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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46억 년에 걸친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구는 수차례에 걸쳐 멸종 이벤트를 겪어왔다. 멸종에 대한 

유력한 학설 중의 하나는 거대 운석과의 충돌이다. 운석 충돌에 따른 엄청난 에너지가 지각파도를 

일으키며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종시키고 심지어 바다까지도 증발시켜버려 지상의 생명체를 

모두 소멸시킨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지구는 그러한 멸종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생명의 행성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비밀은 지하 깊은 곳에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관심을 끈다. 운석충돌의 엄

청난 에너지도 지하 2km 이상의 깊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

이다. 어떤 연유로 지하로 흘러든 생명체가 지상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다시 지상의 생명번성

활동을 거듭하여 오늘의 지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터널·지하공간을 다루는 엔지니어, 도시 공학

자, 방재 전문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떠도는 북한의 서울 핵공격 시뮬레이션에서는 순식간에 

백만 명 이상의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가공할 만한 피해를 예견하고 있다. 새삼, 인류의, 

대한민국의, 서울의 대피공간(shelter)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공간을 쉘터

(Shelter, 피난처, 보호소)로 떠올리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다.

 이쯤에서 도시의 터널·지하공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고찰해보고, 지속가능한 지하공간활용 방법을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현실적인 터널·지하공간개발 기술의 제약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할 것이다.

               

2. 지하공간의 의미와 도시지하공간 활용의 의의

 지구 생태계에서 성공적으로 생명을 유지해 온 개미는 아마도 지상과 지하공간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

해온 생물중의 하나일 것이다. 앞으로 지구에 어떠한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그들의 지하영역만은 쉽게 

손상될 것 같지 않다. 두더지(mole), 오소리(badger), 진흙새우(mud shrimp) 들은 모두 매우 우수한 

자연친화적 지하공간 건설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두더지는 앞발로 굴착하고, 

》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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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된 흙을 옆으로 다져 벽을 만들어 공간을 확보한다. 이들은 굴착한 흙을 지지부재로 활용하는 

효율적인 건설을 하고 있다. 이는 TBM(Tunnel Boring Machine)이라는 굴착기계와 세그먼트

(segment)라는 콘크리트 부재로 터널벽면을 조성하는 인간의 건설행위와 매우 유사하다. 

 아프리카 흰개미는 보다 발전된 터널·지하공간 이용기술을 보여준다. 이들은 지반의 둔덕에 복잡한 

미로로 구성된 터널식 주거지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자연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둔덕의 상부

공기가 하부보다 빠르게 이동하므로 압력차이로 인해 아래쪽에서 흡입된 공기가 위로 빨려나오게 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공급뿐 아니라 습도조절도 가능하다. 흰개미의 환기 원리는 현대 기계공학의 환기

원리를 집약해 놓은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자연계 생명체들이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생명을 지속해온 

사실은 지하공간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생명체들의 지하공간 환기원리

(The animal construction, Hunterian Musium and Art Gallery, 1999)

 북한의 핵실험은 그 자체가 너무 큰 이슈인 나머지 실험 위치가 ‘지하의 터널’이라는 사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핵실험의 파괴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하 수백 미터에서 실험이 이루

어졌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지상의 어떤 위험도 지하공간을 이용하면 

차단이 가능함을 입증한 것이다. 봄베이 베수비오스 화산폭발 시 유일하게 손상 없이 견뎌낸 구조물도 

돔형 지하구조물이다. 수세기를 견디어온 지하 동굴도 모두 아치 형태라는 사실은 지하공간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해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이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시의 가용 토지 부족문제가 심화되어 왔다. 어렵게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주민의 반대로 공공시설의 설치가 난항을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용토지의 

확대와 기피 혹은 비선호시설의 공간확보의 유일한 대안은 현재로선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도시

지역에서의 지하공간 이용은 크게 도시기반시설 공간, 생활편의 시설 공간, 그리고 시민 비선호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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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 지하 도시기반시설로 지하도로와 지하철을 들 수 있다. 

생활편의 지하시설은 지하철 환승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지하상가, 지하스포츠시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혐오시설의 지하화는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시민의 기피시설을 

지하에 둠으로써 부족한 지상공간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지상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3. 도시 지하공간의 활용한계와 극복방안

 1991년 12월 5일 동경의 도시지하이용 국제회의에서 ‘도시지하이용 동경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지하공간은 도시정비를 위한 뉴프런티어 공간자원으로 이용 ▴지상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하공간을 활용 ▴지상·지하 그리고 공공용지와 사유지를 일체로 한 종합적인 도시

(국토)계획 ▴사유지 지하의 공공이용 우선원칙을 담고 있다. 

