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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최근�뉴스에서�번개에�대한�소식을�자주�듣고�보게�됩니다.�거대한�나무가�힘없이�부서지고,�건물이�

파괴되며�그�튼튼한�다리가�불타는�등...� 사고로�나타나는�이러한�자연현상에�전례�없이�주목하고�있습

니다.

�우리�인류는�원시로부터�번개�현상(이하�낙뢰라�함)을�일으키는�하늘을�두려워했습니다.� 어찌�할�수�

없는�이�현상에�대해�비교적�최근까지도�하늘에�대한�숭배와�경외의�대상으로�삼아�왔으며,�신(神)이�

인간에게�벌을�주는�장치로�보거나�그리스�신화속�무기(Jeus의�신물)가�되는�등� �인간이�넘지�못�할�

영역으로� 여겨왔습니다.� 또한� 여느� 동물과� 다르게� ‘선민사상’을� 가진� 우리�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ce)’는� 이� 낙뢰� 현상에� 대해� “하늘에서� 불을� 주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며,� 인간의� 유전자�

저�깊숙이�이러한�생각이�오롯이�살아�있는지도�모릅니다.�

(낙뢰현상)�※기상청자료 (제우스�신)

<그림� 1>�낙뢰현상과�제우스

�그러나�도시는�거대해졌고�산업은�크게�발전했으며�사람이�많이�모인�현재에�와서는�낙뢰라는�것이�

과거와�같이� ‘경외로운�자연현상’�이라고만�말하기에는�너무나�많은�손실을�입히는�존재가�되었습니다.�

이즈음에�우리는�이러한�현상으로�인한�재난이�과연�천재(天災)인지?�아니면�인재(人災)인지?�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발견된� 현상이지만� 자연현상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천재라고만� 말한다면� 기술자�

입장에서�그것은�회피가�되진�않을까요?

》 �칼� �럼

�함께�살아가야�하는�번개,�그리고�기술적�접근� �

� �  신�효�섭

� � � � �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옴니엘피에스�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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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 현상이� ‘자연의� 전기적� 현상’이라고� 밝혀진� 이후에도� 전기(電氣)는� 학문적으로� 빛나는� 발전을�

거듭하여� 최고의� 클린에너지가� 되기에� 이르렀고,� 또� 전기설비·가전기구와� 같이� ‘고도화된� 시스템’이�

되어,� 이젠� 없으면� 못사는� 관계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기술적인� 접근(Engineering)을�

할�마음가짐이�되어있다는�전제아래�낙뢰에�대하여�함께�생각해�보고자�합니다.

2. 우리가 아는 ‘낙뢰’현상에 대하여 

�때는� 260여� 년� 전(1752년� 6월)� 어느� 궂은� 날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이�연을�날려�번개를�끌어�내리고�이것이�전기라는�것을�증명하면서�낙뢰현상이�

규명되었습니다[주1].� 또한� 낙뢰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가� 발명한� ‘피뢰침’은� 오늘날까지도�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발명품이� 정말� 최고여서인지,� 아니면� 낙뢰로� 인한� 피

해가�크지� 않다고�생각하는� 것인지,� 또는� 자연현상이니�콘트롤�할� 수� 없을�것이라고�보는지�생각해

보게�됩니다.

(초상) (US$100�지폐)

<그림� 2>� Benjamin� Franklin

�인류는�과거부터�현재까지�하늘로부터�셀�수�없이�많은�낙뢰�피해를�입어왔습니다.�낙뢰를�직접�맞는�

사고를�당하거나�나무�아래에서�비를�피하다�간접적인�뇌격으로�피해를�당하여�사망하거나�불구자가�

되는�직접적인�피해부터�낙뢰로�인한�화재가�나는�경우�이�화재로�인한�손상이나,�산림을�태워�식물과�

동물을�제거하고�삶의�터전을�말살함으로서� 이들이�회복되는�동안� 기근에�이르는�피해를� 입는�간접

적인�피해까지�실로�막대한�일일�것입니다.�

�그런데,�현대에는�낙뢰�피해가�과거의�화재·인명�손상과는�그�피해의�범위를�비교�할�수�없는�양상

으로�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우리가�사는� 세상이�온통� 자동화� ·� 첨단화� 되었고� 이

들을�움직이는�기본소자는�반도체라는�데에�기인합니다.�반도체�소자들은�전기현상을�기반으로�하는�

것이지만� 강한� 전류에는� 그� 내성이� 약하므로� 기존의� 전기설비가� 견디던� 낙뢰의� 간접적인� 영향에도�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세상[주2]에서�

주는�편리함에�필연적으로�따라�올�낙뢰�피해에�대한�불편한�진실은�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 4 -

3. 거대 도시의 피뢰시스템의 현재

�도시는� 사람과� 경제가� 집적된� 곳이므로� 낙뢰현상이� 인명손상이나� 화재를� 발생시켜도� 큰일이지만,�

이것의�영향으로�전기� ·�통신� ·�자동제어� ·�가전기기들이�고장이�나거나�전기�단절사태를�맞이한다면,�

각�가정�뿐만이�아니라�이에�따라�살아있는�도시시스템(※지하철�·�도시교통�·�도시조명�·�기간통신�·�

도시제어�·�인터넷�등)은�마비상태가�될�것이므로�거대화� ·�초고층화에�직면하고�있는�현대화된�도시는�

필시�패닉현상을�맞이할�것입니다.

IT장비의�발달은�

낙뢰리스크(낙뢰피해)를
획기적으로�증가시킨다!

� � � � � � � � �리스크�증가

※출처:� KECG� 9102-2011�
[뇌서지피해�및� SPD의�동향,�

�대한전기협회]

� �기기의�진보

<그림� 3>�정보화에�따른�낙뢰의�피해

�이처럼�거대도시에서�낙뢰현상에�대한�위험성은�건축법령에�따라�수동적으로�또는�엔지니어링에�의해�

능동적으로�보호받는� 건축물� ·�구조물(첨탑과�같은)� ·�전기시설(※전주� ·�변전소� ·�교통시설� ·�송전탑)�

·� IT설비�등에만�국한되지�않은�것이며�도시기반시설�전반에�이르게�될�것입니다.�여기에서�우리�주변

에서� 우리와� 함께해온� 오래된� 나무(보호수� 등)� ·� 멋진� 교량(경관조명� 포함)·문화유산과� 같은� 것들이�

능동적으로�보호되고�있는지는�생각�해�볼�일입니다.

4. 낙뢰에 대한 Engineering

4-1. 법령·기준에 대하여

�세계의�각국은�제도를�통해�사람이�활동하는�공간인�건축물과�사용되는�각종�설비들에�대한�낙뢰피해를�

막아내기� 위해�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여� 지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의� 내용은�

[표� 1]과�같습니다.

�그리고,�이�기준은�엔지니어링�기준을�산업표준화법령에�의한� ‘한국산업표준(KS)’에�위임을�하고�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KS� C� IEC� 62305(피뢰시스템)’입니다.� 이� 표준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무역협정

(WTO/TBT)에�따라�국제표준(ISO/IEC)을�국가표준(KS)으로�받아들인�것으로서,� 현재� 4개� ‘부’로�구분

되어� �관리되고�있습니다<그림� 4�참조>.� 이�표준은�우리가�낙뢰에�대해�기술적으로�보호수단을�강구�

할�수�있는�실제적인�규범이라�할�수�있는데,�그�내용의�주요�키워드는�다음을�포함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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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1부(일반원칙)는�낙뢰현상과�이에�대비하는�기본적�상황,

�ㅇ�제2부(리스크관리)는�대상물의�위험성을�평가하여�피뢰시스템�등급�결정,

�ㅇ�제3부(구조물의�물리적�손상�및�인명위험)는�대상물에�피뢰시스템을�도입하는�방법의�설명�및�예시

하는�실제적인� Engineering�시행방법,

�ㅇ�제4부(구조물�내부의�전기전자시스템)는� LEMP(낙뢰전자기임펄스)에�대한�것으로,�상대적으로�낙뢰에�

취약한�전기전자시스템의�대책과� SPD(서지보호장치)에�대한�시설�등을�설명하는�것�등입니다.

[표� 1]�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m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m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m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뢰설비는�한국산업표준이�정하는�피뢰레벨등급에�적합한�피뢰설비일�것.� 다만,�위험물저장�및�처

리시설에�설치하는�피뢰설비는�한국산업표준이�정하는�피뢰시스템레벨-Ⅱ이상이어야�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따른�설계하중에�견딜�수�있는�구조일�것.

3. 피뢰설비의�재료는�최소단면적이�피복이�없는�동선을�기준으로�수뢰부,�인하도선�및�접지극은� 50㎟�

이상이거나�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출�것.

4. 피뢰설비의�인하도선을�대신하여�철골조의�철골구조물과�철근콘크리트조의�철근구조체�등을�사용하

는�경우에는�전기적�연속성이�보장될것.�이�경우�전기적연속성이�있다고�판단되기�위하여는�건축물�

금속�구조체의�최상단부와�지표레벨�사이의�전기저항이� 0.2Ω이하이어야�한다.

5. 측면�낙뢰를�방지하기�위하여�높이가� 60m를�초과하는�건축물�등에는�지면에서�건축물�높이의� 5분

의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

의� 높이가�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외벽이�금속부재로�마감되고,� 금속부재�상호간에�제4호�후단에�적합한�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측면� 수

뢰부가�설치된�것으로�본다.)

6. 접지는�환경오염을�일으킬�수�있는�시공방법이나�화학첨가물�등을�사용하지�아니할�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이루어지도록�전기적으로�접속할�것.

8. 전기설비의�접지계통과�건축물의�피뢰설비�및�통신설비�등의�접지극을�공용하는�통합접지공사를�하

는�경우에는�낙뢰�등으로�인한�과전압으로부터�전기설비�등을�보호하기�위하여�한국산업표준에�적

합한�서지보호장치(SPD)를�설치할�것.

9. 그�밖에�피뢰설비와�관련된�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적합하게�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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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또는�구조물의�특성

(법령�·�기준�이외�대상물)
대상물�파악

KS� C� IEC� 62305-1
발주자�·�사용자�·�관리자�기준�

중요도,�위험물(제조소,�저장소)

KS� C� IEC� 62305-2
낙뢰위험성�평가
KS� C� IEC� 62305-2

보호레벨�선정(피뢰등급)

낙뢰보호�요소
대상평가·LPS선정
KS� C� IEC� 62305-3·4

주위환경�영향(부식)평가

제1부:�일반원칙
(내용� 82P)

제2부:�리스크�관리
(내용�117P)

제3부:�구조물의�물리적�
손상�및�인명위험
(내용�177P)

제4부:�구조물�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내용� 100P)

<그림 4> KS C IEC 62305 시리즈(2015년 기준)

4-2. 기술적인 접근 방법

�피뢰시스템에� 대한� 기준과� 함께,�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여� 기술적인� 접근(계획� ·� 설계� ·� 시공� ·�

감리� ·�유지보수�등)을�하게�되는데,�일반적으로는�다음과�같은�순서로�진행하게�됩니다.

�ㅇ�첫�번째�단계는,�대상물의�특성을�파악하는�것으로,�중요도�및�위험도를�판단하고,�여기에�사용자의�

니즈(needs)를�종합하는�것이고,

�ㅇ� 두� 번째� 단계는,� 낙뢰와� 이로� 인한� 손해·위험성·사회적� 문제� 등을� “리스크평가”시스템에� 준하여�

피뢰시스템의�보호레벨을�정하는�것이며,

�ㅇ� 세� 번째� 단계는,� 피뢰시스템� 보호레벨에� 따라� 외부� 및� 내부의� LPS(Lightning� Protection�

System)를�정하고,�각각의�보호요소�등을�정하여�시스템을�구현하는�준비를�하는�것입니다.

