사의 배터리를 

채용한 업체 한 곳도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Lis사는 중국 공기업으로 모바일 등 IT기기용 

각형·원통형·폴리머 소형 전지부터 전기차의 중대형 2차전지 완성 기술을 가지고 있다. 

 중국 Lis사는 리튬이온계의 국산 배터리와 달리 리튬인산철을 주로 사용한다. 인산철은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에 따른 중량과 부피가 더 크지만, 안전성과 수명에서 뛰어나며 배터리 가격도 30% 

가량 저렴하다. Lis사는 이러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외 중대형 배터리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전기버스나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태양광’ 단지까지 구축·운영하며 시장 

확대에 한창이다.

 한중 FTA에서 중국 측은 리튬이온 2차전지(축전지)를 초민감 상품으로 지목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배터리 일체에 대한 8%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한 반면에, 중국은 관세 철폐 항목에서 제외

항목으로 지정하는 대신 기존 관세를 12%에서 9.6%로 낮추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2차전지 업계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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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중소 제조·장비업체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FTA체결로 중국에 대한 관세는 2016년 시작해 향후 5년 동안 적용된다. 2022년부터 관세가 철폐될 

것이 유력해 보이지만 그때까지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 제품에 비해 기술우위에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기세로 본다면 5년이란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이 관세를 한국산 제품에 매기면서도 리튬이온 전지기술을 조금씩 가져간다면 추월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이후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원소재 경쟁력

까지 더해진다면 그 이후 승부는 이미 판가름 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원소재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앞으로 리튬 수출의 여지가 없어질 것

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국의 리튬산업에 대한 달러의 가치가 약세지향이고, 중국 자체의 순수전기차 

산업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리튬을 생산하는 소금호수가 있는 티벳과의 국내정치상의 문제로 

인해 사용연한이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의 모든 원소재를 중국에 의존

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3. 리튬(Li) 원소의 개발 필요성과 가능성

 2008년 5월 발표된 프랑스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리튬은 법적으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전략광물로 설정되어 있다2).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지에서 리튬의 전략적 의미는 자동차용 전지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핵 

발전의 기술에 대한 인지도 역시 크다. 브라질에서는 리튬에 관련된 모든 활동은 CNEN(Nuclear 

Energy National Commission)에서 관장하는데, 이는 핵물질에의 이용 때문이다.

 리튬은 1세대 핵융합폭탄에 사용되었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이며, 또한 리튬은 연료

로서 중수소와 3중수소를 사용하는 핵융합 반응로에서 3중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6Li + 

n > 4He + 3H). 

 따라서 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리튬이 점점 더 국가적인(미국의 신식민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물

질이 될 것이다. 오일(Oil)이 OPEC국가들에게 정치적으로 관련된 것처럼, 세계적인 리튬공급의 70%가 

이들 남미 국가들의 통제 하에 있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리튬광상은 남미, 중국, 호주 등지의 퇴적(소금물증발) 광상 또는 거

정질 화강암(pegmatite)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는데, 세계적인 리튬원소의 생산은 그 기원이 대

부분 소금호수이다. 

 얼마 전 국내의 한 연구소에서 소금물로부터 리튬을 빼내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성과급으로 

2) The Trouble with Lithium 2 Under the Microscope, Meridian International Research, Les Legers, 27210 Martainville, France, 5장, 
49-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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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원이 전해졌다고 한다. 바닷물에는 평균적으로 180ppm의 리튬이 존재하는데, 소금물은 추출시

간과 처리비용이 유리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지만, 리튬의 함유량은 매우 적다. 따라서 증발이 

많이 일어난 고립된 소금호수가 아니라면 바닷물의 이용은 의미가 없고, 판구조이론(Plate Tectonics)

상 세계적으로 그러한 소금호수의 기반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한편, 소금결정은 바닷물이 증발하면 단순히 만들어지지만, 리튬함유광물인 폴리리티오나이트

(polylithionite)는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결정으로, 상상 이상의 온도, 압력의 조건에서 각 원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참고문헌 8). 

 금속원소 리튬의 이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소폭탄의 제조를 위해 리튬운모(lepidolite)에서 

추출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현재도 호주에서는 거정질화강암(巨晶質花崗岩, pegmatite3))에 3 ~ 

4.5% 정도 함유된 리튬을 리티아 휘석(spodumene)으로부터 분리,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세계적 리튬원소 생산지 중 암석에서 리튬의 생산과 수출을 지난 25년 동안 개발하고 있는 곳이 호주에 

한 군데 있는데(2014년 중국업체가 인수), 그 업체도 남미의 소금호수를 매입하여 리튬의 주요 생산

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 이유는 리튬함유 암석의  분포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5년 넘게 한 곳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추출한 것만도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견주어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발견한 강원도 ○○지역의 특정 지층(층후; ca.150-200m)은 호주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규모를 갖고 있어 그에 대한 확인 및 개발 작업이 절실하다(분석시료 

SD 및 MD는 동일지층으로 30~50m 가량의 고도 차이를 이룸). 

 이 지역의 특정암석에 대한 X-선회절(X-ray Diffraction : XRD)  분석법 조사결과에서  폴리리티오

나이트(polylithionite4))가 Major peak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그 함량이 해당 암석의 주성분(참고문헌 7)

이라는 것이며, 시료의 육안 상 관찰에서도 운모의 배태량이 상당하여 예상량 이상의 리튬을 함유하고 

있는 대규모 광상으로 예견되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조사를 통하여 이 특정암석이 퇴적이나 화성

기원이 아니라 변성작용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그 형성환경과 생성조건이 폴리리티오나이트

(polylithionite)의 광물생성을 이루게 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이번에 강원도 ○○지역에서 발견된 암석에서의 리튬 함량은 지난 해 말(2014.12.22.)과 지난 봄

(2015.3.4)에 기사로 나왔던 아르헨티나 소금호수에 대하여 우리나라 P사에서 매입, 분석한 리튬 예상

함유량 및 자금투자율보다 훨씬 많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리튬원소의 조사 및 정제의 과정이 

실행된다면, 상당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성분분석 결과에서도 광업권의 허가 품위가 확인

됨에 따라, 막대한 매장량 및 새로운 형태의 리튬 광상이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거정질화강암 [巨晶花崗岩, pegmatite] 화강암의 마그마가 냉각되는 도중 유동성이 큰 마그마가 모여 이미 고결된 화강암이나 그 주위의 암
석을 뚫고 들어가서 석영과 장석을 주성분으로 하여 형성된 암석. 생성온도는 500~600℃. 입도(粒度)가 대단히 커서 수~수십㎝에 이름.[네이
버 지식백과] (자연지리학사전, 2006. 5. 25., 한울아카데미)

4) 폴리리티오나이트(polylithionite) : 리튬운모(lepidolite)의 단성분광물(solid solution between trilithionite & polylithi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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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 Scan Parameters

Dataset Name:                                            jb-SD

Operator:                                                  KBSI(seoul)

Raw Data Origin:                                          XRD measurement (*.XRDML)

Scan Axis:                                                Gonio

Start Position [°2Th.]:                                     3.0200

End Position [°2Th.]:                                      79.9800

Step Size [°2Th.]:                                         0.0400

Scan Step Time [s]:                                      1.2000

Measurement Temperature [°C]:                           25.00

Generator Settings:                                        30 mA, 40 kV

Graphics

Anchor Scan Parameters 
 
Dataset Name: jb-MD 
Operator: KBSI(seoul) 
Raw Data Origin: XRD measurement (*.XRDML) 
Scan Axis: Gonio 
Start Position [°2Th.]: 3.0200 
End Position [°2Th.]: 79.9800 
Step Size [°2Th.]: 0.0400 
Scan Step Time [s]: 1.2000 
Measurement Temperature [°C]: 25.00 
Generator Settings: 30 mA, 40 kV 
 
 
Graphics 
 
      

 
 
 

                   

 <○○지역의 분석시료 SD 및 MD의 X-선회절 분석 결과>

 이번에 발견한 강원도 ○○지역의 리튬광상은 매우 넓은 지역(500~600㎢ 이상)에 걸쳐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암석층의 두께도 150-200m 정도로 여러 문헌에 나와 있다. 지금 리튬의 국제시세가 

대략 6,763$/톤 정도 되므로(탄산리튬, 1kT of Li = 5.28kT LCE(Lithium Carbonate Equivalent)), 한 

광구(3㎢)에서만(찾아 낸 해당 지역의 광구에 한정) 30m를 개발 할 경우 10조원 정도로 계산된다.(리튬

만은 탄산 리튬의 5.28배임을 감안하면, 약 60조원)

 기존 자료들에 의한, X-선회절 분석결과에 따른 폴리리티오나이트(polylithionite)내 리튬의 예상품위 및 

그 경제적 가치를 최소한으로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하나의 광구 내 해당암석 평균 분포 ca.1.3㎢).