 도시 지하공간은 빠른 이동을 위한 교통시설, 혐오시설의 지하화, 지상토지 한계의 극복과 같은 목적

으로 점유되어왔다. 문제는 지하공간의 난개발이다. 기존의 지하공간 시설들이 점적 개발에 그쳐 향후

계획에 제약이 되거나 위치 부적정, 지상토지 이용과의 부조화, 인접시설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지하공간은 지하철과 전력,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 라이프 라인의 

중복건설에 따른 무질서가 심각하다. 후에 건설되는 것이 앞에 건설된 것을 피해가는 무계획적 개발로 

지하시설의 상호 간섭은 물론 향후 지하공간 이용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지하개발을 통제·조정하는 체계적인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하공간시설의 관리주체가 상이하므로 문제가 있어도 책임소재가 분명치 못하다. 지하공간을 계획적

으로 이용하거나 지하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일을 누가 책임지고 맡아야 할 것인지 규정도 미흡하다. 

지상계획이 지하설계를 책임진 사람과 관계없이 이루어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계획이 

서로 상충됨으로 인해 상호 간섭과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지상계획과 지하계획의 통합조정을 꾀하며 장래도시개발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하시설을 통합 

계획 및 관리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이나 정책을 통한 고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방재대책을 포함한 지하공간의 기술적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지하공간과 관련한 천성산 민원, 사패산 민원 등을 깊이 살펴보면, 결국 지하수 

제어, 굴착진동 관리 등 기술적인 문제로 귀착된다. 

 무엇보다도 지하공간 이용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안전 문제에서 나온다. 폐쇄된 공간으로서 진출입 

동선이 제약되므로 사고나 화재 발생 시 큰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몽블랑 터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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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지하공간 화재사고는 지하시설의 안전에 대한 대중적 불안감을 야기하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십 수 년 전의 시설기준에 따라 지어지고 열화되어 온 시설이다. 현재의 강화된 지하시설 

기준은 고층건물에 대하여 안심하는 만큼 강화되고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비행기나 우주왕복선 같은 

현대의 복잡하고 정교하며 안전성이 높은 기계장치를 오작동 없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기술적 성취는 

전력, 상하수, 환기, 출입 등의 기반설비만을 필요로 하는 지하공간의 안전성이 지상수준으로 관리 

가능함을 의미한다.  

 터널, 지하공간 건설로 흔히 지적되는 또 다른 문제는 지하수환경 영향이다. 이 문제는 건설 공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야기될 수는 있으나 지하공간구조를 수압을 받는 비배수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얼마

든지 피해갈 수 있다. 환경문제가 제로섬 게임이라 하더라도, 터널은 공간구조상 오염물의 관리가 가능

하다는 이점이 있다.(흡연이 규제 대상인 것은 그 피해가 제3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터널공간은 

오염물을 비점(non-point)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터널은 환경관점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건설비만 고려하면 지하구조물 건설비가 지상보다 여전히 비싸다. 하지만 건설규모가 커지거나 

굴착기계 사용부분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줄어든다. 그러나 건설은 생애주기비용(LCC, LifeCycle 

Cost) 개념으로 따져 보아야 하는 데, 이 경우 지하공간시설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지하공간의 입지에 따른 선택적 비교우위를 고려할 수 있고, 지상과 연계 개발 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므로 비용의 문제는 계획의 효율성으로 극복가능하다.

4. 터널·지하공간 건설사업의 활성화 방안

 이제까지 제기된 지하공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분명해지는 경우 정책적 선호대안으로 

훨씬 매력이 커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공간을 다기능 인프라로 건설하는 방안과 지하시설 건설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관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지하공간 활용을 높이는데 다

양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4.1 인프라 수준의 업그레이드

 정책 입안자로서 공공목적상 불가피한 시설이라도 비선호시설에 대한 투자결정이 용이하지 않을 것

이다. 우선, 예산확보를 위한 우호환경 조성이 쉽지 않고,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당장의 반대민원을 

극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다기능 지하공간시설 건설이라는 전략적 접근이 하나의 대안 

일 수 있다. ‘다기능’이란 한 개의 기반시설을 2개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당~동작간 지하도로 겸용 수로 터널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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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배수로+도로’ 겸용 SMART터널 프로젝트의 예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의 건설은 두 개 인프라 건설비를 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의 인프라 건설에 있어 친환경 개념과 함께 중요한 이슈는 회복력(resilience)을 갖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이다. 지하공간개발은 한번 이루어지면 이를 수정하거나 되돌리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기능시설은 

미래를 꿰는 마스터 플랜에 기반한 계획으로만 가능하고, 다기능 기준을 한 개의 시설에 적용하는 고도의 

설계능력이 요구된다.