�ㅇ�네�번째�단계로,�정해진�보호레벨과�보호요소를�가지고�설계도서(도면,�공사시방서�등)를�만들고,

�ㅇ�다섯�번째�단계로,�설계도서를�현실로�구현하는�시공의�단계로서�시공도서의�작업과�정확한�감리·

평가로서�당초�계획한�목표의�구현과�설계도서와의�정합화를�이루게�되며,

�ㅇ�마지막으로,�완성된�시스템을�운용하고�피뢰시스템의�기능이�유지되도록�보수·관리하는�것입니다.�

이에�대한�개략적�플로(Flow)를�보면<그림� 5>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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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부�·�인하도선�·�접지극
공사시방서�작성

외부�피뢰설비설계
수뢰부시스템
접지극시스템(토양오염�평가)

등전위본딩�·�LEMP
공사시방서�작성

내부�피뢰설비설계
차폐�및�본딩
서지보호장치(SPD)

감리�·�평가 피뢰시스템�시공·평가 목표와�설계도서의�조화

지속적인�유지관리 유지·보수·관리

                  <그림 5> 피뢰시스템 Engineering Flow

5. 추가적으로 생각 할 것

�피뢰시스템에�대한�엔지니어링은�일반적으로�전기설비�공종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아마도�번개가�

전기현상이라는�공감이�있고,�전기를�땅으로�보내는�접지를�통해�위험성을�컨트롤�한다는�관념도�있고,�

해당하는�표준이�전기부문(C)에�있기�때문�일�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설계� ·�시공’에서�전기설비로�관리�됨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법령의�구분으로�

보면�건설이나�산업에서는� ‘건축물에�관한�것,� 산업안전에�관한�것,� 총포� ·�도검에�관련�한�것�등‘과�

같이� 각� 부처마다� 각각의� 대상물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적인� 모습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가�있습니다.� 최근의�토목구조물인�서해대교�낙뢰사고�등을�볼�때,� 시스템�자체는�하나의�기준으로�

정하여�관리하며�지속적인�보완을�수행하고,�각각�낙뢰위험�대상에서는�이를�인용하는�방법과�수준을�

정하는�것이�일관성� ·�효율성�면에서�좋지�않을까요?

(선유도에서�본�여의도) (동대문�주변의�야경)

<그림�6>�거대도시�서울시의�모습�일부(※출처:�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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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 글

�앞에서의� 언급처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기계와� 시스템들은� ‘자동화’� 라는� 정도를� 저만치� 지나쳐�

‘IoT와� 인공지능’이라는�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용은� 산업용이나�

가정용�로봇� ·�장비로�국한되는�것이�아니라�전기� ·� 통신� ·�자동차� ·�도로� ·� 지하철� ·� 공항� ·� 항만� ·�

교량�등�도시와�사회전반에�이르게�될�것입니다.�또한,�이들이�낙뢰로부터�받을�영향은�기존의�기기

들이�영향을�받던�직격뢰� ·�간접뢰�뿐만이�아니라�유도뢰� ·� LEMP[주3]�등의�영향을�받게�되므로�현�

시점이�이에�대한�획기적인�의식적�전환을�해야�할�때라�하겠습니다.

�이와�같은�기계� ·�시스템들이�낙뢰의�피해를�막는�방법은�낙뢰의�발생원(뇌운/雷雲)을�없애거나�대상

물을�그�자리에서�치워버려야�하겠지만,�이렇게�할�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Engineering'이라는�

기술적�수단을�강구해야�합니다.� 따라서�우선� 현실적으로�할� 수� 있는� 기술적�수단에는�다음과�같은�

사상(Concept)이�필요�할�것입니다.

�ㅇ�첫째로는,�낙뢰에�대한�보호를�과거보다�능동적으로�생각해야�하며,

�ㅇ� 둘째로는,� 일관된� 피뢰시스템� 기술기준을� 정립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대상물이� 되는� 시설이나�

설비는�자연적으로�이를�인용토록�하고,

�ㅇ� 셋째로는,� 피뢰시스템을� ‘전기안전,� 산업안전,� 소방안전�등’에� 준하는� 안전체계로� 편입하여�관리�

될�수�있도록�하는�것이�좋을�것이며,�

�ㅇ�넷째로는,�오래된(260여년�전)�기술을�개선하는�혁신적인�R&D가�필요하다는�것�등�입니다.� �

�현재의�대한민국은�짧은�기초과학기술�연구�역사와�주변의�여러�가지�어려운�환경에도�불구하고�일부의� �

기술은�세계수준에�도달�했거나�선도하고�있습니다.�오늘의�주인공�번개와는�앞으로도�계속�함께�살

아야하는� 것이니,� 장차� 필연적으로� 늘어날� 낙뢰사고에� 대처하는� 피뢰시스템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길�

기대하여�봅니다.�

�끝으로,�대한민국의�각�분야에서�묵묵히�맡은�바�임무를�수행하시는�여러분께�박수를�보내드립니다.

※ 주 ;
[1]�벤저민�프랭클린의�초상은�현재�사용되는�미국�달러화�100� $�지폐의�얼굴이다.
[2]� 사물인터넷(IoT)이란� 각종� 사물(가전제품,� 모바일장비,� 웨어러블컴퓨터� 등� 다양한� 임베디드시스템)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갖게� 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2020년까지� 연결가능� 사물의� 수가� 260억� 개에�
이를�것이라�한다.�인공지능을�탑재한�것은� ‘AIoT'라�하기도�한다.

[3]� LEMP는� ‘Lightning� Electro�Magnetic� imPulse'의�약자로� ’낙뢰로�인한�전기전자적인�임펄스’를�말한다.�이에�
대한�방호방법으로는�공간적�대책과�선로에�대한�대책이�있다.

※ 참고문헌 ;
1. KS� C� IEC� 62305(피뢰시스템)�시리즈
2. 건축물�등의�피뢰설비가이드북,�일본전기설비학회,�곽희로/정용기�역,�도서출판의제
3. 뇌와�고도정보화사회,�일본전기설비학회,�곽희로/정용기�역,�도서출판의제
4.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1,�도서출판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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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예장자락~명동,�보행공원으로�조성

�조선시대�군사들의�무예훈련장(예장)이�있던�곳

이지만�일제강점기를�거치면서�한�세기가�넘도록�

고립돼�있던�남산�예장자락�2만2,330㎡가�도심공원

으로�종합재생,�오는� ‘18년�2월�시민에게�개방된다.

�서울시는�예장자락을�회복하기�위하여�공공청사�

중�일부는�철거해�공원으로�조성하여�본래의�자연

경관을�되찾고,�과거�중앙정보부� 6국�건물이었던�

서울시청� 남산제2청사는� 역사성을� 고려해� 존치,�

‘인권센터’로�재조성한다.�

�예장자락이�도심과�남산을�잇는�최적의�입지라는�

점에� 주목,� 도로� ·� 교통체계를� 보행위주로� 대폭�

개선하여�명동,�남산�한옥마을�등�인근�관광명소는�

물론,� 더� 나아가� 남대문시장,� 서울역고가,� 세운

상가�등과도�보행�네트워크로�연결해�서울의�동

-서�보행축을�잇는다는�구상이다.

�또한,� 하루에� 남산정상으로� 관광버스(1일� 약�

400대)의�진입을�전면�통제하여�남산의�대기질을�

개선,�남산을�산책하는�시민들의�보행안전도�강화

하고,� 이에� 따른�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 곤

돌라를�신설하여�방문객의�불편은�해소한다.

�아울러,� 30면�규모의�주차장은�공원�지하에�조성

돼�관광버스�주차난�해소에�도움을�줄�계획이다.

�서울시는� 「남산�예장자락�재생사업」을�실현하기�

위하여�설계공모(’15.12.17~’16.2.12)를�진행한�결과,�

14개�작품이�접수되었고,�전문가�심사(’16.2.17)를�

통해,� ’샛·자락�공원(조주환(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을�당선작으로�최종�선정했다.

�당선작은�대상지의�역사성과�장소성을�고려하여�

기존의�건물,�터널�등의�물리적인�철거를�최소화

하고�재사용하는�도시재생의�방식을�채택해�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역사지층을� 보존하여� 예장자락

만의�특별한�공원을�계획하였다는�평가를�받았다.

�우선,�현재�차량만�다니는�약� 100m�길이의�남산

1호터널� 입구� 지하차도(명동~구� TBS교통방송�

인근)는�사람이�걷는�보행터널로�변신한다.�터널이�

끝나는� 지점(구� TBS교통방송� 인근)에는� 친환경�

곤돌라� 스테이션과� 서울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찻길과�높은� 경사�등으로�

사실상�단절됐던�예장자락으로의�보행길이�열리게�

돼� 명동역� 인근에서부터� 곤돌라� 스테이션까지�

완만한�길을�따라�한�번에�걸어�올라갈�수�있게�

된다.�또,�여기서�친환경�곤돌라를�타면�남산�정

상까지�갈�수�있다.�

�예장자락에서�사방으로�뻗어나갈�보행�네트워크는�

자연,�역사,�문화를�테마로�한�▴사람의�길(시청~
예장자락~남산� 한옥마을)� ▴나무의� 길(인왕산~
예장자락~남산)�▴역사의�길(돈화문로~예장자락~
남산� 산책로)� ▴문화의� 길(청계천~예장자락~재
미로)� 4개의�길이다.�

�당선작� '샛‧자락� 공원'은� 예장자락의� 자연성을�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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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면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차가� 다니던�

터널을�사람길로�바꾸는�등�보행�편의성을�최대로�

이끌어냄으로써� 남산을� 도심과� 하나로� 만든� 점�

등이�높이�평가됐다.�

�서울시는� 당선자와� 3월� 중� 계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거쳐�올해�말�본격적인�공사에�들어

가며,�철거공사는�이보다�앞서� 7월에�진행된다.

�다만,�예장자락에서�남산�정상까지�한�번에�갈�수�

있는� 친환경� 곤돌라사업은� 이번� 설계공모� 범위

에서�제외되어,�별도�병행해서�추진한다.

�관광버스와� 보행자가� 뒤엉켜� 위험하고� 혼잡한�

남산�정상부를� 시민에게�돌려주고�수송능력� 1시

간당� 1,200명� 수준의� 곤돌라(연장� 888m)를� 신

설하여� 남산� 정상부� 밀도를� 관리할� 수� 있는� 구

조로�개편한다.�

�곤돌라는�설계·제작·시공에�고도의�전문성이�필요

하여� 2016년� 4월� 중� 입찰공고를� 통해� 별도로�

사업자를�선정할�계획이며,�남산�경관을�훼손하지�

않고� 곤돌라� 자체가� 도심의� 양호한� 경관요소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적인� 시공방법을� 채택하여� 공사� 중� 발생

할�수�있는�환경훼손도�최소화할�계획이다.�

� � � 〔공공재생과� (02)2133-8649〕

‘서울역�7017�프로젝트’� 3월�본공사�착수

�서울시가� 45년간�차량길로서�임무�수행을�마친�

노후한�서울역고가�총�939m를�사람이� ‘걷는�길’로�

재생하고,� 철길로� 끊어졌던� 서울역� 일대를� 17개�

보행길로�그물망처럼� 연결하는� ‘서울역� 7017� 프

로젝트’의�기본설계안을�확정했다.

�작년� 1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계획을�발표

한�뒤�지난� 1년�동안� 608회에�걸쳐�지역주민·상

인과� 소통하였고,� 5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네덜란드� 위니마스(Winy� Maas)의� 계획

안에� 대해� 34번의� 회의와�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을�들어�완성한�것이다.

�서울시는� 보행길� 조성공사에� 앞서� 시민안전을

위해�우선�교량의�보수보강�공사를� 3월�본격�착

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역고가� 바닥판� 29경간�

중� 20경간(516m)은� 철거하고� 거더� 및� 교각은�

현재� 13톤인�통행하중을� 21톤�이상으로�보수·보강

하여� 다시� 사용한다.� 재설치하는� 바닥판은� 안전

하고� 신속한� 시공을� 위해� ‘프리캐스트’(공장에서�

콘크리트� 바닥판을� 미리� 제작)를� 현장에서� 조립

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안전등급� E등급인� 받침장치� 264개소는� 지진에

도�견딜�수�있는�면진받침으로�전면�교체한다.