◦ 품위 : 최소 1.5~4.5% (참고: 지각의 평균함량 ; 화성암28ppm, 퇴적암53ppm, 해수180ppm)

◦ 광석량 : 2,281,500톤/1광구 (1.3㎢(1,300m×1,000m)×0.025×30m×2.6×0.9)

◦ 리튬금속 함유량 : 1,218,321톤/1광구(2,281,500×0.534) → 매출 잠재력 : $8,240백만/1광구

◦ 광업권 : 탐광 후 소정의 절차로 광구설정 계획(최대 200광구 이상 설정기대) 

◦ 추정가능 매장량 : 최소 243.7백만 톤/200 광구(깊이 30m 개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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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와 같은 추론에 근거하여 개발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X-선회절 분석결과의 시범지역에 

대하여 다음 일련의 과정으로 (조사 및 탐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각 단계별 기간 : 1) 해당 지층의 상세 지질조사, 탐사 및 분석 : 1년

                  2) 시험시추 및 해당 암석분석 : 2년

 2. 연구결과 도출(지질조사 및 시험시추, 탐사, 분석 포함)

 3. 핵심 산출물 : 리튬운모(lithium mica; Polylithionite)와 리튬(Li)

 4. 광업권 허가기준 : 운모(광물감정, 50cm×20m 이상), Li2O(0.1% 이상)

                    - 광구설정(최대 254광구 모두)

   

4. 맺음말 

 현재 탄산리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2차전지 생산능력의 확대와 관련된 원료

확보의 차원에서 국내 및 해외자원의 개발 등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리튬의 수요에 

있어, 전기차용 리튬배터리에 대하여만 미루어 짐작해도, 2020년경에는 지금의 최소 열배 이상인 20

조원이 넘는 규모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의 내열자기, 내열유리, 의약품에의 사용 이외

에도 휴대폰 전력저장장치(ESS),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휘어지는 스마트폰 등 초극세 금속섬유를 위한 

리튬 2차전지 상용화 등을 고려할 때, 리튬은 소위 3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에너지 활용을 현실화 

하는데 기본물질이 되는 필수원소이다.

 또한 2011년 초까지 ca.10,000$/t이던 탄산리튬의 국제시세가 2015년 7월 현재 ca.6,763$/t 이다. 

앞으로 리튬원소가 산업전반의 제품들을 고급품으로 발전시키는 필수 금속이 될 것이므로 국제 시세는 

꾸준히 상승 내지 유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소비증가에 대한 대비는 물론, 응용 완제품의 

경제적 보편화를 감안한다면,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암상의 규모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의 충족 및 국가수출 주력(전략) 품목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에 발견한 강원도 ○○지역 개발을 계기로, 세계적 규모인 새로운 기원의 금속원소 ‘리튬’에 대한 

탐광의 기준이 되고, 또한 그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추출기술 및 제품제조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앞으로 여러 가지 산업광물의 개발에 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리튬에 대한 개발사업의 신기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희토류

(REE, rare earth element5))광물 탐사, 개발 등 산업광물6)에 대한 기초적인 암석, 광물학적 응용 및 

분석작업에 대한 근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5) 희토류 원소 [稀土類元素, rare earth element] 주기율표 제3A족에 속하는 화학적으로도 서로 아주 유사한 원소들이다. 따라서 이 원소들을 
분리하기가 어렵고, 지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네이버 지식백과] (과학용어사전, 2010. 4. 14. 뉴턴코리아)

6) 리튬과 희토류 및 여타 경제성 있는 광물을 산업광물(Industrial Mineral)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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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며 “경제성 있는 광물이 없다”고들 하는데,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그럴듯하게 규모가 큰 거정질 화강암(pegmatite)도, 소금호수(Salar)도 없다. 그래서 리튬

이라는 금속 원소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단순한 판단이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구성암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운모광산은 세계적으로 3번

째로 많이 등록될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이지만, 상당히 다양한 암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구조적인 변화가 크지 않은 시기가 오래된 안정지괴이다. 그러므로 한 곳이라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눈먼 돈이 되어 버리는 해외 자원 개발 이전에, 먼저 우리 땅의 자원 및 광물에 대한 조사, 

탐사 및 개발을 꾸준하고 정직하게 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

한다.

 여태껏 모방, 흉내만 내어 진행시키고, 정작 실행에서는 사기에 가까운 정치적인 각 종의 작업에 대한 

모르쇠의 시대는 없어져야만 한다. 그러한 작업은 몇 군데에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음이 한심한 현실

이다. 기본을 알고 기초지식, 학문의 일반상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조사, 그리고 시험을 통한 확실한 

과정으로 과업이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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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돔야구장 ‘고척스카이돔’ 완공

 국내 최초의 돔야구장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복합체육문화시설인 ‘고척스

카이돔’이 지난 ’09년 2월 착공한지 7년 만에 완공

되었다.

 ‘고척스카이돔’은 사업비 총 1천948억 원이 투입, 

구로구 경인로 430(대지면적 58,992㎡)에 지하2층 

~ 지상4층, 연면적 83,476㎡(건축면적 29,120㎡)

규모의 완전돔(Full-Dome) 형태로 지어졌다. 

 야구장 규모는 국제공인 규격(1, 3루 좌우 구간 

99m, 중앙구간 122m, 펜스 높이 4m)로 건립됐으며, 

그라운드에서 지붕까지 높이는 일본 도쿄돔

(Tokyo Dome)보다 5m 높은 67.59m이다.

 외관은 힘차게 뻗어가는 야구공의 역동성을 상징

하는 은빛의 유선형이며, 지붕에는 소음은 차단

하면서도 자연채광이 들어오는 투명차음막이 세계 

최초로 설치돼 지붕이 덮인 완전돔이지만 낮에는 

조명을 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밝다.(투영면적 

9,500㎡)

 경기장 내부 설계 과정에서는 객석부터 휴게시설, 

방송관련 시설 등에 대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의 스포츠경기장 설계 전문회사의 컨설팅을 

받아 메이저리그 수준의 야구경기장 시설을 갖췄다.

 관중석은 1층~4층, 총 1만8,076석에 달하고 콘

서트 등 문화행사시에는 2만5천여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운동장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그라운드키퍼

(ground keeper)의 자문을 받아 돔구장 전용 

인조잔디와 메이저리그 전용 흙을 깔고, 펜스 두께를 

강화하는 등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그라운드 컨디션을 구현했다.

 그 밖에 내야 조명(수평조도 3천 룩스(lux), 수직

조도 2천 룩스(lux))은 KBO가 정한 HDTV 중계에 

가장 적합한 밝기조건을 갖추어 국내 최고 수준의 

밝기를 자랑하며, 인근 주민 민원을 고려한 소음

차단을 위해 천정에는 3중 막(외막, 투명막, 소리를 

흡수하는 내막), 좌우측 창호에는 소음차단 유리와 

소음흡수 커튼을 설치했다.

 시는 인근 구로구 주민을 위한 시설도 돔야구장 

내·외부에 신설했다. 주요 시설은 성인풀과 유아

풀을 갖춘 수영장(25m, 6레인), 헬스장(750㎡), 

축구장(50m×90m), 농구장 등이다.

 관중의 안전을 위한 시설도 경기장 곳곳에 설치

됐다. 기기 점검 등을 위해 야구장 상부에 마련된 

캣워크(cat walk)에 불꽃감지기, 4층 관람석 끝

머리 9개소(내야 6, 외야3)에 분당 1.3톤의 물이 

50m까지 방사되는 방수총을 설치해 화재 초기대응

력을 높였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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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날아오는 파울볼 등으로부터 관중을 보호

하기 위해 설치하는 그물망(백스탑, backstop)은 

기존 3mm PE망보다 2mm 얇은 1mm 다이니마

(DYNEEMA) 고강도 섬유망을 사용해 마치 그물

망이 없는 것 같은 시야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10월 한 달 간 시운전 및 시범운영 

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월 공식 개관식을 개최

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05)〕

서울시, 『차도관리 핵심대책』 발표 

 서울시가 그동안 눈에 보이는 파손 위주의 땜질식 

정비였던 포장도로 유지보수 패러다임을 눈에 보

이지 않는 땅속까지 체계적 ·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체 도로면적(36.2㎢)의 34.1%를 차지하고 있는 

노후 포장도로를 2026년까지 제로화하고 재포장 

주기를 기존 6.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용역을 통해 하중강도(지지력)와 

통행교통량, 손상정도를 첨단장비로 측정해 그 

구간에 최적화된 포장두께를 산출하는  ‘서울형 

포장설계법’ 개발을 완료, 올 하반기부터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예방적 

유지보수 등 차도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각 도로상황에 맞는 포장이 이뤄

지게 돼 30년이 경과되는 2045년엔 현재의 유지

보수 비용보다 약 9,32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방식의 ①시공품질 혁신을 비롯해 

②유지관리 강화 ③마스터플랜 마련 ④지속가능한 

기술개발 등 4개 분야의 혁신대책을 담은 『차도

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시공품질 혁신은 포장도로 수명 연장과 

도로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로포장 실시 후 아스팔트 표면만 재포장해 

하부층이 노후화되면서 지지력이 저하된 곳이나 

교통량 증가로 포장파손이 잦은 곳에 대해선 ‘서울

형 포장설계법’을 시행해 재포장 주기를 6.6년→

10년 이상으로 약 2배정도 높인다.