[그림 2] 터널·지하공간의 미래코드

4.2 터널·지하건설공사 추진체계의 개선

 일반적으로 지하지반공사는 지상보다 훨씬 더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지하공사에서 지반 불확실성

으로 인한 리스크는 작업의 추진과 함께 조사가 계속 더해지면서 감소한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지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의 관리가 터널·지하

공간 건설사업추진의 최대 관건이다. 지하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의 리스크를 

계약자가 안고 있다. 땅을 전부 파서 확인하지 않고서야 알 수 없으니, 이렇게 지반의 불확실성을 모

두 계약자에 떠넘기는 것은 우월적 지위의 행사라 할 수 밖에 없다. 누구나 갑도, 을도 될 수 있으

므로 합리적인 틀에서 리스크를 분담할 때 양질의 목적물이 생산될 것이다.

[그림 3] 사업추진과정에 따른 지반공사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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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파악에 한계가 있는 불확실성을 어느 일방에 부담시키는 리스크가 계속되는 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터널·지하공간시설을 건설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하건설의 바람직한 리스크 분담(share)은 

무엇일까? 기술적으로 가능한 설계능력, 시공능력이 상당부분을 공유(share)하고 그래도 남는 리스크는 

시스템(불확실성을 고려한 면책, 책임한계 등의 제도적 설정)이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기술적 능력의 부족이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리스크는 어디까지나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나, 지반 불확실성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리스크는 이를 합리적으로 분산시키는 행정시스

템이 필요하다.

 몇 공의 시추조사결과로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지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설계와 현장 차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다툼과 현장 운영의 비효율

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몇 개의 시추공으로 상세설계도를 제시하는 현재의 설계의 불합리부터 

개선하여야 한다. 터널설계의 원리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지반에 따라 지보(timbering)를 결정토록 하

는데,  이는 기술구현 체계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설계도로 비용을 산정하고, 

그 때문에 절약해도 될 비용을 절약하기 어렵고, 취약지반의 보강도 쉽지 않다는 사실은 기술자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림 5] 건설공사의 리스크 분담방안 

 따라서, 지하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순차적인 설계-시공 시스템을 최소한의 기본설계 후 설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에서 확인되는 지반조건에 따라 설계를 확정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이다. 이는 결국 지반의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사관리체계가 될 것이며, 시스템 경직

성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하공사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술자의 훈련도 필요하다. 기술자의 양성은 자격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나 이는 또 다른 규제일 수 있으므로 이의 대안으로서 기술교육을 생각할 수 있다. 터널

사고의 예방과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이수자에 한해 주요 공종에 참여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사업추진시스템의 개선과 교육참여제의 도입은 설계와 현장을 모두 경험하는 유능한 기술자를 

양성하여 양질의 목적물 생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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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터널설계의 잠정설계와 확정설계

5. 맺음말

 출퇴근길의 길고 긴 지하철 환승 통로를 걸을 때마다 종합계획 없는 지하공간개발이 보다 효율적인 

지하공간이용의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음을 발로 느끼게 된다. 지하공간은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공간자원이다. 지하공간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인프라 

개념의 정립, 불확실성을 감안한 리스크 분담제도의 도입, 그리고 안전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터널지하

공간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로써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비춰진 이제

까지의 지하공간 개발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하공간에 대한 철학과 개발원리 그리고 친환경 지속가능 개념을 

도입하는 지하공간 이용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터널공사는 좁은 지하공간, 즉 ‘막장(face)’에서 모든 암판정, 굴착, 지보설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

된다. 멈춘 막장은 자립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비윤리적, 부도덕한 드라마의 수식어로 흔히 사용되는 

‘막장’은 이제 더 이상 터널 막장과 동일시하기 어렵다. 터널의 ‘막장’은 터널기술자에게 순발력인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공간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안전이 유지되는 장소이다. 이제 많은 막장이 고도의 