�이후� 고가에서�주변�지역으로�실핏줄처럼�뻗어

나갈� 17개� 보행길은� 엘리베이터� 6기,� 에스컬레

이터� 1기,� 직통계단� 3개,� 브릿지� 2개� 등을�통해�

연결된다.�회현역� 5번�출구와�서울역광장�파출소�

옆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대우재단� 빌딩�

등� 인접�건물에서는�브릿지를�통해�바로�서울역

고가로�걸어�나올�수�있게�된다.�

�고가� 위에는� 카페,� 도서관,� 야외무대,� 꽃집� 등�

20여� 개� 편의시설,� 화분겸용벤치� 135개소,� 장미

광장,� 목련광장을� 비롯해� 16개� 크고� 작은�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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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다양한�휴식‧편의시설을�조성해�도심�속�공중
휴식처가�될�것으로�기대된다.

�최고� 17m� 높이에서�서울의�심장을�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발코니� 4곳(서울역‧숭례문‧
중림동‧청파동�방향)과�발밑으로�기차와�차가�지나
가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직경� 60cm�강화유리�바닥판� 3곳도�설치돼�

걷는�즐거움을�더할�예정이다.

�또,�중림동�지역의�숙원사업이었던�중림동�청소

차고지� 이전은� 작년� 12월� 해결되었으며,� 청소차

고지�부지와�인근�교통섬과�합쳐�10,443㎡� '만리동�

공원'으로� 새로이� 조성되어� 지역주민에게� 휴식공

간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서울역고가� 바닥

판을� 철거하면서� 나온� 콘크리트� 바닥판을� 재활

용한�공공미술작품이�설치될�예정이다.

�시는�서울역고가를�중심으로�서울역과�일대� 4개

권역(중림동,� 회현동,� 서계동,� 공덕동),� 남대문시

장을� 아우르는� 도시재생사업을� 주민과� 함께� 올

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18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4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올해� 545억�

원을�우선�투입한다.

�서울역고가의� 경우,� 2월�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3월� 보수보강과� 조경�공사를� 시작,� 단계별

로�공사를�착수해�내년� 4월�준공을�목표로�추진

해�나간다는�계획이다.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설계(안)� 주요� 내용은�

①교량� 보수‧보강� ②보행길� 조성� ③고가상부� 시
설� 및� 식재계획� ④고가하부� 편의시설(만리동공

원)�등이다.

�첫째,� 보수‧보강� 공사는� 바닥판,� 받침보,� 교각�
및�기초�등�교량�전체에�걸쳐�이뤄진다.�

�둘째,� 보행길은� 끊어졌던� 도시맥락을� 회복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서울역고가에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통해� 7개� 방향(▴회현역�▴
한양도성�▴주변� 건물�▴퇴계로� 교통섬�▴서울
역광장�▴청파동�▴중림동)으로�총� 17개�보행길
이�연결될�수�있도록�설계됐다.

�셋째,� 고가� 상부� 보행길� 폭은� 2.5~3.5m를� 확

보하고,�▴광장(주요� 2개소,� 소규모� 14개소)�▴
편의시설� 20개소�▴벤치겸용화분(135개)�▴전망
발코니(4개소)� ▴투명� 바닥판(3개소)� ▴화장실�
2개소� 등을� � 시설할� 계획이며� 투신자살,� 투척�

등�안전사고에�대비해�고가�난간은�철도�통과구

간은� 3m,� 그� 외� 차량� 통과구간은� 1.4m� 높이로�

설치하고,� CCTV� 26개소가�설치될�예정이다.�

� �또,� 서울에�살고�있는�식생�중�인공지반에�생

육� 가능한� 49과� 186종의� 수목을� 선정,� 73개� 종

류� 총� 656개� 원형� 화분(소형� 494개,� 중형� 119

개,� 대형� 43개)에� 식재하고� 식물� ‘과’의� 한글이

름에�따라� ‘가나다라’�순으로�배치할�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역고가� 하부� 청소차고지와� 교

통섬을�통합해�새롭게�조성될�만리동�공원은�관

리사무소(지하1층~지상1층,� 270㎡),� 공원의자�

18개소� 및� 음수대� 등이� 설치되며,� 공원에는� 주�

수종으로�주목을�식재하여�서울에서�볼�수�없었던�

주목의� 특성이� 살려진� 이색적인�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 〔재생사업반� (02)2133-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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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차세대�교통신호�운영체계�구축�추진

�서울시가� 30년�만에�교통신호제어�통신시스템을�

기존의� 저속� 유선� 통신망에서� LTE� 초고속� 무선�

통신망으로� 교체한다.� 이로� 인해� 통신·공사비가�

매년� 10억�원�줄고,�장기적으로는�신호정보�민간�

개방도� 가능해져� 신호시간까지� 계산해� 목적지�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등� 개발도� 이뤄

질�수�있게�된다.�

�서울시는� 1987년�효율적인�교통신호�운영을�위해�

유선으로�연결된�저속�교통신호제어�통신시스템을�

구축했다.�그러나�올해로� 30년이�넘은�장비·시스템�

노후,�통신기술�발전으로�인해�지속가능한�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변화하는� 차량·통신·도로기술에�

적합한�차세대�신호운영�체계를�갖추기�위해�시

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러한� 통신망� 교체는�

올해�시작해�내년�말�구축을�마무리할�예정이다.

�이번에� 시스템이� 무선으로� 교체되면서� 기존의�

유선�통신비용으로�매년�지출했던�비용�중�2억4천�

만� 원/년(기존� 10억� 원/년→무선시스템� 구축� 시�

7억6천만� 원/년)과� 통신관�매설� 등� 공사에�투입

됐던� 8억�원을�합해�총� 10억�원/년�이상을�줄일�

수�있게�되었다.

�또� 효율이� 높은� 첨단� 장비를� 설치해� 활용함으

로써� 전력� 사용량도� 약� 20%(15.6kW→12.6kW)�

절감할�수�있게�된다.

�뿐만� 아니라� 신호기를� 설치할� 때� 통신선� 매설�

등을� 위해� 보행자,� 운전자를� 불편하게� 했던� 보·

차도� 굴착공사도� 없어지고� 전신주� 등에� 어지럽

게�얽혀있던�통신선도�사라지게�된다.

�신호제어기� 부품� 생애주기·고장내역� 관리� 등도�

전산� 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설물�

이상�등을�사전에�감지하고� 적기�수리,� 부품�교

체할� 수� 있게� 돼� 교통신호의� 효율적인� 운영과�

품질�관리가�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교통신호제어� 무선통신시스템� 구현과�

함께� ‘통합�신호운영실’도�구축한다.�신호운영실은�

교통신호를�종합적으로�모니터링하고�향후�스마트�

신호체계�구축에�대한�연구,�신호정보�민간�개방�

등을�관장하는�허브이자�테스트베드�역할을�하게�

된다.

�시는� 장기적으로� 신호운영실을� 기반으로� 한�

‘신호정보� 민간� 개방’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Open� API�형태로�제공�중인�대중교통�정보처럼�

신호정보도� 일반에� 제공되면� 실시간� 신호상황이�

공유돼� 민간에서� 교통안전·빠른� 길� 선택� 등� 서

비스�개발이�가능해�진다.

�나아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활용,� 교통신호�

제어를� 통한� 교통안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

이다.�

�또� 앞으로� 무인� 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시내

버스� 8천�대,�택시� 7만� 5천�대와�차세대�교통관

리시스템�연계�방안을�모색한다.�시는�현재�검토

단계에� 있는� 교통시설물� :� 차량� 간� 통신기술인�

I2V(Infra� to� Vehicle)를�시범�추진할�계획이다.

� � 〔교통운영과� (02)2133-2490〕

서울시,�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 국제

설계공모(3차)�추진

�서울시가�노들섬을� 2018년까지� “음악중심�복합

문화기지”로�조성하기�위해�건축,�조경,�도시설계�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설계� 공모를�

개최한다.�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2015년� 운영계획� 공모

(노들꿈섬� 1차,� 2차)� 당선자인� “어반트랜스포머”

팀이�제안한�운영프로그램과�공간구상(안)을�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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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설계안을�마련한다.

� `15년�치러진�노들꿈섬�운영공모에서는�노들섬에�

다양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 공연�

및�페스티벌,�문화・창조산업�서비스,�전시・체험
행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복합문화기지� 조성”을�

제안한� “어반트랜스포머”팀이�당선된�바�있다.�

�서울시는�운영공모�당선자가�제안한�프로그램�중�

시민의�참여와� �공공성�등을�고려하여�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따라�새로운�프로그램을�추가할�예정이다.

�이번�현상설계�공모�참여자는�약� 6만㎡의�노들섬�

상단부에� 공연,� 창작·창업� 지원,� 광장� 등� “복합

문화기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연

면적�약� 1만㎡�규모의�공간을�설계하면�된다.� �

� -� 400~500석� 규모의� 대중음악공연,� 뮤지컬� 연극공

연이�가능한�공연장

� -� 7,000㎡�규모로�문화기획�및�창조산업�활동이�가

능한�창작・창업지원시설
� -� 200석� 규모의� 음악・문화공연과� 행사・컨퍼런스
가�가능한�다목적홀

�또한� 양녕로에� 의해� 동서로� 나뉜� 노들섬을� 하

나의�공간으로�연계·활용�가능하도록�동-서측�연결

방안을� 제안해야� 하며,� 섬의� 안전을� 위한� 옹벽�

보수보강과�더불어�섬�상단부�전체에�대한�조경�

및�오픈스페이스도�설계해야�한다.� �

�참가자격은�국내외�건축,�조경,�도시설계�등�관련�

분야� 전문가� 총� 5명까지�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내실있는�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참가자�

중�최소� 1인은�국내�또는�외국의�건축사�자격을�

갖춰야�한다.

�서울시는� 총7작품� 이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1등�당선자에게는�기본�및�실시설계권을�부여한다.�

당선작 작품수 보�� �상 비�� �고

1등 1 기본�및�실시설계권

2등 1 50백만원

3등 1 30백만원

가작
4작품�

이내

20백만원

(각� 5백만원)

제세공과금�및�

수수료�포함

�서울시는� 29일(월)� 설계지침을� 배포하고,� 5월�

6일(금)까지� 참가등록을� 받는다.� 응모작품� 접수�

마감은� 5월� 27일(금)까지다.

�작품심사는� 6월� 15일(수)~17일(금)� 3일간� 실시

하여�최종�당선작을� � 선정하고�홈페이지를�통해�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당선작을� 대상으로�

시상식�및�전시회를�개최할�예정이다.

�시는�공정하고�투명한�심사를�위해�국내외�건축�

및�조경분야�전문가�7인을�심사위원으로�구성했다.�

(가나다�순)

‣ 민현식 (기오헌�건축사사무소�대표)�

‣ 온영태(경희대�건축학과�명예교수)

‣ 정욱주 (서울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

‣ 최문규(연세대�건축공학과�교수)

‣ 최신현 (㈜시토포스�대표)

‣ 플로리안�베이겔� (Florian�Beigel,
� � � � � � � � � � � � � � � � � �런던메트로폴리탄대학교-영국)

‣ 리켄�야마모토 (Riken� Yamamoto,�리켄�야마모토�

&�필드샵-일본)

※�예비�심사위원�:�조남호(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대표)�

�참가등록�및�공모관련�등�자세한�내용은�공고문�

또는�노들꿈섬�공모�공식�홈페이지(www.nodeul.�

org)를�통해�확인할�수�있다.� � �

�서울시는� 설계자가�선정되면�올�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1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18

년�상반기까지�공사를�마칠�계획이다.

� � 〔공공개발센터� (02)2133-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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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차,�본격�개발절차�착수

�현대자동차� 부지가� 1만5천㎡� 규모� 전시장,� 국

제수준의� 공연장과� 컨벤션시설,� 글로벌� 업무� 시

설을� 전략적으로� 갖춘� 미래� 서울의� MICE� 산업�

심장부로� 다시� 태어난다.� 105층의� 메인타워는�

수준�높은�랜드마크로�세워진다.