 둘째, 유지관리를 강화해 안전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는 도로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도로함몰과 관련해선, 50년 이상 노후하수관, 

지하철 공사구간, 연약지반 구간 등 위험구간에 

대해 매년 34여억 원을 투입, 3년 주기로 정기적 

노면하부 동공탐사를 실시해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한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유지보수로, 

안전성은 강화하고 관리비용은 낮춘다. 현재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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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시스템에서 수집되고 있는 도로 포장상태, 

파손, 공사 등의 정보에 지하시설정보와 지반

정보를 상호 연계해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시가 ’14년부터 시행했던 ’택시 포트홀 신고시

스템‘은 올해 말까지 버스로 확대해 도로사정을 

잘 아는 택시, 버스 운전자가 도로파손을 실시간

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셋째, 시는 교량, 터널, 하천 복개구조물 등 구조

물에만 적용됐던 법정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차도

관리에도 적용할 계획이며, 예방개념의 포장도로 

전체 생애주기를 관리하게 된다.

 넷째, 차열성 포장기술, 저소음 배수성 포장기술, 

재생 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첨단 포장기술을 지속

적으로 연구개발해 도심 열섬화, 교통소음, 굴착

복구로 인한 교통 불편 문제 등을 하나씩 해소해 

나간다.

 〔도로관리과 (02)2133-8157)〕

‘서울시 1호 경전철’ 국내기술로 제작 완료

 서울시가 ‘우이~신설’ 구간을 달릴 시 최초 경전철 

전동차 총 36량, 18편성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 

완료했다.

 이번에 제작된 경전철 전동차(폭 2.65m, 길이 

28m, 높이 3.6m)는 기존 지하철 대비(1량 20m, 

10량 1편성 기준) 약 1/7 크기로 2량(1량 14m) 1

편성으로 구성된다.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행되며, 

수송정원은 174명이다.

 시는 특히 첫 선을 보이는 경전철 전동차인 만큼 

디자인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안전 강화 시설 

설치, 이용자 편의 증대 등 다각도의 세심한 제작 

노력을 기울여 기존 국내에서 운행 중인 경전철과 

차별화했다.

  

 디자인의 경우, ‘우이~신설 경전철’노선이 북한산 

둘레길과 덕성여대 등 대학가를 연결하고 있는 만큼 

자연과 대학가의 생동감 넘치는 지역의 이미지를 

담아 연두색 계통의 색상을 입혔으며, 모서리는 역동

적인 곡선으로 처리했다.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의 편의를 위해 객실간 연결

통로의 문과 턱을 없애고, 출입문 폭도 기존 중전철 

대비 20cm를 확장해 편리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안전과 관련해선 전동차 좌석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소 내장재를 사용하고, 전동차 앞과 뒤로 비상

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대피용 출입문과 

램프(Ramp)도 설치했다. 또, 중앙 통제실에서 모니

터링이 가능하도록 객실 내 CCTV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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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실내 소음을 낮추기 위해 소음저감형 

밀폐형 출입문과 탄성고무가 내장된 저소음 바퀴를 

적용했으며, 전동차 안의 LCD 모니터를 통해 운행

속도, 날씨정보, 혼잡도 및 역 주변 정보 등 각종 

유익한 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0월 중순까지 총 36량을 

4량씩 나누어 총 9회에 걸쳐 제작사가 있는 창원

공장에서 무진동 트레일러로 강북구 우이동 차량

기지까지 도로로 운송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최초로 전 구간 지하에 건설되는 ‘우이~

신설 경전철’은 지난 2009년 9월 착공해 2015년 9

월 현재 공정률이 70%이며, 전 구간 정거장, 본선 

터널 굴착 등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후속 공정인 

궤도 부설, 건축, 신호·통신 등 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으로 2016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보문로~아리랑로~보국문로~

솔샘로~삼양로~우이동길, 총 연장 11.4km에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된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완공되면 출·퇴근시간대에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50분대에서 20분대로 약 30분 단축되어 서울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에 숨통이 트이고 

역세권 개발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02)772-7180〕

보행자 전용 ‘낙천정 나들목’ 개통

 한강의 56번째 나들목, ‘낙천정 나들목’이 2013년 

4월 착공하여 2년여 만에 준공됐다. 서울시는 보행

자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던 기존 낙천정 나들목은 

차량전용으로 개선하고, 바로 옆에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보행자 전용 나들목을 신설했다.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보행자 전용 ‘낙천정 

나들목’은 폭 5.0m, 연장 58.2m로 한강공원의 자전

거도로 및 산책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다.

 ‘나들목’은 제방으로 가로막혀 있는 한강과 마을을 

잇기 위해 만든 동굴형태의 구조물로서 오랫동안 

단순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또, 시설 자체가 투박한 

콘크리트 벽면으로 되어 있고, 어둡고 칙칙해 일명 

‘토끼굴’로 불리며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 

낮은 편이었다.

 이번 ‘낙천정 나들목’은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디

자인부터 친환경 자재사용까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만들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인 디

자인을 적용하고, 한강의 물결을 상징하는 도자블

럭과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밝은 조명과 엘리베이터 및 핸드레일을 설치

하여 장애인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들목을 통해 

한강으로 진입하면 마주하는 둔치에는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탁트인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시설을 지속

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02)378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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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공모’ 수상작 발표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도시재생 구상 

국제공모 수상작으로 ▴「A Thousand City Plateaus」 

(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 외 1) ▴「Jamsil ludens Park」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SynchroniCity」(Kyu 

Sung Woo 외 4, 미국) 등 우수작 3작품을 포함해 

총 8작품을 선정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3개의 작품은 각각 독창적

이고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능적 연

계성 · 형태적 통합성 · 경제적 실현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결성이 높았다.

 「A Thousand City Plateaus」는 올림픽대로를 

지하화 하는 대신에 대형 플랫폼(mega-structure 

platform)으로 부지의 높이 차이를 활용해 지하

화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안

하고 있다.

 「A Thousand City Plateaus」

 또 다른 우수작 「Jamsil ludens Park」는 탄천으로 

분리되어 있는 COEX 지역과 잠실종합운동장을 

모노레일로 연결하고, 부지 내의 전시·컨벤션시설, 

지하철 환승센터, 각종 체육시설을 거쳐 한강까지 

연계하는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돋보이는 작품

이다.

 「Jamsil ludens Park」

 「SynchroniCity」는 구 한전부지, 탄천과 연계된 

도시적 성격의 활동가로가 주경기장을 감싸며 한강

으로 연결되어, 잠실종합운동장을 새로운 도시적 

맥락의 공간으로 바꾸는 극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상업, 전시·컨벤션시설과 각종 도시기

능은 탄천 및 올림픽로 변에 집중 배치하고 한강 

변은 최소한의 기능과 시설로 비워뒀다.

 「SynchroniCity」

 가작 5작품은 아이디어가 독특하거나 참신하지만, 

구상의 완결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작품들이 

선정됐다.

 ▴「e[X] Sports City」(Richard Plunz 외 4, 미국)

 ▴「JAMS[H]ILLS」(Caramel architecktenzt-gesellschaft  

m.b.h,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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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CULTURE」(Junkyeu Song 외 3, 미국)

 ▴「Seoul Culti-polis」(플래닝코리아)

 ▴「Seoul EGG」((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외 4) 

 심사위원장인 구자훈 한양대 교수는 “이번 국제

공모는 작품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이 많았다”며, “심사과정에서 주로 논의했던 

주제는 ▴COEX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한강 

및 탄천 경계지역의 처리방식 ▴기반시설·건축물의 

형태·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한 이 일대의 장소성 

발현 등이었다”고 말했다.