탐지능력을 갖춘 기계장비로 대체되고 있다. 막장이야 말로 눈으로 확인되는 터널의 ‘굴착현장’으로서 

전문가의 기술적 순발력과 판단이 요구되는 매우 다이나믹한 공간이다. ‘막장’이 안전할 때, ‘막장작

업자’가 기술적 확신 속에 보람을 가질 때 우리의 터널·지하공간 기술은 최고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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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3단계 6.3km 전 구간 조성 완료

 서울시는 경의선철도 폐선 부지를 녹색의 선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의선숲길’ 도시재생사업의 

마지막 3단계 구간(와우교·신수동·원효로 총 

1,446m)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 21일(토)에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이로써, 2011년부터 시작된 ‘경의선숲길’ 전 구간 

총 6.3km(용산구 문화체육센터 ~ 마포구 가좌

역)가 조성 완료되었다.

 ‘경의선숲길’ 프로젝트는 ‘05년 지하화를 시작한 

경의선 상부 유휴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무상 제공하고 시가 공사비 총 457억 원을 투입, 

총 면적 10만2,008㎡를 대규모 녹지이자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프로젝트이다. 

 특히, 시는 공원 운영의 패러다임을 기존 관 

주도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 경의선숲길을 서울

시 최초로 시민 주도로 운영되는 공원으로 만든

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의선숲길 운영을 

담당하는 ‘경의선숲길 지역 협의체’가 21일 발족

하였다.

 이번에 추가 개방되는 ‘경의선숲길’ 3단계 구간은 

①와우교 구간(366m) ②신수동 구간(390m) ③

원효로 구간(690m)이다. 

 와우교 구간은 신촌과 홍대 사이에 위치하며, 

홍대지역의 예술·공연 문화와의 연계를 위해 공연

마당과 다목적 소광장이 별도로 조성되고 기찻

길이 곧 일상공간이었던 창전동 지역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기찻길과 역무원, 아기를 업은 

엄마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되었다.

<와우교 구간>

 신수동 구간은 아현동과 공덕동을 지나 마포를 

통해 한강으로 합류했던 일제강점기 인공하천인 

‘선통물천’(’93년 지하화)의 옛 기억을 재현하기 

위해 그동안 하수도로 버려지던 공항철도 서강

역사 지하수를 활용해 실개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대표적 특징이다. 서강대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과 지역 커뮤니티가 긴밀히 교류할 

수 있는 넓은 잔디마당, ’12년 개장한 대흥동 구

간과 연계해 레일가든, 소광장, 다목적 광장이 

만들어졌다. 경의·중앙선 1번 출구와 연결돼 접

근도 편리하다.

 원효로 구간은 구)용산구청 사거리 인근에 위

치하며, 경의선 철도 지하화가 시작된 곳이라는 

상징성을 살려 옛 화차와 1906년 개통된 옛 경

의선에 대한 설명을 담은 히스토리월(History 

Wall) 등이 설치됐다.

 〔공원조성과 (02)2133-2061〕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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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착수

 서울시가 노후화가 누적된 서울의 도로포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방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상시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국내 최초로 

실시한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차도관리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교량, 터널, 하천 복개구조물 등 

구조물에만 적용되는 법정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차도관리에도 적용하고 도로포장 분야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 · 예방적 

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체계적인 관리계획으로 

향후 10년간 노후 포장도로를 연차별로 집중정비

하고, 신규 포장을 대상으로는 예방적 유지보수

기법을 도입하는 등 도로포장 전체 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포장의 공용수명을 연장시

키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시 전역의 도로 노선·

종류 · 시설 · 재질별 포장 DB구축 등을 포함한 

정확한 관리현황을 조사하고, 포장의 파손 뿐 아니라 

포장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만의 특색을 반영하여 도로포장에 

대한 5년, 10년, 30년 단위 중장기 관리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에게 제공할 도로포장 서비스 수준, 

재정비 목표주기, 유지보수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유지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도로포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노후된 포장도로의 

조사 및 정비계획 뿐만 아니라 포장면의 단차

(굴착복구로 인한 요철 등) 평탄성 등을 개선하여 

도로 이용시민이 매끄러운(smooth) 상태로 안전

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사회 환경에 미치는 간접비용까지도 절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관리과 (02)2133-8155〕

강남순환도로 민자구간 7.3(일) 개통

 서울시는 강남순환도로 전체 구간 중 1단계로 

금천구 독산동과 서초구 우면동간 왕복 6~8차로, 

연장 12.4km의 민자구간을 5.19(목) 준공하고, 

시운전 기간을 거쳐 7.3(일) 우선 개통한다.