�서울시는�현대자동차�부지(옛�한전부지)�개발을�

위한�현대차그룹과�지난� 6개월에�걸친�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도시계획변경,� 건축� 인허가� 등� 본

격적인�개발�절차에�착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따라�도출된�이번�사전협상�결과는�▴도시
관리계획�▴건축계획�▴부영향�개선(환경,�교통,�
안전)�▴공공기여� 계획� 등� 현대차� 부지� 개발의�
기본방향에� 대해� 큰� 틀을� 마련한� 것으로� 후속�

법정�절차에서의�중요한�지침이�된다.

�현대차부지�개발�방향에서�가장�특징적인�것은�

서울� 최고� 입지에� 법정� 최대� 규모의� 수준� 높은�

건축물(800%� 용적률� 내에서� 799%� 용적률� 적

용)을� 통해� 미래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

한다는�것을�꼽을�수�있다.

�그리고�서울의�핵심산업인�MICE�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도록� 전시·컨벤션� 및�

국제업무� 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기존� 코엑

스와� 잠실운동장에�들어설� MICE� 복합단지와� 함

께� 향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

인�공간이�된다.

�또한� 주변가로축에� 이어지는� 사잇길을� 만들고,�

기존�도시구조에�순응하는�건물�배치를�통해�시

민들이� 편하게� 왕래하고,� 머무르며� 쉴�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만들어가는�등�공공성을�확보했다.

�그리고�서울�에너지�사용량의� 60%�이상이�건물

에서�사용되고�있는� 점을�감안,� 최고� 수준의�에

너지� 생산� 및� 자립형� 친환경� 건축물을� 지향해�

미래�건축이�추구해야�할�방향을�제시하고�있다.�

�고밀도�개발에�따른�교통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중심체계� 강화,� 접근도로�

및� 주변� 교차로의� 구조개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단계별�수요관리�시행�등�교통개선대책의�기본

방향도�설정했다.

�안전과� 방재와� 관련해서도� 계획-설계-시공-

유지관리� 등� 단계별� 맞춤형� 안전․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안전관리위원회를�운영해가기로�했다.

�시는� 현대차그룹에서� 사전협상� 내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면,� 유관부

서‧기관� 협의,� 주민공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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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지구단위계획�결정�및�수도권정비심의('16.�

2~6),� 환경‧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허가('16.�
7~)�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

이다.

� 〔동남권조성반� (02)2133-8266〕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강화

�서울시가� 서울의�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감축

하기�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단열�등�건물의�성능�기준을�강화해서�

건물에서�소비하는�냉난방�에너지�사용량을�최소

화하는�것이�목표다.

�서울시는�개정된�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3월1일부터� 본격� 시행,� 이를� 통해� 2023년�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40%�감축을�목표로�연차별�에너지�감축을�추진

해�나갈�예정이다.�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➀복잡한�에너지�성능�평가체계�현실화�및�에너지
소비총량� 평가� 대상� 확대�➁단열� 등� 다양한� 패
시브(passive)� 요소� 도입으로� 건물의� 기본성능�

향상�유도�➂신재생�에너지�생산량�확대�로드맵�
제시�등이다.

�첫째,� 복잡하고� 중복되는� 평가항목이� 많은� 건

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를� 유사한� 평가항

목을� 최대한� 정리해� 기존� 5개(친환경� 성능� 1개,�

에너지� 성능� 4개)에서� 2개(친환경� 성능� 1개,� 에

너지� 성능� 1개� 선택)로� 현실화한다.� 이를� 통해�

건축심의�과정에서�건축주의�비용과�시간을�절약

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 건물�설계단계부터�에너지소비량을�줄일�수�

있도록�서울시가� '11년�개발�보급한�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프로그램(BESS)'� 적용� 대상을� 기존� 주거‧
업무용에서� 교육연구시설,� 숙박,� 판매시설까지� 확

대해�에너지소비총량�관리를�강화한다는�계획이다.

�둘째,�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

계기준에�다양한�패시브(passive)�요소를�도입한다.�

▴건축부문은� 창호기밀,� 결로방지,� 자연환기�▴
기계부문은� 고효율� 인증제품에� 열원설비와� 폐열

회수장치� ▴전기부문은� 대기전력차단장치� 등을�
추가� 도입하고,� 신축� 대형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등�단열성능을�현재�대비� 8%~20%까지�강화

한다.

�셋째,� 국가� 공공건축물과� 달리�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설치�의무�비율�규정이�없는�민간건축물에�

대한�연차별�로드맵을�최초로�제시하고�건물�신

축시� 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이다.

�또,� 건물의�패시브� 성능을�강화해서� 시가�요구

하는�용도별�연간�에너지�소비�총량보다�에너지를�

더�줄이는�건축물로�설계할�경우에는�그�절감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최대� 주거� 1%,�

비주거� 2%까지�완화해주기로�했다.�

�이밖에도�기존�연면적� 3천㎡�이상�대형건물에만�

있던� 환경성능기준을� 500㎡~3천㎡� 미만� 소규모�

건물에도�도입한다.�층간소음,�세대간�경계벽�차

음성능,� 생활용� 상수� 절감� 등� 최소한의� 환경기

준을�지키도록�유도해서�소규모�건물�이용자에게�

쾌적한�거주환경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또,�에너지를�많이�사용하는�연면적�10만㎡�또는�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에�대해� 에너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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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설치가� 의무화되고,� 연면적� 3천㎡� 또는�

20세대� 이상� 건축물은�에너지사용량�모니터링이�

가능한�스마트계량기�설치가�의무화된다.�

�한편,�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성능

기준이� 지나치게� 차이나게� 적용되는� 상황이� 벌

어져�형평성이�맞지�않는다는�시민�의견을�반영

해�개정된�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은�모든�

자치구에�동일한�기준을�적용할�계획이다.�

※ 예시 - 변경된 기준 적용된 건축물 성능 비교

� 〔건축기획과� (02)2133-7105〕

서울시,�20년�넘은�도시기반시설�예방감사�

�서울시가�독립된�지위의�감사위원회를�통해�올해�

20년�이상�경과된�시�관리�소관의�자동차전용도로,�

하수관로,� 한강교량� 중�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샘플링� 감사

한다.

�서울시는� 도시노후화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안전관리가�요구되고,�최근엔�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폐쇄,�시청역�앞�도로침하가�연이어�

발생한� 바� 있는� 만큼� 관리실태� 등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서울시가�발표한�대형교량,�지하철�등과�

관련된� 14개�안전정책에�대한� ‘1시책� 1직원�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문제점을� 적시에� 바로

잡고,�시민안전과�직결된�시설을�운영하는�지하철�

양�공사-SH공사-서울시설공단과�분기별�합동�현

장점검회의를� 열어� 서로의� 안전� 노하우를� 공유․
확산한다.

�공사장� 안전위해요인�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건설공사� 기동� 안전점검단’도�

새롭게�운영한다.�전체�재해�사망자�수의�절반에�

육박하는�건설업�사고�사망자�수를�줄이기�위한�

대책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시행할� 이와� 같은�

내용의� ‘6대� 도시안전관리대책’을� 발표,� 안전시

책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고� 이중삼중의� 도시

안전관리를� 실시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구현해�

나갈�계획이다.

�첫째,�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도시기반시설물�

안전감사는� 자동차전용도로� 4월(서울시설공단),�

하수관로� 9월(물순환안전국),�한강교량� 11월(안전

총괄본부)에�각각�진행될�계획으로,�구체적�대상

지는�추후�선정할�예정이다.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11개소(165㎞)� 중� 8

개소(134㎞)가� 20년�이상�경과될�정도로�노후화된�

상황이며,� 하수관로는�총연장� 10,392㎞�중� 30년�

이상� 경과된�노후관로가� 52%(5,41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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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함몰�발생원인의� 79.2%�차지).�교량의�경우�

615개소� 중�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현재�

27%(163개소)를�차지하고�있다.�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조성되어�노후도가�점차�가속화되고�있으며,�

향후� 노후에� 따른�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 될� 것

으로�예측되어�개선�계획과�더불어�치밀한�안전�

관리가�필요한�실정이다.

�둘째,� ‘1시책� 1직원�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대상� 14개�사업은�대형교량�및�수중구조물�점검,�

노후� 불량�하수관로�조사�및� 정비,� 지하철� 비상

대응�역량�및�위기대응�체계�강화�사업�등�시민�

안전과�직결된�사업들이다.� � �

�정책이� 하부�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 시행되고�

있는지�정책�수립-집행-제도정착별로�모니터링�해�

효율성을�높일�계획이다.�

�셋째,� 4개�투자기관(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SH공사)과� 협업하는� ‘합동� 현장�

안전점검�회의’를�정기적으로�연다.�이�때�회의는�

기관별로�돌아가며�개최하고,�현장점검을�병행해�

서로� 안전� 노하우를� 전수․확산함으로써� 유사� 사
고의�재발을�방지해�나갈�계획이다.

�넷째,�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2133-3600)’를�통해�

공사장에서�일어나는�모든�안전사고�위험,�비리,�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건설공사�

기동�안전점검단’을�새롭게�운영해�신고사항�접수�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신고자에� 대한� 정

보는�철저히�보호된다.

�다섯째,� 실제� 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매뉴얼에�

의한�신속한�대처가�이루어�질�수�있도록�매뉴얼�

운영�실태에�대한�점검을�강화한다.

�끝으로,�지난해�공공기관에�이어�올해에는�안전

관련� 재단� 등의� 시민단체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역량을�

강화할�계획이다.

서울시,�제14기�건설기술심의위원�구성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활동할� 제14기� 서울시�

건설기술위원회�구성을�마치고�위원�248명의�명단을�

홈페이지에�공개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 
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

(市)�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

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서�운영하고�있다.�

�서울시는� 제13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금년� 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 위원의�

선정을� 마치고,� 제14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

원회를�새롭게�구성했다.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총� 300명�이내의�

위원으로�구성되며,�이번에�구성하는�위원은�턴키

공사�심의를�하는�설계심의분과위원�50명과�당연직�

2명을�제외한�총� 248명으로�구성했다.�

�당연직�위원장과�부위원장은�각각�행정2부시장과�

기술심사담당관이�되며,� 여기에�위촉직으로� 20개�

전문분야별로� 교수,� 연구원,� 공기업,� 시공회사,�

설계용역회사� 등� 골고루� 안배하여� 각계� 전문가�

248명을�선임했다.

�위촉직� 248명은� 연임과� 신규� 위원의� 조화와� �

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제13기� 위원� 중�

87명을� 다시� 위촉하고� 나머지� 161명의� 위원을�

새롭게�선임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동안�

인터넷을�통해�공개�모집한�결과�총� 871명이�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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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3차례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61명의�신규위원을�선임했다.� �

�특히,� 이번� 제14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학계

비율을� 48%,� 여성비율을� 18%로�상향하여,� 공평

하고�평등한�기회를�부여하고자�하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건설공사의�품질�및�기술수준을�크게�향상

시켜�왔다며,�이번에�인터넷�공모�등을�통해�각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수준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

�이번에� 구성하는� 제14기�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는� 2016년3월1일~2018년2월29일까지이다.�

�위원�명단은�서울시�홈페이지에서�열람�가능하다.�

�홈페이지� :� http://infra.seoul.go.kr→건설→

건설기술소식�참조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2016년�상반기�기술직�공무원�직장교육�시행

�서울시는�건설기술�분야에�대한�기술역량을�배양

하고�우수한�기술인력�육성을�위해�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년�전문교육�과정을�개강한다.

�교육과목은� 총� 3개� 과정으로� 토목(건설안전),�

건축(건축시공),� 전기(건축전기설비)이며,� 3.3(목)�

~� 6.23(목)까지�각� 16회�진행된다.

�교육시간은� 과정당� 주� 1~2회� 3시간(19시~22

시)이며,�교육인원은�총� 93명이다.