 국제공모는 지난 5월부터 698팀(국내 294, 국외 

404)이 참가등록을 하는 등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했으며, 최종적으로 23개 국가로

부터 총 98작품(국내 44, 국외 54)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이틀 동안 

구자훈, 닐 커크우드, 롤랜드 빌링어 등 관련 분

야의 국내·외 최고권위자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

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서울시는 9월 14일 시상식을 시작으로 수상작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와 국

제교류복합지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시는 이번 국제공모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02)2133-8265〕

서울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

제회와 함께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실시

간으로 확인하고 퇴직금, 근무 이력 등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시범

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시스템개발을, 서울시는 시범

사업장 운영을 담당한다.

 시가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현장 총 3

개소를 시범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①건설근로자는 퇴직금 증가 효과를 ②사업

자는 인력 관리 용이 및 퇴직공제 신고 간소

화를 ③서울시는 투입현황의 정확한 파악으로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④건설근로자공제

회는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 및 체계적인 근무

이력을 관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과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 노무비 지급 시 근로자 허위 등록 및 누락

으로 인한 하도급 부조리도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전산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 및 

경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근로자의 기술 및 경력을 

검증하고, 숙련된 근로자의 기술력과 경험을 객관

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증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02)3708-2382〕

고도정수처리 숯 재사용, 예산절감 · 자원절약

 서울시는 수돗물 생산에 사용되는 활성탄(숯)을 

일정기간 사용한 뒤 폐기하지 않고 고온에서 가열

하여 새 숯으로 만드는 공법을 연구, 예산 절감 

및 자원 절약을 실행한다. 

 현재 우리나라 고도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숯은 

거의 미국이나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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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590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6개 아리수정수센터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활성탄(숯)을 구입, 운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물연구원에서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숯을 이용한 실증실험장치 

및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고온에서 숯을 가열해 숯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4년 동안 

사용한 숯을 고온가열처리로 재사용한 결과, 재

사용한 숯의 품질이 새로 구매한 숯의 약 90% 

이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맛과 냄새 물질도 

100%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숯 재사용을 통해 고가의 활성탄 구매

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합산해 연간 136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시는 4년 주기로 사용한 숯을 전량 폐기할 

경우 수도권 주변 매립지에 매립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폐기물 처리비용 66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고, 폐기물 처리량을 줄여 친환경적인 

자원절약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아리수 정수센터 숯 사용공정>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02)3146-1844〕

2015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 ‘도천 라일락집’

 2015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은 ‘도천 라일락집 

(설계:정재헌(경희대), (주)유림피엔씨 건축사사무소)이 선정

됐다.

<도천 라일락집>

 도천 라일락집(종로구 창경궁로 27길80, 연면적 253.7㎡)은 

도상봉선생의 작은 기념관을 겸한 살림집이다. 

함께 사는 동네에 대한 장소적, 시각적, 공간적 

배려, 간결하고 드러나지 않은 ㄱ자 형상으로 안

마당을 품고 살림집이 있다. 안마당의 한 변을 

점유하고 있는 도상봉 선생의 아뜰리에로 배치되어 

안락한 공간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최우수상은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설계:최문규

(연세대), (주)가아 건축사사무소), 논현 마트로시카(설계:

김동진(주)로디자인, 건축동인 건축사사무소), 어둠 속의 

대화-북촌(설계:전숙희(와이즈 건축), 엔디엘 건축사사무소), 

강남지구 ABL 공동주택(설계:이민아, 협동원 건축사사

무소) 네 작품이 선정됐다. 

 건축명장은 건축가와 건축주의 서정적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며 보석세공사와도 같은 장인정신을 

가지고 도천 라일락집을 시공한 (주)태인건설이 

선정되었다.

 수상예정작 20작품(대상 1, 최우수상 4, 우수상 

15)을 대상으로 3주 간 시민투표를 실시하여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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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작품을 선정하는 ‘시민공감특별상’에는 총 2,388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논현마트로시카, 5평

주택, 인터러뱅이 선정되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한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장려한다. 서

울의 건축문화와 기술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여 격려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시 건축분야의 

최고 권위의 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사용 승인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이 대상이다.

 올해 심사는 승효상(서울시 총괄건축가), 박항섭(가천

대학교 교수),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스페인 건축가), 

한종률(한국건축가협회장), 김영섭(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소진(아뜰리에 리옹 대표), 홍 존(서울대학교 교수)  

총 7인의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총 61작품(신축 51, 리모델링 10작품)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응모한 가운데 8월 18일 서류

심사와 9월 3일 현장심사를 거쳐 수상작품을 선정

하였다.

 건축상 수상자(설계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이, 

건축주에게는 건축물에 부착하는 기념동판이 수여

된다.

 건축상 작품 공모와 별도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

가에게 시상하는 제2회 ‘올해의 건축가상’에는 

김인철 건축가(68세, 주식회사 아르키움 대표)가 

선정됐다. 김인철 건축가는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생산하는 건축가이며 서울시 공공건축가로서 

서울시의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건축아카데미 

운영 등 건축에 관한 시민의 소양을 제고하는데 

힘쓰고 있다.

 ‘2015 서울시 건축상’ 시상식은 10월8일(목) 신

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수상작 전시는 

10월8일(목) ~ 11월8일(일) 구 국세청 남대문 별관 

터 전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건축기획과 (02)2133-7106〕

‘2015 서울정원박람회’ 월드컵공원에서 개최

 서울시가 조성된 지 13년이 지나면서 노후된 

상암동 ‘월드컵공원’을 정원으로 재생,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가득한 정원박람회를 10.3(토) ~ 

10.12(월) 열흘간 개최한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2인(황지해, 황혜정)의 

작품 같은 ‘예술정원’부터 시민 손으로 직접 만든 

‘생활정원’, 인기스타들의 팬들이 만든 ‘스타정원’, 

‘서울정원 우수디자인 공모’에서 당선된 15개 수준

높은 조경작품 2,500㎡ 등 80개 각기 다른 정원이 

5만㎡ 월드컵공원을 가득 메우게 된다.

 ‘서울에 사는 정원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기업, 국민모금 등 민관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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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민참여 방식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누리는 

초록빛 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와 초청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정원관련 6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정원

산업 우수제품 전시회’와 ‘한국분재대전’, ‘목공예품 

전시’, ‘아름다운 조경 사진 전시회’ 등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이 외에도 월드컵공원 내 서울에너지드림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는 ‘서울정원이야기 콘서트’, 

‘조경전문가 초청강연’, ‘원예치료 학술세미나’, 

‘시민정원사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내용의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박람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http://festival.seoul.go.kr/gard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과 (02)2133-2113)〕

「건축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19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가. 한옥의 정의 정립(안 제5조의5제1항제5호 삭제)

나.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 폐지(안 제5조의5제1

항제5호 삭제)

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 최대 구성범위 확대 

등(안 제5조의5제3항 개정)

라.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기존 건축물 개축 특례

(안 제6조의제1항제7호 신설)

마.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기준 명확화(안 제12조

제3항제1호 개정)

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확대(안 제15조제5항제

15호 개정, 제15호 신설)

사. 기존 공장 증축시 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

(안 제28조제3항 신설)

아.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범위 확대(안 제46조제5

항제5호 신설)

자. 직장어린이집 건축입지 완화(영 제47조제1항제

4호 신설)

차.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완화(안 

제80조 11조제1항 개정)

카. 도로로부터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제80조의2 관련 별표2 개정)

타. 위반 건축물 영업제한 기준 완화(안 제114조 개정)

파. 공작물 대상 범위 확대(안 제118조제1항제11호 신설)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을 

면적에서 제외(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및 

제3호타목 신설)

거. 축사 건축물 건축면적 기준 완화(안 119조제1

항제2호가목2) 개정, 제2호다목11) 신설)

너. 장애인·노인 등 편의시설 면적 제외 대상 건

축물 확대(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제3호차목 

개정)

더. 건축물 옥상 승강기 승강장 설치시 면적 및 

층수 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제9호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가. 중앙건축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대(안 제2조제

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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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4조

제5호 개정)

다.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2조제1항

제1호 개정)

라. 용도변경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2조의2제1항

제1호 개정)

마.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기간 연장(안 제24조제1항 

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5.8.11. 공포, 2016.2.12. 시행)과 관련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1.4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산정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조)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가’를 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조문을 ‘대가기준’만을 정하도록 함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

(안 별표 1의2)

 -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가 중복될 경우 하위 점검을 생략하기로 함

다.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안 별표2)

 -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함

라.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 조정(안 제29조 

및 별표4)

 - 점검·진단 실시결과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지자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안전

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미실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와 부과기준을 신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철도시설의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는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승강장 

안전문설비 설치를 확대한다.