�교육은� 각� 분야별� 전문강사� 총� 4명의� 강의로� �

이루어지며,�장소는�서소문청사� 2동� 2층�기술심사

담당관�회의실이다.�

�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자연녹지지역�내에�이미�설립․운영�
중인�학교의�건폐율을�상향하여�생활여건�변화를�

반영한� 급식시설,�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 증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 지정

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

관리지역�포함비율을�확대할�수�있도록�하여�토

지의�효율적이고�계획적인�개발을�도모하는�한편,�

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변경사항을�추가하고,�개발

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하고� ’16년�

3월� 9일까지�의견을�받는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도시의�생활인프라�평가기준�규정(안�제4조의

4제1항제2호)

�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생활인프라�시설�설치의� 적정성,� 시설� 이

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나.� 지방의회�의견청취�생략이�가능한�도시․군관리
계획�결정�대상�추가(안�제22조제7항제3호)

� -� 지방의회에서�해제를�권고한�장기미집행�도시․
군계획시설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입안�시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

아도� 되도록� 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해제를�위한�기간�

및�절차를�단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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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적률�등�인센티브�반영을�위한�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간소화(안�제25조제4항)

� -� 다른법률에서�규정된�건폐율,�용적률�완화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만을� 거치고� 그� 밖의�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간을�단축하는�등�기업투자�환경�개선하고자�함

라.�지구단위계획구역�내�포함할�수�있는�보전관리

지역�비율�확대(안�제44조제1항제1호)

� -�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보전관리지역의�포함�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부지나� 지역�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거쳐서�보전관리지역의�포함비율을�확대

할� 수� 있도록� 하여� 비도시지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토지활용을�유도하고자�함

마.�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안� 제84조

제8항제2호)

� -� 자연녹지지역의�건폐율은� 20퍼센트�이내로�제한

하고�있으나,�학교는�교육환경�개선을�위하여�

시설을�확충해야�할�필요성이�높은�점을�고려

하여�자연녹지지역�내�이미�설립․운영�중인�학

교에� 대하여는� 조례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

내로�완화할�수�있도록�하여� 학교�시설�증축�

불편을�해소하고자�함

�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을�받지�아
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추가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을� 받도록�

하는�등�제도�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하기�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하고� ’16년� 3월� 9일까지�

의견을�받는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도시계획시설�

결정�임의화(안�제6조제1항)

�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200킬로

와트�이하의�발전설비는�도시․군계획시설로�결정

하지�않고�설치할�수�있도록�하는�등�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절차를�간소화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도모하고자�함

나.�개발행위허가�민원�신청절차�간소화(안�제9조�

및�제11조)

� -� 국토이용정보체계를�통해�개발행위허가�및�준공

검사를�신청할�수�있도록�하고,�대리인이�개발

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임장� 서식을� 신설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행정효율성�향상을�도모하고자�함

�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8〕

�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법」(법률�제12115호,� ‘13.12.24)�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기준을�통과한�경우�최대�3개층까지�수직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설계�시기를�명확히�하고,�수직증축�가능�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도�철거할�수� 있도록�추가로�허용하여�거주

자가�다양한�평면계획을�할�수� 있도록�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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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허가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하고� ’16년� 3월�

16일까지�의견을�받는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증축형� 리모델링의� 시행� 여부� 결정·통보(안�

제47조의4제3항)

� -�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권자로서� 증축형� 리모델링� 시행

여부를� 결정통보� 이후에� 건축설계를� 시작할�

수�있도록�절차�명확화

나.�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

관의�확인절차�구체화(안�제47조의4제4항)

� -� 시장·군수·구청장은�안전진단�결과보고서가�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적정성을�검토�의뢰하도록�함

다.�세대�간�내력벽의�일부�철거를�허용(안�별표3)�

� -�세대�간�내력벽의�일부�철거는�수직증축�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허가

� �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 「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6년� 3월�16일까지�의견을�받는다.

�이번�개정이유는�증축형�리모델링�시에�수직증축�

가능�판정등급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세대�간�

내력벽을�일부�철거할�수�있도록�리모델링�행위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것이다.�

�현재는�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여�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

면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력벽� 철거가�

아닌�경우를�삭제하여�세대를�합치는�행위는�안전

진단�결과를�따르도록�개선하려는�것이다.(안�제

20조제3항제5호다목)

� �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자동차�충전여건을�개선하고,�도시형�생활주택�

방화성능을�향상시키기�위하여�일부�규정을�강화

하며,� 공동주택의� 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차단기�

등으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

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운영상�미비점을�개선하고자�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 ’16년�

4월� 2일까지�의견을�받는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8항,�제27조제4항�및�제5항)

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배치,�

공장� 등과의� 이격거리,�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등에�관한�규정을�일반�공동주택과�동일한�기

준을�적용(안�제7조제10항,�안�제25조제5항)

다.� 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는�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진입이�가능하게�설치하도록�규정

(안�제10조제3항)

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도� 진입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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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안�

제25조제3항)

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

도록�함(안�제27조제1항제4호)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온라인�무료�제공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은�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3.� 2(수)부터�

온라인*은� 무료,� 오프라인**은� 대폭� 인하(약� 97%)

된�가격으로�제공한다.

� *(온라인)� 1도엽�� �� :� 12~1만� 7천�원�→�0원

� � � � � � � � � � � � � � � � � � � (전국� :� 2억� 7천만�원�→�0원)

� **(오프라인)� 1도엽� :� 12~1만�7천�원�→�500원

� � � � � � � � � � � � � � � � � � � (전국� :� 2억� 7천만�원�→�180만�원)

�최근� 공간정보는�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으로�

활용범위가�확대되면서,�정보화�기술�등과�결합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원동

력이�되어왔다.�

�이번에�무상으로�제공하는�공간정보는�민간에서의�

상업적� 활용이� 많은� 수치지도*� 등� 15종으로,�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정보를� 지리원� 홈페이지�

내�국토정보플랫폼**을�통해�내려�받을�수�있다.

� *공간정보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컴퓨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로,� 각종� 설계,� 교통

(내비게이션�등),�현황조사�등에�활용

� **지리원의�모든�공간정보를�일괄�검색,�조회,� 구매�할�수�

있도록�기존�각각의�구매�사이트를�하나로�통합한�곳으로�

사용의�편리성이�향상됨

� � 〔국토지리정보원�국토조사과� (031)210-2702〕

「도시철도�안전대책」�확정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고장빈발� 부품,� 노후� 전력․신호시설,� 종
사자� 안전수칙� 미준수� 등� 운행장애� 3대� 요인에�

대한�안전관리가�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 26(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도시철도의�안전

관리를�강화하는� “도시철도�안전대책”을�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이번�안전대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고장사고를�유발하는�제동장치,�주회로장치�등�

고장빈발부품에� 대하여� 운영사의� 일상점검을�

강화하고,� 정비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집중

관리를�시행할�계획이다.

○� 20년의�내구연한을�넘어�노후도가�심한�전력․
신호설비� 등도� 연차적� 시설투자계획을� 수립

하여� 단계적으로� 개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위험이�있는�터널과�교량�등의�철도시설

물에�대한�점검․정비가�강화되고,� 이력관리시
스템이�도입된다.

○�종사자들의�현장�안전수칙을�위반하는�경우에�

처벌도� 강화되며,�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영사에�대한�과징금�처벌도�상향조정된다.

○� 역사� 내� 승강장� 발빠짐,� 에스컬레이터� 사고�

등�철도역사와�승강장에서�발생하는�생활안전

사고를�줄이기�위해�스크린도어,�접이식�안전

발판�등도�지속�설치된다.

○� 20년�이상된�노후�전동차에�대한�관리감독이�

강화되어,� 5년� 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

여야�한다.�

○�현장�대응매뉴얼도�전동차�고장�등�운행장애�

유형별로�보완된다.�운행장애가�발생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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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역간� 선로에서� 열차�

정차시�반대편�열차�우선�통제,�승객의�임의�

이동에�따른�대응방안�등이�보완된다.

� � �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16년�2월�건설기술심의�주요�심의내용�

■�서울특별시�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정보공개

○�공개자료� :�건설기술심의�위원회�회의록�

○�접속방법�

� � �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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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은평권역�교통개선대책�수립�

용역발주심의

○�과업�목적에�포함된�은평뉴타운,�상암지구�등�

개발사업� 추진시� 시행한� 교통영향분석� ․ 개선
대책에�대한�이행실태�및�효과분석�등을�포함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됨에� 본�

과업� 범위에� 포함된� 개발사업� 관련� 자료조사�

및� 검토․분석과� 활용� 등에� 대한� 과업내용을�
검토�추가할�것�

○� 제4장� 장래교통수요� 예측의� 수요예측기법� 및�

O/D�등�기초데이타�활용관련�내용을�구분하여�

구체적으로�나열할�것

○�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내용� 중� 공정보고에�

‘공정계획�및�실적,� 참여건설기술자(분야별)투입

현황,�조사실적’과�주요�업무의�사전승인�내용에�

‘하도급�사항’,� ‘용역수행자의�교체’,� ‘설계기준의�

설정�및�변경’을�추가할�것

■�제8차�무단수급수체계�구축사업�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건설공사의�공사비�추정액과�공사의�타당성이� �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

토록�할�것

○�사업계획�변경�시�타당성�재검증에�관한�사항을�

제시하도록�과업�내용에�추가하여�용역보고서에�

제시할�것

○� ‘제3장�과업성과품’에�다음내용을�추가할�것

� � -�타당성�조사단계�사후평가표�작성

� � � ․ 경제성� 분석� 등� 세부� 계산과정� 데이터� 등�
부록�제출

� � �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의견�등�상세히�작성

■� 제10차� 서울시� 교량,� 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

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실시설계라는�용역의�명칭과�관련하여�통합관리

센터� 건물설계�포함�여부,�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과업의�한정�여부,�운영계획을�포함한�전반

적인� 사항인지� 등� 보다� 뚜렷한� 과업지시� 및�

범위를�제시할�것

○� 과업의� 목적에서는� 전체� 시관리� 교량� 358개

소와� 터널� 34개소에� 대한�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과

업의� 내용에서는� 조사업무� 분석� 결과를� 반영

하여� 통합관리센터� 구축� 계획� 대상� 도로시설

물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있으므로�명확하게�기술할�것

○�센터�구축�후�관제시스템�운영계획�중�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조물에� 대한� 계측은� 반드시� 계측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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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가�철저히�시행되어야만�본래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계측기는� 소모성� 또는� 수

명을�갖는�기기이므로�이에�대한�교체주기�또는�

관리주기,� 교체방안�등에�대한�계획안이�마련

될�수�있도록�보완할�것

■�제11차�고가하부공간�시범사업�타당성조사�

및�종합계획�수립�용역발주심의

○� 고가하부공간� 활용�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내용에는� 시범사업을� 통한� 건축시설� 운영에�

대해�부지내�불법�주․정차,�화재�등�소방안전,�
비인가자의� 출입� 등에� 대한� 보안,� 차량� 충돌

사고�등�각종�돌발상황에�대한�시설물�및�시민

안전�확보방안에�대한�검토�과업을�추가�할�것

○�특히,�고가하부�시설물설치�운영간�고가�구조

물의�안전�점검�방안을�제시할�수�있도록�조치

하고,�화재�발생시�고가부�열화에�의한�구조적�

결함발생가능�유무에�대한�기술적�검토가�요구

되며�이에�따라�구조물의�크기�및�높이의�제한을�

결정할�수�있으므로�화재안전검토�과업을�추가

할�것

○�또한�주변�지역과의�연결성을�고려한�공간�계획,�

차량�및�사람의�이동�동선과�도로와의�유기적인�

연결�등을�검토할�수�있도록�과업내용을�보완할�것

■�제12차�입상활성탄�재생시설�건설공사�기본�

및�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건설공사의�공사비�추정액과�공사의�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

토록�할�것

○� 사업계획� 변경� 시� 타당성� 재검증에� 관한� 사

항을�제시하도록�과업�내용에�추가하여�용역

보고서에�제시할�것

○�주요장비의�충분한�시험운전과�성능�검증할�수�

있도록�시험운전�및�성능검증�항목을�추가할�것

� -�개별�및�종합�시운전계획(기간,방법,인원�등)

� -�장비�성능검사기준�및�방법

� -�공사�성능�목표치�및�성능보증�방법�제시�등

■�제13차�정릉동�친환경�공영차고지�기본�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 ‘공공건축물�개방혁신�건설기술심의�가이드라

인’에� 따른�공공시설물�야간� 및� 휴일� 개방을�

위한�공간설치�등�설계지침�추가할�것

○� 건설기술진흥법(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

토교통부� 고시),� 서울특별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계지침� 일부�

추가할�것

○� 건축물� 안내� 사인물은�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실외로�구분�하고,�기본설계�시�디자인

(채색시안)안�제출�및�설치�위치를�계획할�것

○�서울시�기술심의�강화지침� “노약자․장애인�등�
편의시설�건설기술심의�강화�추진계획”을�과업

내용에�추가하고�설계심의�시�반영내용을�확인

토록�할�것

○�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내진설계확인

서는� 구조기술사가� 작성� 발주기관� 확인� 후�

용역준공하고,�기술심의시�구조설계자가�참석

하여�설명할�것

  

■�제14차�독산2동�복합청사�건립�기본�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서울시� “공동주택�등�하자발생�최소화�방안”�

과업내용에�추가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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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주택�등�하자발생�최소화�및� 기술심의�

내실화�방안」의�중점관리�체크리스트에�의한�

자체�확인�결과를� 설계에�반영� [기술심사담

당관실-9731(`15.6.1)]�

○� 「건설현장�가설구조물의�안전관리�강화�계획」�

추가할�것�

� � -� 설계용역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구조검

토서� 포함)를� 작성하고,� 설계심의� 시� 첨부

하는� ‘건설현장�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 강화’

지침�추가� [기술심사담당관-18918(`15.11.6)]

○�설계지침�추가

� � -�대상지�기존�건축물에�대한�철거계획�및�해체

공사� 계획서� 등을� 구체적으로� 과업내용에�

포함할�것(공공시설물�해체공사�설계�매뉴얼,�

서울시방침�제174호.� `13.5.23)

■�제15차�이촌지구�자연(형)호안�복원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하상과�관련된�하도의�세․퇴적�경향과�하상변
동에�관한�양상의�분석을�통해�퇴적�및�세굴�

발생가능�구간에�대한�예측을�수행하여�과업

의�계획수립에�반영할�것�

○� 사례조사를� 통해� 기� 시행되었던� 한강공원지

역의�호안�설치�후�호안�파괴원인�분석,�유지

관리�및�사후평가를�통한�문제점과�개선방안에�

대한�검토를�계획수립에�반영할�것

○� 「자연환경보전법」�및�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

조례」에�의거�매�5년마다�실시�중인� ‘한강생태계�

조사연구’�용역을�참고하여�계획에�반영할�것

○� 호안공� 설치를� 위해서는� 수중공사가� 불가피�

하므로�한강의�관리수위�등을�고려한�공사중�

한강�수위이하에서의�시공방안을�검토할�것

■�제16차�여의도샛강�합류부�생태거점�

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상� 수역의� 유황변화

(유속,� 유량,� 수위� 등),� 우수유출량� 변화,� 홍

수량에� 따른� 홍수위� 변화를� 예측,� 평가하여�

수리수문환경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제시할�것

○�하상과�관련된�하도의�세․퇴적�경향과�하상변
동에�관한�양상의�분석을�통해�퇴적�및�세굴�

발생가능� 구간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여� 이�

과업의�계획수립에�반영할�것

○� 사례조사를� 통해� 기� 시행되었던� 한강공원지

역의� 호안� 설치� 후� 호안� 파괴원인� 분석,� 유

지관리�및�사후평가를�통한�문제점과�개선방

안에�대한�검토를�계획수립에�반영할�것

○� 시설물� 설계� 시� 홍수� 발생으로� 인한� 침수로

부터� 복구가� 용이하고� 유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수�있도록�고려할�것

■�제17차�G밸리�교통종합대책�수립�용역발주심의

○�과업�범위에�포함된�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의� 조성시� 시행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유무를�확인하여�자료가�있다면�해당�용역에서�

관련�자료를�검토․분석하여�활용할�수� 있도록�
과업내용을�보완할�것�

○�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작업공간을�감안하여야�한다.’는� 내용을�

추가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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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내용� 중� 공정보고에�

‘공정계획� 및� 실적,� 참여건설기술자(분야별)

투입현황,�조사실적’과�주요�업무의�사전승인�

내용에� ‘하도급� 사항’,� ‘용역수행자의� 교체’,�

‘설계기준의�설정�및�변경’을�추가할�것

■�제19차�자전거도로�이용시설�기능개선�기본�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 당해� 용역의� 명칭이� 과업내용서안에서� 혼용

되고� 있으며,� 과업범위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내용을�면밀히�재검토하여�용역명�및�과업�

범위를�명확히�설정할�것

○�계약상대자가�다른�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당해�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에�따라�발주기관의�승인을�받

아야�하므로�하도급�사항은�관련�법령에�따라�

수정‧보완할�것
○� p.6�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의� 1)’의�

내용� 중�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

술자(이하� 참여기술자)는� ……� 경우에도� 또

한�같다”는�삭제할�것.

� � � � -�당해�용역은�PQ�평가�대상이�아니며�용역�

수행자의� 교체에� 대한� 내용은� p.13� ‘10.�

용역수행자의�교체’와�중복됨

■�제20차�중차량�운행허가시스템�보완�구축�및�

추가노선�개발�용역발주심의

○�중차량�통행�빈도가�높은�교량�등을�선정하여�

재하시험(3개소)�실시하는�것으로�과업이�제시

되어�있으나,�재하시험�대상교량의�선정기준은�

기본내하력이� 부족하거나� 주부재에� 손상이�

많이�발생되어�내하력�부족이�우려되는�교량에�

대해�우선적으로�실시하는�것이�더�적정하므로�

중차량� 통행� 빈도와� 더불어� 교량의� 현� 상태

(현장조사�및�구조해석�결과�반영)를�고려하여�

중차량�통행�취약�교량을�선별하여�재하시험을�

실시할�수�있도록�과업내용을�수정할�것

○�기존�정밀안전진단�및�정밀점검�자료가�있는�

경우와� 기존� 자료가� 없는� 경우의� 상태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수행방법을� 제시

할�것

○�기존�노선�분석�및�추가�검토�노선�결정�관련�

중차량�통과가능�여부에�대해서�육교�및�지하

차도� 등의� 제원특성(일례로� 형하고,� 차선폭�

등)에� 따른� 통과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할�수�있도록�과업내용을�보완할�것

○�기존�노선에�대한�현�시점에서의�중차량�통행�

가능� 도로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추정함으로써�

향후�본�과업의�추가연계시점과�중차량�운행

노선에�대한�도로시설물�보수보강의�시점�등을�

간접적으로�유추할�수�있도록�기본계획�수립�

관련�과업을�보완할�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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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순환�체계를�갖는�열교환시스템과�쌍방향�게이트에�의해�

공급�및�환수배관�결속구조를�가진�지열우물공(SCW)�시공기술(제772호)

(보호기간� :� � 2015.� 07.� 14.�˜� 2020.� 07.� 13.)

1.�신기술의�내용

� �가.�신기술의�범위�및�내용

� � � � (1)�범위

� � � � � � � 내부케이싱의� 환수관� 기능� 전환을� 통해� 확장된� 지하수� 순환� 공간에서� 완속� 상향순환체계를�

갖는�열교환시스템과�지열우물공�공급관�및�환수관이�쌍방향�결속게이트에�의해�일체화�구조를�

갖는�지열우물공�시공기술� � � � � �

� � � � (2)�내용

� � � � � � -� 지열우물공�내에서�공급�및�환수공간을�분리하는�내부케이싱�기능을�기존기술의�공급관기능에서�

환수관기능으로�전환된�지온구배순응형�열교환�방식�적용으로�지하수�순환공간�용적확장

� � � � � � -� 비수직굴착�지열우물공�굴곡구간에서의�내부케이싱�삽입저항,�변형,�파손�등의�위험에�대해�

안정성을�보강한�코일형�HDPE�및�비소켓�열융착�배관�방식�적용

� � � � � � -� 지열우물공의�동결심도�이하에서�쌍방향�결속게이트에�의해�공급관�및�환수관이�일체화되고�

인양고리(hook)와�인력�탈부착�정비가�용이한�유량계가�내장된�밀폐식�상부보호공�구조

� � � � � �

� �나.�신기술의�시공절차�및�방법

� � � � (1)�내부순환배관�시공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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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내부순환배관�인양정비

� � � � (3)�저비용�진공흡입세척

� 2.�국내외�건설공사�활용실적�및�전망

� �가.�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금액)

충주권역�농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지중열교환기설치

522,000,000원

(13,000,000원)

청원괴정지구농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지중열교환기설치

135,000,000원

(13,000,000원)

건설교통R&D정책�인프라사업
(구)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

2011.8.

~2013.2.

테스트베드신기술

실증

500,000,000원

(46,000,000원)

농어업에너지효율화�사업�

7지구�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010.� ~� 2013.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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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향후�활용전망

� � � � � �이�신기술은�외국기술을�도입ㆍ보급하는�과정에서�국내�기술환경과의�차이에서�발생되는�기술적�

문제점�해결에�집중하여�기술�국산화를�실현하였으며,�이를�통해�기존�국내�지열냉난방시스템의�

대부분을�차지하는�수직밀폐형의�무분별한�굴착남발을�억제할�수�있고,� 500m이상�고심도로�고착

화된�국내�수직개방형(SCW)의�다양한�시공기술�개발의�중심기술�및�국산기술�세계시장�진입의�

교두보�확보에�활용될�것으로�전망된다.

3.�기술적� ․ 경제적�파급효과
� �가.�기술적�파급효과

� � � � (1)�국내외�기술과�수준�비교

� � � � � � � � 이�신기술은�국내�기술환경�여건상�선행공종인�지열우물공�굴착�시�수직허용한계를�초과한�배관

설비의�굴곡구간에서�발생되는�지하수�순환에너지�저감위험을�감소시키기�위해�내부�순환시스템�

공종의�순환방식�및�설비구조�개량에�중점을�두었으며,�그�결과�열교환�효율�및�내구성�등에서�

높은�개량효과를�거양하였다.

� �

� � � � (2)�건설시장에�미칠�파급효과

� � � � � � � �정부가�국내의�지질여건을�고려하지�않은�획일적�기술모델을�도입한�지난� 10여년간�수직개방형

(SCW)�기술발전이�정체되어�한때�보급기피공법으로�취급되었으나,�이�신기술이�도입되므로서�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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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특성�및�시공업계�역량을�고려한� SCW�보급이�가능해졌다.� 기존기술과는�다르게�냉난방시

스템�사용�중�언제든�지하부에�대한�우물공내�청소�등�재생정비가�가능해져�새로운�산업의�창출은�

물론�기존업계의�활성화와�다양한�기술개발�경쟁의�동기부여가�될�것이다.�이는�결국�소비자�만족

으로�이어져�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달성에�기여함은�물론,�토양ㆍ지하수�환경보전에도�큰�

영향을�끼칠�것으로�전망된다.

� � � �

� � � � (3)�국내외�기술�대비�경쟁력

� � � � � � � �이�신기술은�기존의�공급중심의�내부케이싱�기능을�환수관�기능으로�대체하여�열회복시점을�지열우

물공�하부로�전환함으로서�순환통로�확장�및�완속열교환�효과로�열효율을�증대시켰고,�구조적�안정

성을�확보하고�배관구조를�일체화하여�설치ㆍ청소ㆍ정비가�용이하도록�하였으며,�국내환경에�적용

하기�어려운�외국기술을�대체함으로서�업계의�다양한�기술개발의�촉매제로�작용하는�등�국내�지열

산업의�해외시장�진입에�큰�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

� �나.�경제적�파급효과

� � � � (1)�설계단가

� � � � � � � �전문기관의�원가계산�결과,�지열우물공�굴착공사비를�포함하는�단가(순공사비)는�82,812천원이

며,�이�신기술의�주요공정인�내부순환설비공사의�단가는� 14,59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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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공사비

� � � � � � � �동일한�공종인�우물굴착공사비를�포함할�경우�기존기술대비� 6.5%,�이�신기술에�해당하는�내부

순환구조� 부분에� 대한� 공사비만을� 고려할� 경우� 25.9%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천원)

� � � � � � � � �

구분 규격 기존기술(a) 신기술(b) 차이(a)-(b) 비고

합계� (가+나) 128,542 120,188 8,354 6.5%�감소

가.�순공사비 87,910 82,812 5,098 5.8%�감소

�①�우물굴착공사 계 46,594 46,594　 -　 -

�②�상부보호공�및�양수시설�설치 계 21,624 21,624 　- -

�③�지하수순환설비공사 계 19,692 14,594 5,098 25.9%�감소

나.�간접노무비,�경비�등 40,632 37,376 3,256 8.0%�감소

� � � � � �

� � � � (3)�공사기간

� � � � � � � �배관의�형상�및�접합방식에�따라�기존기술대비�공당�약�12.57일의�공사기간을�단축할�수�있다.