 전국적으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에서 승각의 선로 추락사고와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최근 3년간 승강장 안전사고 : 광역철도 108건(추락 24건, 

자살 83건, 기타 1건), 도시철도 37건(추락 4건, 자살 32건, 

기타 1건)

 또한, 이번의 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이 원활하도록 승강장안전

문과 안전보호벽은 모두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

어야 한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

장에서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는 대폭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며, 열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원

활한 탈출이 가능하게 되는 등 광역·도시철도 이

용객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규정은 9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국토

교통부는 이번 기준 개정과 별도로 승강장안전문

설비가 없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

설비를 전면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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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여 ‘17년 패

시브 건축 의무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

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10월 10일

까지 행정예고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단열기준 강화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안 별표1 개정)

 - (단열기준 강화) 지역·건축부위·건축용도 구분

하여 기준 강화

외벽단열 기준 중부 남부 제주

현행(W/㎡k) 0.27 0.34 0.44

개정(W/㎡k) 0.21 0.26 0.30

강화율 28.6% 30.8% 11.1%

 -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건축물 냉·난방 특성을 

고려하여 외벽단열기준을 “창 및 문”과 동일하

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로 구분

    * ‘창 및 문’ 부위는 건축물 용도별로 단열기준 구분 적용중

나. 단열재 두께기준 개정(안 별표3 개정)

 - 강화되는 단열기준을 반영하여 부위별로 단열재 

설치두께 조정

    * 일반인들이 복잡한 열관류율 계산없이 쉽게 설치

기준을 알 수 있게 단열재 설치기준표로 제공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2〕

「조경설계기준」 부분개정

 국토교통부는 하천 둔치구역에 체육시설 설치 

시 설계기준에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눕히는 방식이 널리 적용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하천의 둔치에 펜스를 무분별하게 

설치한다면 홍수 발생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펜스가 필요한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펜스를 설치하도록 조경설계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번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조경학회(02-565-2055)로 문의하고, 개정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도로교설계기준」 부분개정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인도가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교량 위 사고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승객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필요하나 현행 도로교설계기준에는 별도의 대피

시설 설치 규정이 없어, 대피공간 설치기준을 마련

하기 위하여 도로교설계기준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도가 없는 도로교에 대피공간 설치 규정 추가

 - 연장 500m 이상 교량을 대상으로, 250m 간격

으로 대피공간을 마련

 - 대피공간은 2.0㎡ 이상으로 하며, 난간 등으로 

보호되어야 함

 이번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도로협회(02-3490-1000)로 문의하고, 개정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부분개정

 국토교통부는 주변지반이 모래 또는 준설토일 

경우 도로함몰, 지반유실, 싱크홀 등의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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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뒷채움재 사용시 저유동성 고결재, 

Soil-cement 등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목

공사표준일반시방서」를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굴착 되메움재료로 유동화 처리재료를 활용하여 

지반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 수정

○ 보통쌓기 재료에 대한 다짐도가 없는데 이에 대한 

다짐도 90% 확보하도록 개선함

 이번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

토목학회(02-407-4115)로 문의하고, 개정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전면개정

 국토교통부는 현장여건 변화 및 민원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소방방재청 등 타 부처의 자연재해대비 

품질기준 향상 요구 등을 보완·반영하고, 보행사고 

방지를 위한 우수받이 집수정 스틸그레이팅의 설치 

간격 조정 및 품질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도로

공사표준시방서」를 전면개정하고 고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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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면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도로협회(02-3490-1000)로 문의하고, 개정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 

 국토교통부는 도로상 작업구(맨홀)를 계획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간의 협정서

(1989.3.20)」이후 변화된 도로의 환경을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기관 적용대상 확대 및 관리책임 명확화

(안 제4조)

 -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주변도로 포장 유지관리를 

담당하되, 작업구 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상호 

협의하여 담당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6조)

 -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

행하고,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작업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안 제8조)

 -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

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작업구의 정비기준 마련(안 제10조)

 - 포장면 단차, 진동 및 소음, 도로포장면 손상, 

작업구 파손 및 이탈 등 정비기준을 마련함

마. 작업구 정비공사 비용 등(안 제11조)

 - 작업구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비용 산출, 청구, 

납부, 정산절차를 정함

바. 안전관리 및 시행(안 제13조)

 - 작업구의 설치, 이전, 정비공사 시 안전사고 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0〕

’15년 9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정보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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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1차 서울 한양도성주변 CCTV설치 등 

통합관제센터 구축 기본설계심의

○ 부분적으로 가시권 안에 CCTV가 설치되거나 

중첩되는 지역이 있는 등 CCTV의 수량이 조금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

○ 기존 보안등 · 공원등 Pole에 설치하는 경우, 

Arm 및 부자재 등의 하중(풍압, 자중)이 추가

되므로 Pole 및 콘크리트 기초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고 관리부서(성북구, 중부공원녹지

사업소)와 사전에 협의해서 설계 반영할 것

○ CCTV Pole 등의 설치방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디자인심의’ 등 필요

한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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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운지구 내 인왕지역은 CCTV 설치시 군부대 

초소, 벙커 등 군사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할 것

○ 산 경사면은 대부분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CCTV 기초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빗물에 토

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시공 필요

○ 경관조명용 분전반에 CCTV를 추가하는 경우 

전자접촉기(MG)를 삭제할 것

○ CCTV보호용 피뢰설비는 외부 피뢰시스템 이외에 

유도뢰에 대비한 시설(서지보호장치)을 검토할 것

■ 제122차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설계심의 

○ 1층 재활용 창고의 크기와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주차장 후면에 재활용 창고는 위치나 크기로 

창고로 쓰기에 적합지 않으니 출입구 위치변경, 

작업공간 확보 등 검토요함

○ 공사 중 및 완료 후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교통안내 표지판, 반사경 등 교통 안전시

설 보완설치 요함

○ 서울기록원은 공공건축물로서 오랫동안 보존할 

가치가 있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내구성(내구

연한, 내투수성, 동결저항성, 내부식성)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고내

구성콘크리트공사(05050) 시방서”를 적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함

■ 제123차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기본설계용역 설계심의

○ 각 실의 계획은 개인별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확보 측면에서는 좋으나 공간의 개방감을 고려

하여 다인실의 계획에 다양성을 고려할 것

○ 지상1층 캔틸레버보(1CB1)의 경우 L=4,025로 

충분한 강성이 요구되므로 보의 춤을 키워 강도 

및 강성을 확보할 것

○ 기숙사내부 벽체인 욕실벽체를 조적이 아닌 경량 

벽체로 변경하여 안목치수를 넓히는 방법 및 욕실

문을 미닫이로 계획시 확보 가능한 폭 검토할 것

○ 기숙사의 각 유니트별로 온도조절기가 1개소 설치

되어서 사용자 체감온도 상이에 따라 대응이 불가

하므로 룸별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검토

하여 보완할 것

○ 단면도상에 기초공법이 Pile기초로 표기되어 있

으나 시추조사결과 지층상태로 보아 Pile기초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하여 수정할 것

○ 기숙사 지상1층 피로티 공간의 안전성 및 쾌적

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기존건축물과의 연결통로(지상3층, 지상4층, 지상

5층)의 계단을 경사로로 변경할 것

■ 제124차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설계심의

○ 복합방수에 대한 재료가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공법, 재료 규격 등 표기 요함

○ 부력에 의한 건물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인장파일의 허용내력 및 안전성 검토 요함

○ 말뚝 시공법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반조건, 소음, 진동 등 현장 여건,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말뚝 시공법을 검토하여 제시 

요함

○ 심의시 제시한 SPHC공법(선단확장파일)은 특정 

공법으로 Φ406 pile의 허용지지력을 900KN/본

으로 계획하는 등 과도한 설계지지력을 적용,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특정 공법이므로 국내, 

서울시 등에서 시공사례가 풍부하게 검증된 일

반적인 공법을 적용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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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과업목적이 명확히 표현되도록 용역시행방침상의 

용역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대체도로(지하차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과업내용서상 또는 

심의건명과 일치시키도록 할 것

○ 제1장 총칙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업무에는 

교통처리 개선방안 수립 및 구조물 활용계획, 

노선계획,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필요시),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등을 포함할 것

○ 제2장 조사업무 분야에서 기존 자료 조사 등 

지질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당해 지역내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상위계획과 문화재, 기존

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각종 지장물 및 동결

심도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하도급 사항’에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것 

■ 제126차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신설 

기본설계심의

○ 교통량 예측, 분석결과 누락 등 교통수요예측 및 

분석 자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 보완할 것

○ 교통량이 많은 올림픽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로 

장지간 거더의 거치를 위한 시공조건 및 운영중인 

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조립, 장비적용, 가설

벤터, 인양 등 안전을 고려한 시공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것

○ 주경간교량의 박스거더는 시공 및 유지관리에 

불리한 형상 및 제원을 갖고 있으므로 관련기관 

협의 및 작업공간 확보 등을 위한 방안을 검토

하여 설계를 보완할 것

○ 콘크리트의 내구성과 제설제 사용이 작은 시설

물임을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 및 피복두께 등을 

결정하고 설계를 보완할 것

○ 장기간의 관련기관 협의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보고서 및 도면의 통일성 및 내용구성이 전체적

으로 매우 미흡하므로 그간의 분야별 검토내용

들을 보완 수록하고 설계도서간 전반적으로 불

일치 및 오류사항들을 수정하여 설계 성과의 완

성도를 확보할 것 

■ 제127차 망우리묘지 인문학길 조성사업 설계심의 

○ 전망대 등 구조물 설치는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토목구조 

및 산사태분야 위원의 확인을 받을 것

○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과 사색하는 이미지의 

인문학길 조성을 위하여 계단설치보다는 지그재그 

경사길로 검토할 것

○ 기존 지형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수시설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유역면적 및 강우

강도 등 배수기준을 검토할 것

○ 영산홍 등은 대상지 분위기를 감안하여 향토수종

으로 변경 검토하고, 식물매트의 수호초 등은 쑥

부쟁이, 구절초 등 대상지 story telling에 적당한 

초종으로 변경 검토할 것

○ 흙막이(개비온) 공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

서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할 것

■ 제128차 시민의 숲 재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각종 인허가 관련 심의, 유관기관 협의, 주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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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 등의 필수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절대공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과업기간의 재검토 필요

○ 식재지의 기존 토양은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답압

으로 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으므로 토양의 이화

학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 추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 과업내용서에 추가

○ 공원의 성격에 맞는 친환경적인 건물로 설계되어야 

하며 공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제거, 개선되는 방향으로 설계 필요

■ 제129차 마곡광장 조성공사 설계심의

○ 지하철 구조물 인접 구간 가시설 설치 재검토

  - 흙막이 계획에 있어서 9호선 및 인천공항철도 

구조물 인접부에 대하여서는 기존 구조물 노출 

가능여부 및 Raker공법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 설계도면 보완

  - 구조도면에서 철골구조의 일반사항을 추가하고 

용접 상세도 및 고장력볼트 이음접합 상세도를 

보완할 것

  - 도면 내 용접 기호 및 설명내용을 보완할 것

○ 마곡역(5호선) 연결통로 구간 설계 보완

  - 5호선 마곡역 연결통로는 인접지구 개발 시 

활용될 예정으로 향후 활용 시까지 활용 및 

유지관리 방안과 연결통로 내 기계설비(에스컬

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미운영에 따른 노후

화를 고려하여 설치시기를 재검토할 것

■ 제130차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사계절 경관을 고려한 수종 선택 등 식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볼라드 등 시설물은 공원의 기

능과 특성에 맞는 규격과 재질, 디자인을 검토

하도록 과업 추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 과업내용서에 추가

○ 건축물 부분과 옥외부분에 대한 구분과 구체적 

Space Program 제공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원의 수목 등에 대한 경관조명을 반영하는 경우 

조명 형태 및 종류는 LED로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휘도 및 조도를 적절하게 하도록 

과업내용 추가

■ 제131차 마곡지구 3공구 2단계 기반시설조성공사 

기본설계심의

○ 도로함몰 방지 대책 검토

  - 유사현장에서 비굴착 공법으로 토출관로 시공 

중 도로함몰이 발생하였는 바, 한강나들목 시공을 

위해 비굴착 공법으로 검토하였으므로 도로함몰 

방지 대책 검토 결과를 제시할 것

○ 철근의 지급자재로 변경 검토

  - 유수지 복개 자재 중 사급 처리된 하이바(고장력

철근)를 지급자재로 변경 검토

○ 양천교의 배수계획 검토

  - 양천교의 노면 배수계획도, 배수구 및 배수관 

설치도 작성할 것

○ 유수지 바닥의 유지관리계획 검토

  - 유수지 바닥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복토로 

계획하여 우기 후 유수지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검토 결과를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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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된 바닥판과 그라운드 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 리본 교량(DSRibbon교) (제762호)

(보호기간 :  2015. 04. 08. ～ 2020. 04. 0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분절된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이음부 접합케이블로 직접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시공단계에 따라 

그라운드 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 리본 교량 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스트레스 리본 교량의 시공에 있어서 분절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을 이미 

시공된 현수형태의 1차 케이블에 설치하고 바닥판과 바닥판 사이 이음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차 케이블 긴장 전에 이음부 접합 케이블을 이용하여 분절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끼리 

소정의 압축력을 도입함으로써 이음부와 콘크리트 부재 사이 경계면에서의 불연속성을 최소화하

면서 일체 구조화시켜 축방향 강성손실을 방지하고, 시공단계별로 그라운드앵커의 긴장력을 순차적

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지반조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리본 교량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 개념도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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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기술 시공절차

① 그라운드앵커 설치 및 1차 긴장 ② 1차 케이블 설치 및 긴장 ③ 프리캐스트 바닥판 제작 및 설치

 교대 구체 시공 전 그라운드앵커 1차, 
2차 전체를 설치하고, 교대 구체 시공 후 
그라운드 앵커 1차 긴장 실시 

1차 케이블을 교대에 정착한 후 
소정의 새그로 긴장함

1차 케이블에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거치한 후 소정의 새그로 나사산재긴장
정착장치를 이용하여 새그를 조절 

④ 이음부 콘크리트 타설 ⑤ 이음부 접합케이블 설치 및 긴장 ⑥ 접속부 콘크리트 타설

 이음부와 블록아웃구간 현장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이음부 접합 정착장치를 설치한 후 
이음부 접합 케이블을 이용하여 이음부에 
소정의 압축력(약 0.3MPa) 도입

교대 접속부에 거푸집을 설치한후 
현장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⑦ 그라운드앵커 2차 긴장 ⑧ 2차 케이블 설치 및 긴장 ⑨ 시공완료

그라운드 앵커 2차 긴장 실시
(지반조건에 따라 2차, 3차 등 다단계 
긴장으로 할 수 있음)

교대 배면에서 바닥판에 2차 케이
블을 삽입하고 긴장 후 그라우팅 
실시

페어링 설치 및 교면포장, 난간 설치 
후 시공완료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신동지구 보도 교량 설치공사
발주자 경기도 수원시

시공규모 B=4.5m, L=61.0m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357(인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총 120 일

특징
이 교량은 설계 지간 52m인 분절된 바닥판과 그라운드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리본교량(DSR교) 공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 현장으로 그 의미가 크고 현재 
공용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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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경제성과 환경친화성을 중요시하는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 신흥 개발도상국과 중국 등의 지속적인 복지향상과 환경변화에 따른 

하천 및 환경규제 강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 신기술과 같은 고성능, 친환경 교량공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국제특허를 획득한다면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건설기술에 

대한 수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스트레스 리본 교량의 기존 시공방법은 1차 케이블에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거치한 후 바닥판에 

충분한 축강성(EA)을 주기 위하여 바닥판 이음부와 교대접속부를 현장 타설한 후 2차 케이블을 

이용하여 포스트텐셔닝 후 완성된다. 이때 이음부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경계면에서 

시공이음부가 발생하고, 이는 불연속부분을 형성하여 일체타설된 구조와 거동상 차이를 유발한다. 

이러한 기존공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음부 접합 케이블을 이용하여 프리캐스트 바닥판

간의 이음부와 콘크리트 부재사이의 경계면에서의 불연속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일체 구조화시켜  

2차 케이블 긴장시 설계에 의한 새그변화와 시공시 새그변화가 같게 한 이 신기술은 기존 국외 

기술에 비해 진일보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교량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교대 접속부와 바닥판 이음부를 제외하고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프리캐스트 바닥판이 75%이상 적용되므로 현장 작업 최소화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을 확보가 가능하고, 스트레스 리본 교량의 취약부인 교대 접합부의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단면최소화, 장경간, 저형고 교량의 시공이 가능하게 하였다. 국내 최초로 설계지간 

52m의 보도교 설계 및 시공, 교량지간 160m에 대하여도 현재 시공 중이므로, 향후 도로교의 경

우에도 이 신기술을 적용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신기술로서의 범용성을 앞당길 수 

있어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국제건설시장이 전면 개방이 될 경우, 현지 여건상 사회간접자본 시설 중 각종 도로나 지하철 

등의 교통시설이 미흡한 동남아 및 중동의 여러 나라에 이 기술을 적용하여 국외수주가 가능하며, 

특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삼림이 많은 지역과 산간지역에 진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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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교폭3.0m, 경간장 130.0m의 제조원가와 설치원가를 합한 단가는 1,185,557,229원

     (= 865,229,896원 + 320,327,333원) 이다.