� � � � � � � �

구분 기존기술 신기술 비고

자재설치�규격심도 PVC�∅140� ×� 500m HDPE�∅75� ×� 480m -기존기술� :� bottom� set(500m)
-신기술� � � :� hanging� set(480m)

내부케이싱�연결방식 냉간�접합(T.S) 열융착(버트융착) -

이음부(시공조인트) 4m�당� 1개소,� 125개 50m� roll�당� 1개소,� 10개 -

500m�공당�작업소요일수 18.17일 5.60일 공당�약12.57일�단축

� � � � (4)�유지관리비

� � � � � � � �이�신기술은�기존기술대비�구조적�안정성을�확보하여�유지보수�기능성�자체를�향상시켰으며,�

공벽분리�등� 문제�발생시�매몰된�내부배관�자재인발을�통해�재천공이�가능하므로,� 최초� 설치

비용�자체를�보전할�수�있다.�또한,� 500m�지열정�세척공사비에�수반되는�시공난이도�할증을�

감안하지�않고도�공내�세척을�위한�비용절감효과는�공당� 1,855천원�이상이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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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교조건

� ∙ 청소물량� :� 500m�지열공� 1개소,�공내작용수압�4.5Mpa
� ∙ 청소방법�&�공압기�소요대수� :� (기존기술)� -�고압불기세척�2.5Mpa� 2대,� (신기술)� -�진공흡입세척�2.5Mpa� 1대� �
나.�공사비�비교

�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원) 비고

기존

기술

노무비 500 m 5,982 2,991,000

기계경비 500 11,130 5,565,000 0~250m�공압기� 1대,� 250~500m공압기2대

계 8,556,000

신

기술

노무비 500 m 5,982 2,991,000

기계경비 500 m 7,420 3,710,000 0~500m�공압기1대

계 6,701,000

절감액 1,855,000 약� 21%�절감효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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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국내환경에�맞지�않는�기술모델에�따른�수직개방형(SCW)�기피현상으로� 2010년�기준�수직밀

폐형� 굴착공수가� 17,907공으로� 전체� 지열굴착공수의� 95.2%를� 점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경우� 2030년�수직밀폐형�설치면적은�여의도�면적의� 3.5배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 � � � � � �이� 신기술이� 시장신뢰� 회복에� 기여할� 경우� SCW� 고유� 기술경쟁력에� 상응한� 수준인� 시장점

유율� 30%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국가의� 지반� 및� 지하수� 환경관리에� 막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밀폐형의� 굴착남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예산절감효과는� 약�

100억원�수준으로�추정된다.

� � � � �

①�산출조건�

� � ∙KW당�설치단가� :�수직밀폐형�1,550천원,�수직개방형� 395천원
� � ∙연간지열보급물량� :� 50,000KW�중�공기열,�수평형� 20%�제외한� 40,000KW대상
②�예산절감�효과� :�연간�약� 1백억�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 �

증가율(%) 계
수직밀폐형(1,550천원/KW) 개방형�SCW(395천원/KW)

보급률(%) 보급량(KW) 금액 보급률(%) 보급량(KW) 계

100% 79,475 70 35,000 77,500 10 5,000 1,975

110% 50,450 60 30,000 30,000 20 10,000 3,950

120% 44,675 50 25,000 25,000 30 15,000 5,925

� � � � � � � 2013년� 6월� 누적� 기준으로� 정부가� 지열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출한� 예산은� 약� 248억원� 규모

로� 2030년� 지열산업� 비중을� 약� 12.6배(0.3%� →� 3.8%)로� 높일� 경우� 3,125억� 원으로� 추산하

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 방향을� 초기� 투자비경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비용

절감형(약� 6.5%)�기술인�이�신기술이�정부정책�목표달성에�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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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픽셀형�반사경을�이용한�

태양추적�방식의�일조공간�제어시스템(제773호)

(보호기간� :� � 2015.� 07.� 14.�˜� 2020.� 07.� 13.)

1.�신기술의�내용

� �가.�신기술의�범위�및�내용

� � � � (1)�범위

� � � � � �태양추적방식의�타원형(1: )� 1차반사경과�픽셀형�2차반사경이�일체화�된�채광장치�및�채광기술

� � � � (2)�내용

� � � � �이� 신기술은� 1차반사경,� 2차반사경� 및� 구동�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타원형(1: )� 1차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상방에� 위치한� 다수의� 픽셀형� 2차반사경에� 햇빛을� 전달함에� 있어� 일출부터� 일몰

까지�햇빛의�누락이�없으며,�픽셀의�크기와�주사거리에�따른�햇빛의�확산�특성�관계함수를�적용한�

픽셀형� 2차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없고,� 다수의� 채광목표� 선정이� 가능하며,� 햇

빛의�분산�또는�집중을�설정하여�채광면에�대한�조도설계가�가능하고,�자유로운�방향설정을�통해�

일조권침해(건물의�전면)�및�영구음영(건물의�후면)�영역에�대한�채광이�가능한�태양추적�방식의�

일조공간�제어시스템이다.

<그림-1>�신기술의�핵심기술(채광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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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기술의�시공절차�및�방법

� � � � �

<그림-2>�신기술의�시공절차

2.�국내외�건설공사�활용실적�및�전망

�가.�활용실적

<그림-3>�신기술� ELIOS-R2S(소형)�적용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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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신기술� ELIOS-R2M(중형)�적용현장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금액
(단위:천원)

안산신길� I-park
현대산업
개발(주)

2014.05.12∼05.16 중형� 2대 20,000

중계동�빌라 개인 2014.06.09∼06.13 소형� 1세트 5,300

상도동�빌라 개인 2014.06.23∼06.27 소형� 1세트 6,000

녹번동�빌라 개인 2014.07.22∼07.22 소형� 1세트 5,200

방배동�빌라 개인 2015.04.20∼04.22 소형� 1세트 5,800

경기�여주�교회 혜성교회 2015.05.12∼05.13 소형� 1대 5,200

<표-1>�신기술�적용현장

� �나.�향후�활용전망

� � � � � 2010년�기준�아파트�공급물량은�약� 800만�동이며,�수도권�아파트�일조권침해율이� 47%라는�한국

감정원의�조사결과가�있는데,�매우�보수적으로� 800만�동의� 10%만을�일조권침해로�가정해도,�약�

10조원� 규모의� 성장기반� 잠재시장이� 존재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형태가� 약� 570만� 동인데,�

또한� 보수적으로� 3%만을� 일조량� 부족으로� 가정하더라도,� 약� 1조원� 규모� 성장기반� 잠재시장이�

존재하는�것이다.�

� � � � �그런데� 근래에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일조권침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매우� 엄격해져서�

단지내부에�대한�일조권을�확보하도록�하고�있는데,�공동주택설계�시�통상적인�내부�일조권침해�

비율이�약� 30%�이상이기�때문에,�매년� 5천억원�규모의�신규아파트시장이�지속적으로�형성된다는�

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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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신기술은�세계적으로도�전례�없이�독보적이므로,�국내시장을�기반으로�해외�시장형성을�전략

적으로� 계획하면,� 훨씬� 큰� 시장인�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의� 밀집� 주거� 지역은� 물론,� 전� 세계,�

햇빛이�필요한�모든�공간에�대한�확장�적용이�가능하다.�햇빛이�필요한�공간에는�일반주거공간도�

있으나,� 채광디자인이� 필요한� 다양한� 공간이� 존재한다(병원,� 호텔,� 공공건물� 등).� 현재� 신기술�

적용�전제�시행인가�등으로�수십억원�규모의�매출이�예정되어있다.

3.�기술적� ․ 경제적�파급효과
� �가.�기술적�파급효과� (국내외�기술�수준�비교� /�건설시장�파급효과� /�국내외�기술�대비�경쟁력)

� � � �

그림-5�기술적�파급효과

� � � � �해외� 유사기술(Heliostat� &� 2차반사경)은� 2차반사경의�사생활침해�발생을� 피하기� 위하여�불투

명한�거울을�사용하게�됨으로써�대형화되어,�높은(약� 10배)�비용�대비�낮은(1/2�미만)�채광성능을�

나타내며,� 세계적으로도�전례� 없는� 신기술의�독보적인� 성능에� 의해�확고한�보급성은�물론�동종

분야�기술수준을�선도하면서�기술개발의�촉진을�유도할�수�있다.

나.�경제적�파급효과

� � � � (1)�설계단가�및�공사비

� � � � � � � �소형(R2S)은�약� 680만원,�중형(R2M)은�약� 1,050만원으로�유사해외기술의� 1/10�수준이다.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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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2)�공사기간

� � � � � � � �기존기술은�반사경�대형화에�따른�기초� PAD�시공에�어려움(집중하중�증가,�철근�배근�증가)이�

있으며,� 2차반사경의�별도�설치에�따른�기초� PAD의�별도�설치도�필요하고,�반사경�대형화에�

따른�제품의�분리� 상태�반입� 후� 현장� 재조립이� 필요하며,� PAD도� 대형화가�되기�때문에,� 신

기술�대비�최소한� 2배�이상의�공사기간이�소요될�수밖에�없다.

� � � � (3)�유지관리비�및�기타�간접효과

� � � � � � � �신기술에� 사용되는� 구조체는� 스테인리스� 스틸� 기반으로� 반영구적이고,� 모터는� Cycle� 기준�

20년� 이상이며,�감속기어는� Cycle� 기준�반영구적이고,�제어회로는�방수케이스와�전력관리체계�

및� 저전력� 소자(부품� 열화� 최소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거울은� Solar� Mirror를� 적용하며,�

전선�및� Switch�등도�내구성이�확보되므로,�주요부품의�내구성�및�가동시간에�근거하여�모터

수명� 20년을�유지관리�기준으로�설정할�수�있다.�

� � � � � � � �이�신기술�부품은�제품의�소형화로�인하여�모두�범용부품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유지관리

비용�역시�기존기술의� 1/10� 미만�수준으로�산출된다.�에너지효율이�가장�높은�반사방식�자연

채광은�환경부하를�저감시키며,�독보적인�제품을�통한�시장확대가�용이하므로�지속적인�고용

창출은�물론,�관련�부품�및�환경분석�분야�등의�타산업�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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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방안�

및�시사점

�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Mobility)

�도시의�확장과�함께�이동성이�증대되면서�기존의�

대중교통수단보다� 이동의� 제약이� 적은�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에� 대한�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근거리� 및� 중거

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구동� 방식의� 개인용�

이동수단을� 통칭하며,� 소형전기자동차,� 세그웨이

(Segway),�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전기휠체어�

등을�포함한다.1)� 퍼스널�모빌리티는�기존의�자동

차에� 비해� 제원이� 짧고� 작기� 때문에� 도로� 점유

율이�낮고�주차�공간�점유의�문제가� 적다.� 또한�

기존�대중교통수단의�한정된�노선과�정해진�정류장

에서�승하차로�인해�발생하는�Last�mile2)의�문제를�

해결할�수�있다.

�일본의�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은� 여러�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번째로�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일본은� 고령화� 비율� 증가에� 따른�

고령자�이동성�문제,� 1인�가구의�증가와�싱글족의�

증가에�따른�차량유지�및�통행비용�문제가�대두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주차문제로,� 기존� 도심의�

차량�증가와�도심�내�개발로�인해�주차�공간�확보�

문제가�심화되고�있다.�세�번째로는�기술의�개발을�

들�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함께� 기존�

차량의�패러다임이�점차�변화하고�있으며�현�도심�

상황에� 맞춘� 차량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MIT�media� lab의�2010년�City�Car�프로젝트를�

시작으로�GM,� Reault,� Toyata�등의�자동차�회사

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퍼스널�모빌리티�형태

�일본의� 자동차회사에서는� 차세대� 교통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기존� 퍼스널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새로운� 형태의�

퍼스널�모빌리티를�개발�중이다.