             

(2) 공사비

     DSRibbon교는 가설밴트와 대용량 가설장비사용이 불필요하고, 단면최소화, 장경간, 저형고에 의해 

타 교량 형식에 비해 30%정도의 공사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  분
DSRibbon교

(신기술)
아치교 현수교 비고

초기공사비 1,183.0 2,337.7 2,370.6
유지관리비 90.7 194.4 242.3

해체․폐기비용 6.9 6.7 6.7
총LCC 1,280.6 2,538.8 2,619.6

상대LCC 1.00 1.98 2.05

    (3) 공사기간

     길이 130m, 폭 3m의 DSRibbon교의 전체공기는 약 8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130m 지간을 

갖는 현수교와 비슷한 공기이며 거푸집조립과 양생 기간이 비교적 긴 콘크리트교임을 고려한다면 

매우 빠른 공기이다. DSRibbon교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현장으로 운반

하여 최소한의 공간에서 적재한 후 교대 한쪽에서 거치 및 롤러를 이용한 송출이 가능한 공법이다. 

즉 현장근처에서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제작하기 위한 별도의 제작장과 제작설비가 배제되어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이 없고, 현장과 공장의 공정 병행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되며, 프리캐스트 바닥판 

중량이 2.0∼4.0톤으로 비교적 가벼워 소형장비로도 충분히 1차케이블에 거치 및 송출이 가능하

여 상당한 공기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유지관리비

     DSRibbon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고, 타 교량과 비교하여 교량받침이나 신축이음장치 등이 

필요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된 교량형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프리캐스트 바닥판 

제작시 아래 그림과 같이 바닥판 내부 측면에 유지관리용 쉬스관을 매립시켜 놓아 내하력 저감에 

따른 추가 긴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지관리용 정착구는 덮개로 보호되어 있어 필요

시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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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SRibbon교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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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은 별도의 가설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구조부재인 1차케이블을 가설케이블로 사용함으

로써 타공법에 비해 공사비 절감측면에서 유리하며, 매우 얇은 바닥판으로 장경간이 가능하므로 

단면 축소로 인해 콘크리트 사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므로, 강재 및 콘크리트 생산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 발생량이 축소됨과 동시에 경제성을 향상시키면서 교량의 경관성을 함께 증대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친환경 건설 공법이 요구되는 영역과 심도가 확대되면서 스트레스 리본 교량에 

대한 수요는 다른 어느 교량형식보다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인력의 취업 등으로 기회증

대와 활성화로 인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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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더 철근 배근 2. 쉬스관 및 EPS 설치 3. 횡방향 연결재 설치

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를 설치하고 횡방향으로 긴장한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제763호)

(보호기간 :  2015. 04. 20. ～ 2020. 04. 1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외측 거더에 편측 캔틸레버를 포함하여 미리 제작된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배치하고 횡방향 연결재(경사 강관연결재, 철근 이음)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하여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2) 내용

     이 신기술은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의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밀착하여 거치한 후 박스거더 

사이의 횡방향 연결구간에 경사각을 갖는 강관연결재(Easy-bar) 및 철근 이음을 설치하고 콘크

리트를 타설한 후 일정간격으로 배치된 횡방향 강연선을 긴장하여 상부거더를 일체화시키는 프리

캐스트 PSC 박스거더로서, 저형고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고 편측 캔틸레버를 갖는 외측거더를 적용

함으로써 캔틸레버 길이 변화로 곡선교의 곡률반경 적용이 가능하며 횡방향 인접 교량의 시공 시 

횡방향 긴장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한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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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사명 발주자 위치 공사 기간 공사 규모

1 경부고속철도 6-3공구노반신
설 기타공사 (원동상부공)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시 동구 
원동

2011. 08
∼ 2014. 08

B=77.805 ∼ 80.034m
L=17.125m

2 화죽천 화죽1교 
수해복구공사

대구지방
조달청

경북 성주군 
가천면

2013. 04
∼ 2013. 06

B=14.9m
L=52.9m

3 판암1,2,3교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 동구 
판암동

2013. 08
∼ 2014. 11

B=6.3m, L=650m(1교)
L=150m(2교), L=575m(3교)

    

4. 거푸집 작업 5. 콘크리트 타설 6. 증기 양생

7. 거푸집 탈형 및 양생 8. 강연선 긴장 9. 거더 운반 

10. 가설 11. 횡방향 연결부 타설 12. 횡방향 긴장 및 완공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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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동지하차도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시 동구 
인동

2013. 12
∼ 2014. 10

B=47.985 ∼ 47.622m
L=25.0m

5 Multi Box 제작 및 설치공사
(나한가도교)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삼척시 
도계읍

2013. 12
∼ 2014. 03

B=6.6m
L=23.1m

6 호남고속철도 제5-3공구 멀티박스
거더 제작 및 설치공사 (송정교 상부공)

한국철도
시설공단

광주시 
광산구장수동

2014. 07
∼ 2014. 12

B=5.5m, L=40m (1교)
B=6.6m, L=40m (2교)

7 무도천교 MULTI PSC BOX 
GIRDER 제작 및 설치 공사

아세아
시멘트(주)

충북 제천시 
송학면

2015. 01
∼ 2015. 03

B=6.3m
L=140m

  나. 향후 활용전망

     신기술의 적용 가능 경간장(20∼50m)에 대한 PSC-I, 강합성 형식 등의 최근 5년 평균 교량 

면적은 도로교 기준 780,873 ㎡ 임. 평균 순공사비를 약 100만원/㎡로 적용하면 약 8,000억 원 

내외의 시장 규모로 추산되며, 이 중 폭 15m 이내의 경우는 3,6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신기술의 

저형고와 급속시공에 따른 장점을 고려했을 때 활용 전망은 긍정적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NCHRP Synthesis 393을 참고하면 미국 내 다중박스 형식의 23% 정도에서 연결부 균열이 발생

하며, 국내 적용 다중박스 형식에서도 하부 누수 및 부식이 발생(횡 연결재 없는 구조)한다.

    신기술의 경우 종방향 연결부에 횡방향 연결재 및 긴장을 통하여 인장 저항성이 향상되고, 재하

시험결과 연결부 건전성이 확인되었다. 공용중 4년 경과 교량의 경우 이상 현상이 없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저형고 · 급속시공의 가능으로 도심지 및 긴급복구 현장의 시공 계획이 용이하며,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에 의한 생애주기비용의 개선이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저형고 · 급속시공의 장점으로 2015년 8월 해외 현장(CHP-450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Project in Ulaanbaatar Mongolia 진입 교량) 시공 예정으로, 해외시장의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제출된 원가계산에 의한 설계단가)

  94,723,031원   ※ 부대공제외 순공사비, 철도교 단선 (L=25m, B=6.6m)

       257,670,407원   ※ 부대공제외 순공사비, 도로교 (L=44m, B=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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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비교                                                                     

   

구 분 형 고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 고

멀티 PSC 박스거더 1.60 m 47,376 40,530 6,817 94,723 100%

강합성 I형 거더 1.60 m 69,747 53,835 19,260 142,842 151%

일반 PSC I형 거더 2.28 m 41,537 46,820 2,967 91,324 96%

(3) 공사기간

구 분
거더 제작
및 운반

거더 
크레인 가설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

바닥판 
철근 배근

바닥판 타설
및 양생

 · 일반 PSC I형 거더

 · 강합성 I형 거더

 (바닥판 타설 형식) 

현장 사진

공사 기간 22일 1일 7일 7일 13일

누적 공기 1일 8일 15일 28일

구 분
거더 제작
및 운반

거더 
크레인 가설

연결부
현장타설

횡방향
강연선 긴장

신기술

(바닥판

일체화 기술)

현장 사진 ⇊
공사 기간 22일 1일 5일 1일 현장 공기

21일 단축누적 공기 1일 6일 7일

    

    (4) 유지관리비

구   분 일반 PSC I형 거더 강합성 I형 거더 멀티 PSC 박스거더

초기비용
(교좌, 신축이음 포함)