■�세그웨이(Segway)

� ‘세그웨이’는� 현재� 세계최대� 퍼스널� 모빌리티�

회사의�이름으로,� 2001년�미국의�발명가�딘�카멘

(Dean� Kamen)이� 개발한� 1인용� 스쿠터이다.� 오

뚝이처럼� 균형�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로�

구동되는�교통수단이다.�전기�충전�배터리에�의해�

구동되며� 시간은� 2~6시간이다.� 평균속도� 시속�

13km,� 최고� 시속� 19km이며,� 24km거리까지� 달

릴�수�있다.

■�워크카(Walk� Car)

�일본의�코코아모터스�회사에서�만든�일인용�이동

수단인� ‘워크카’는�전기�충전을�통해�약� 10km/h�

속도로�약� 1.7km의�거리를�주행할�수�있다.�노트

북과� 유사한� 형태로� 무게가� 3kg� 밖에� 나가지�

않기�때문에�가방에�넣어�가지고�다니기�용이하며,�

몸무게� 120kg까지�지탱할�수�있다.

■� I-Road

�도심� 내�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I-Road’는�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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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자동차�회사에서�출시한�초소형�삼륜�전기

자동차로�가정용�110V로�충전이�가능하다는�장점이�

있다.� 토요타는� I-Road의� 도입을� 위해� 주차와�

충전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중이며� 충전인프라�

구축� 및� 주행거리� 문제로� 인해� 활성화가� 더딘�

전기자동차�시장에서� I-Road는�과도기적�대안으로�

주목받고�있다.�

일본의�퍼스널�모빌리티의�도입�사례

�일본은�대표적으로�세그웨이를�활용하여�퍼스널�

모빌리티의�지속적인�지원과�츠쿠바시�등의�지역�

내�도로사업을�통해�전국적으로�전개하고자�노력�

중이다.� 현재,� 경찰업무� 지원을� 비롯해� 대학과�

공항의� 보안� 및� 경비� 업무,� 관광� 및� 여가활동�

등에서�이용되고�있다.�

�이바라키현�쓰쿠바�시는� 2011년에� “모바일�로봇�

시험특구(モビリティロボット實驗特區)”로� 지정

되어�도로에서�퍼스널�모빌리티의�주행이�가능한�

특별�구역이다.�시험주행�이후�세그웨이를�활용한�

쓰쿠바의� 사계절� 풍경,� 깨끗한� 거리� 등을� 체험

할�수�있는�투어를�도입하였다.

�요코하마� 시립� 가나자와� 자연공원에서는� 숲과�

어우러진�동물원의�재정비계획에�세그웨이를�활용

하고� 있으며� 홋카이도� 국제� 미디어센터,� 일본�

최대� 규모의� 국제전시장인� 도쿄� 빅� 사이트� 등�

행사장�및�전시회에서도�실험�운행�중이다.�또한,�

주요� 관광지인� 국립공원과� 해변공원에서는� 관광

투어를� 위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일본에서는�다양한�측면에서�퍼스널�모빌

리티를� 실험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정책적�동향

�일본은� 미국과�유럽�국가들의�퍼스널�모빌리티�

개발동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차량개발� 지원� 및�

퍼스널� 모빌리티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한� 관련�

정책�및�법·제도를�구축하고�있다.�일본�국토교통

성은�2012년� 6월� 「초소형자동차�도입을�위한�지침」

을�발표하여�기초적인�법·제도를�구축하였다.� 퍼

스널� 모빌리티의� 기능적·외관적� 특성에� 따라� 제

1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기자전거)와� 경차� 사

이의� 새로운� 차종으로� 분류하여�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로�

운송� 차량의� 보안� 기준」에� 근거하여� 고속도로의�

주행은�금지하고�크기와�성능�등에�대해�일정한�

조건�사항을�제시하여�도심�내�도로주행이�가능

하도록�하는�제도를� 2013년에�마련하여�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도로운송�차량의�보안기준」과� 「도로

운송� 차량법� 시행규칙」�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부분에�대해� 2011년� 6월부터�츠쿠바�시�

등에� 특구제도를� 적용하였다.� 차량� 요건을� 충족

하는�세그웨이와�그�외�퍼스널�모빌리티를�중심

으로�안전�부분의�기능을�보완한�뒤,�운행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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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를� 마련하여� 도로� 실증� 실험� 사업을� 진행하

였다.� 시험주행에� 따른�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특례� 조치를� 전국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에� 따라�

전국으로� 운행을� 확장하고� 법� 개정을� 진행하는�

중이다.�

�또한�도쿄�급행전철�주식회사와�세그웨이�재팬에�

대해� ‘기업� 실증� 특례� 제도’를� 적용하여� 퍼스널�

모빌리티의�도로�주행과�관련한�도로�교통�법규�

및�도로�운송�차량에�대한�법적�규제의�특례�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민간기업� 주체로� 세그웨이의�

도로�주행을�가능하도록�하는�검증�운행을�시행

하는�것이며� 2015년�상반기부터�도쿄�일부�지역

에서� 시티� 가이드� 투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

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0년에� 열릴� 도쿄� 올

림픽을�목표로�세그웨이에�대한�전국�규모의�규

제완화를�추진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시사점

�일본은� 국가적으로� 실증� 연구와� 함께� 법·제도�

검토를� 통하여� 차세대� 교통수단인� 퍼스널� 모빌

리티의�효과적인�확산을�위한�기반을�다지고�있다.�

퍼스널�모빌리티의�운행�효율성과�기존�도로상황

에서�타�교통수단과�혼재되어�운행될�때를�고려

하여� 특구를� 지정하여� 시험운행을� 진행하였다.�

또한,�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종� 분

류에� 따른� 기초적인� 법·제도의� 구축과� 함께� 주

행에�대한�특례�조치를�통하여�퍼스널�모빌리티�

도입에�힘쓰고�있다.

�국내의�경우� 퍼스널�모빌리티와�관련된�법규가�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의� 효율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법·

제도� 구축이� 아닌� 일본의� 사례와� 같이� 퍼스널�

모빌리티�도입과�확산에�대한�중·장기적�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운행에� 대한� 실증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국내의� 도로사정과�

특징에� 맞는� 효율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사료된다.

<출처� :�국토연구원(도로정책�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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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결과� (’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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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은평권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

․ 교통환경,�교통특성�분석,�장래�
교통수요�예측,�연차별�실행계획�

제시�등
(300)

조건부
채택

토목

8
무단수�급수체계�구축사업�

타당성조사용역

․ 상수도관망�최적화(135.8km)
․ 정수장,�지역�배수지간�공급체계구축
․ 주요관로�복선화�구축�등

130,900
(536)

조건부
채택

토목

10

서울시�교량,�터널�
통합관리센터�구축�

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

․ 통합관리센터�구축�관련�조사�및�
기본계획,�상세계획�및�설계�등

(400)
조건부
채택

토목

11
고가하부공간�시범사업�타당성�

조사�및�종합계획�수립용역

․ ‘16년�하반기�고가하부공간�활용�
시범사업�조성을�위한�종합계획

800
(287)

조건부
채택

건축

12
입상활성탄�재생시설�건설공사�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재생시설�18㎥/일(9㎥/일×2기) 19,820

(651)
조건부
채택

토목

13
정릉동�친환경�공영차고지�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연면적� :� 5,221㎡
․ 지하1층~지상1층� :�차고지�시설�등
․ 지상2,� 3층� :�문화복합시설

12,460
(460)

조건부
채택

건축

14
독산2동�복합청사�건립�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연면적� :� 2,700㎡
․ 지하1층�~�지상6층

8,500
(415)

조건부
채택

건축

15

이촌지구�자연(형)호안�
복원사업�기본�및�

실시설계용역

․ 하안구조�개선�및�자생식생대�
조성�등� 2.1km

6,360
(280)

조건부
채택

토목

16

여의도샛강�합류부�
생태거점�조성사업�기본�및�

실시설계용역

․ 하안구조�개선,�수변식생�개선�및�
수림대�조성�등� 190,000㎡

6,000
(269)

조건부
채택

조경

17
G밸리�교통종합대책수립�

용역

․ G밸리�주변�교통문제�진단�및�
해소방안�수립

(290)
조건부
채택

토목

19
’16년도�자전거�이용시설�

기능개선�실시설계용역

․ 기존자전거도로�일제정비�및�
교통체계�개선

․ 공공자전거도로�연계�구축�및�
안전시설�확충�등

6,000
(269)

조건부
채택

토목

20

중차량�운행허가시스템�
보완�구축�및�추가노선�

개발�용역

․ 중차량�운행허가시스템�보완�구축�
및�추가노선�개발

(592)
조건부
채택

토목

입찰
방법
심의

9
남산�예장자락�친환경�

교통시설�건설공사

․ 곤돌라�제작,�설치
․ 중간지주�2~4개소
․ 하부�승강장�1,650㎡�건립

16,120
(2,680)

일괄입찰

공사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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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 2016.� 2.

건� � � � � 축�
서울시의회�장애인편의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등� 28건

6,401 5,709

교 통
한남1고가�보수공사�교통소통대책용역�등�
5건

268 217

기 계 설 비
서남권50+캠퍼스�건립�기계설비�T.A.B용역�
등� 4건

81 62

도 로
청운동�30-10�사고위험도로�구조개선용역�
등� 8건

4,374 4,232

도 시 계 획
온수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계획수립용역�
등� 11건

3,443 3,308

상 하 수 도
은평구�관내�하수사각형거�정밀점검�및�
정밀안전진단�용역�등� 7건

1,317 1,295

소 방�
경복궁역�승강장�스프링클러�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등� 2건

14 12

전 기 통 신
응봉산�야간�경관조명�개선사업�기본�및�
실시설계용역�등� 8건

213 189

정 밀 진 단
자양빗물펌프장�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등� 10건

1,447 1,348

조 경
봉화산�유아숲체험장�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등� 114건

1,457 1,448

하 천
불광천�하상정비�및�편의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등� 6건

864 863

기 타
2016년�예방사방사업�시공감리용역�등�
22건

3,111 2,853

�계� 225건 22,990 21,536

�기술용역�타당성�심사현황� (’16년� 2월)�

(단위�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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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보

< 2016년 제109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
발표

실기(면접)
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면접)
시험

합격자
발� �표

인�터�넷

3.25~3.31 5.15 6.23 6.27˜6.30 8.6~8.15 9.2

< 2016년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
발표

실기(면접)
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면접)
시험

합격자
발� �표

인�터�넷

1.29˜2.4 3.� 6 3.17 3.21˜3.24 4.16~4.29
5.6
5.27

< 2016년 제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
발표

실기(면접)
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면접)
시험

합격자
발� �표

인�터�넷

3.4˜3.10 4.2 4.14 4.18~4.21 5.21~6.3
6.10

6.2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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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용어

신기후변화협약

�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없이�모든�국가에�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

하는�새로운�기후변화�대응체제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96개국이�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채택한�

국제협약으로� ‘파리협약(ParisAgreement)’이라고�

부른다.� 2021년� 1월부터�적용되며�지구온난화�주

범인�온실가스를�선진국과�개도국이�함께�참여해�

자발적으로�줄이는�내용을�담고�있다.

�신기후변화협약의� 출범으로� 향후� 15년간� 12조

달러가�넘는�새로운�에너지�관련�시장이�열릴�전망

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2030년까지� 에너지시장에�

총�12조3000억달러(약�1경4145조원)�규모의�투자가�

이뤄질�것으로�예상했다.�

�전체�에너지�소비량�중�신재생에너지�비중이�갈

수록� 커져� IEA는�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가� 2012년� 5584기가와트(GW)에서� 2040년엔�

1만4156GW로�확대될�것으로�예측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

�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