128.4 백만원 179.9 백만원 127.1 백만원

유지관리비용 421.4 백만원 387.4 백만원 337.0 백만원 

생애주기비용 549.8 백만원 567.3 백만원 464.1 백만원 

상대 LCC 1.185 1.222 1.000

유지관리 비용

증감 요인

- 교좌장치 6개소

- 바닥판 강도 27MPa

- 교좌장치 6개소

- 바닥판 및 복부 

   강도 27MPa

- 교좌장치 4개소

- 바닥판 부분 고강도 

   (45MPa)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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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시공에 의한 교통 체증 해소 시 환경 부하 저감 효과 기대

      ( 도심지 평균 속도 22km/h 전후로 차량 속도 10km/h 증가시 CO2 배출량 약 10% 감소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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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기반기술 효과분석 

 연구동향 및 시사점

  

배경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10만대 당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국외의 교통사고 현황과 비교

하였을 때,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연구 

수행과 정책 개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국외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센서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발맞추어 교통

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증진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차량의 지능화 및 첨단화를 통한 자율

주행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서도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국내 자동차 10만대 당 교통사고 추세

 
자료 :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시스템(2008~2012)

▶ OECD 국가별 교통사고 발생 비율

자료 :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시스템(2008~2012)

 이러한 기술에 따른 자율주행 기반 시스템의 

시장진입 및 관련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한 도입 타당성 평가가 필요

하다. 이에 국내외에서 자율주행 기반기술인 첨단 

운전자 지원기술 및 차량제어 기술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 기반기술에 대한 국내외

효과분석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자율주행 기반기술

 자율주행 기반기술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기술로, 차량의 종방향 및 횡방향 

움직임을 운전자의 의사결정 및 반응행동 없이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

한다. 

 차량의 종방향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기술은 적

응형 순항제어장치(ACC: Adaptive Cruise Control), 

차량협력기반 순항제어장치(CACC: Cooperative 

ACC), 군집주행(Vehicle Platooning) 등이 대표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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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횡방향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기술에는 차선유지

보조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ance 

System), 차로변경 지원장치 등이 포함된다.

▶ 종방향 차량제어 시스템 예시

▶ 횡방향 차량제어 시스템 예시

 자율주행 기반기술 및 통신기술을 활용한 자율

주행시스템은 차량 간의 속도와 차간간격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제어하는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

주행 환경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함

으로써 전방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전방

주시 태만, 졸음 및 음주운전 등과 같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시스템 도입에 따라 교통안전 

외에 용량증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반기술 효과분석 사례

■ 안전성 측면 효과분석 사례

 Page et al.(2009)은 ACC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한 결과, 적응형 순항제어장치의 보급률이 

100%일 때 사망자수는 17%, 심각한 부상자는 

11% 감소시킬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Abele et 

al.(2005)은 2010년 적응형 순항제어장치의 B-C

비를 0.9로 예측하였고,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장착

차량 증가와 낮은 사고비용으로 2020년에는 

B-C비가 1.2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장착으로 사고

개연성이 25%를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 용량증대 측면 효과분석 사례

 Arnaout et al.(2011)은 자율주행 기반기술은 

밀도가 높은 경우, 즉 교통량이 어느 정도 이상 

존재하는 불안정한 교통류에서 효과가 커진다고 

제시하였다. VanderWerf et al.(2004)은 용량이 

2,100vphpl7)인 도로에서 ACC를 적용하는 경우 

약 20%의 용량증대 효과가, CACC를 적용하는 

경우 약 60%의 용량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Ioannou(1997)은 10대의 차량이 군

집을 이뤄 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용량이 

7,489vph8)까지 증가한다고 이론적인 방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 시장보급률에 따른 효과분석 사례

 Arnaout et al.(2011)은 시스템의 시장보급률

(MPR:Market Penetration Rate)이 효과평가 결

7) vphpl : 평균교통량(vehicles per hour per lane)

8) vph   : 교통량(vehicles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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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Kesting et al.(2007)은 ACC를 적용할 때 

MPR이 50% 이상인 경우 용량이 급격하게 증가

하여 용량증대의 효과가 있음을 보였으며, van 

Arem et al.(2006)은 CACC 적용 시 MPR이 

40% 이하인 경우 용량증대 등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사점 및 맺음말

 자율주행 기반기술의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반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안전성 측면과 

용량증대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분석 결과는 단일 기술에 대한 

효과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한 대를 기준으로 한 효과분석이 주로 수행되었다.

 자율주행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

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 기반기술에 의한 미래교통시스템의 구

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자동차 

기술이 도로교통에 도입되었을 때에 대한 효과분

석을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미래교통시스

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새로

이 도입되는 자율주행 기반기술 및 자율주행시스

템은 단기간에 도입되기 힘들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혼재되어 있는 도로교통

시스템에서의 효과분석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효과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시

스템 및 미래교통시스템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자율주행시스템 

구현에 있어 도로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도로 인프라 

및 교통센터 등의 역할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효과분석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도로 및 교통 

연구자와 기술자들이 능동적으로 관련 연구에 대

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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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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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지하차도 또는 터널 8.9km, 
  왕복 4차로

797,000
(496)

조건부
채택

토목

128
시민의 숲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
․ 시민의 숲 재조성

12,000
(160)

조건부
채택

조경

130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축구장 1면, 테니스장 9면, 배드민

턴장 14면, 게이트볼장 8면
․ 관리실, 주차장, 산책로, 녹지 증

12,082
(334)

조건부
채택

조경

133
서울대공원 친환경 무동력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 서울랜드 부지내 친환경 무동력 
 테마공원 조성

73,500
(219)

조건부
채택

조경

134
서울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 

설계
․ 지상4층, 연면적 5,906㎡

73,500
(219)

조건부
채택

건축

설 계
심 의

121
서울 한양도성주변 CCTV 설치 

등 통합관제센터 구축 기본설계

․ 한양도성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7,000
(21)

조건부
채택

전기

122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설계
․ 대지면적 8,998㎡
․ 건축면적 3,237.06㎡(지하2, 지상5)

35,332
(1,458)

조건부

채택
건축

123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 설계
․ 연면적 207,831㎡
․ 건물규모 : 지하2층, 지상6층

10,574
(477)

조건부
채택

건축

124 성동소방서신축공사 설계 ․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5,151㎡
11,385
(558)

조건부
채택

건축

126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

프 신설
․ 램프신설 폭 6.4m, 연장 755.3m
 (교량 286m, 옹벽 469.3m

13,400
(302)

조건부
채택

토목

127
망우리묘지 인문학 길 조성

사업

․ 식재공사, 전망대 설치, 마사토포장 

등
1,300
(49)

조건부
채택

조경

129 마곡광장 조성공사 설계
․ 대지면적 12,979㎡(건축면적 1,007㎡)
․ 광장, 지하공공보도시설

31,680
(1,200)

조건부
채택

토목

131
마곡지구 3공구 2단계 기반

시설조성공사 설계
․ 유수지 복개 40,340㎡

94,500
(1,000)

조건부
채택

토목

사업계획 

변경심의
3 용두3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 펌프장, 흡수정, 관거 신설

3,634
(400)

적정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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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5. 9.

건     축 
뚝섬승마장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 등 
26건

9,908 8,751

교 통
구로역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등 2건

31 30

도 로
신길로상 매몰교량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40건

8,279 7,812

도 시 계 획
장안평 일대 지역거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4건

1,592 1,462

디 자 인
신홍합밸리 네트워크 공간기획 및 인테리어 디
자인 설계 용역

20 19

상 하 수 도
노후 옥내급수관 관리개선방안 마련 용역 등 
8건

2,700 2,501

소 방
중화 외 9역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설계용
역 등 5건

97 86

전 기 통 신
서울역 주변 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교통신호 감리용역 등 4건

237 216

정 밀 진 단 여의교지하차도 정밀점검 용역 등 17건 1,212 1,038

조 경
성북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6건

9,157 9,002

지 하 철
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50 50

하 천
우이천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210 206

기 타
2016년 서울대공원 예방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5건

986 973

 계 171건 34,479 32,146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5년 9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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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계자가 새겨야 할 安全寶鑑

 이번 호 부터는 건설관계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안전관리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울시에서 2015.

 10월에 발간한 <안전보감>의 내용 중 유익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1. 한눈에 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서울시 건설 홈페이지 https://infra.seoul.go.kr/techinfo]

※ 기술자격정보는 시험 접수가 모두 마감되어 2016년에 다시 제공합니다.  

☞ 원고를 받습니다 !

서울기술이야기에 게재할 각종 건설관련 신기술, 신정보, 
법령 및 제도의 제ㆍ개정 및 공사관련 체험담, 기타 여러 
종류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기술심사담당관실(담당자 : 
김은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04515)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E-mail : lucid@seoul.go.kr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