* 강남순환도로는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서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22.9km의 왕복 6~8차로의 도시고속화도로임

 민자구간에는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에 

각각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고, 거리요금이 아닌 

영업소당 요금을 적용한다. 영업소당 통행료는 

일반승용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기준 1,600원

을 징수할 예정이며, 17인승 이상의 버스 등을 

포함한 중형자동차 기준 2,800원을 징수할 예정

이다.(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10톤이상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은 제한)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되면 남부순환로에 집중된 

동서방향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서울 서남부와 

동남부 지역간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최소 30분 

이상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남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주변 남북방향 

도로의 교통량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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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관부서 및 교통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강남순환도로 중 

금번 준공에서 제외되는 재정구간은 2018년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로계획과 (02)2133-8073〕

영동대로 지하에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구상(안)을 완료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2012년, 코엑스~

삼성역~현대차GBC 구간에 국내 처음으로 선보

이는 입체적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대규모 지하

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이번 기본구상 용역에서 잠실 MICE 단지, 

현대차 GBC, 코엑스, 세텍(SETEC)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적, 체계적인 개발구상 마련 

▴장기간․대규모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 

▴중복 투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동남권 교통 HUB - 통합철도역사, 지하버스환승

센터, 공항터미널 등 배치>

 이번 기본구상 대상이 된 구간은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까지 연장 630m, 폭 70m, 깊이 

51m(지하 6층)로 건축 연면적 약 16만㎡의 국내 

지하공간 개발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곳에 ①통합철도역사 ②지하버스환승센터 ③

도심공항터미널 ④주차장 ⑤상업· 공공문화시설 

등 복합적 기능의 공공 인프라가 들어서게 된다. 

 먼저, 철도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
KTX 동북부 연장 ▴GTX-A ▴ GTX-C ▴ 남부

광역급행철도 ▴ 위례~신사선 등 삼성역을 경유

하는 6개 노선 역사가 통합 건설된다. 시는 현재 

삼성․봉은사역 간 환승거리, 공간활용 효율성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최적의 통합역사 조성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 버스 이용객이 1일 5만 명에서 향후 

1일 18만 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영동대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버스와 철도 간 

환승 및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편의 등을 고려

하여 지하2층에 ‘버스환승센터’를 설치함은 물론 

영동대로와 테헤란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글로벌비즈니스센터, MICE 단지 연계 

등 국제 비즈니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천 ․김포 

공항과 직결되는 공항철도, 공항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코엑스 내부에 있는 '도심

공항터미널'을 영동대로 지하로 옮길 방침이다.

 그밖에 ‘주차장’은 탄천변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코엑스․현대차 GBC 등 주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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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해 대형차 중심의 

적정 수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하 6층… 코엑스 ‧ 현대차GBC 연결시 잠실

야구장 30배 규모 지하도시>

 ‘상업·공공문화시설’로서 코엑스몰과 새로 조성될 

GBC쇼핑몰까지 모두 지하로 연결되면,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One-Stop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잠실야구장 30배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지하 

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이곳 지상부는 코엑스, 현대차 GBC를 공간 ․ 
기능적으로 연결하고 지상과 지하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영동대로의 

지상과 지하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에 이르는 보행축을 구성한다.

 특히, 통합역사의 경우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하 

최하층까지 오픈된 공간계획을 구상하여 자연채

광은 물론 통풍과 환기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이고, 

24시간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17년말 가시설 및 토공 우선 착공, '21년 말까지 

준공 목표>

 서울시는 5월부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동시에 타당성 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연말  '광역복합

환승센터 지정'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 다음 내년 상반기 국제설계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17년 12월 

우선 시공분(가시설 및 토공)에 대해 공사 착공에 

들어가 현대 GBC건물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21년 말까지 삼성~동탄광역철도 구간을 우선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 중 시 약 5천억원 부담…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등 활용 부담 완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조 1,691억 원, 市 부담분은 약 

5,069억 원으로 추정되며 시비 부담분은 현대차 

GBC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와 교통개선대책부담

금을 투입해 市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 총괄,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 추

진… 국토부, 강남구 등과 협의체 구성>

 이번 통합개발은 서울과 수도권 간 광역적 대중

교통체계구축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통합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총괄하되, 철도 통합역사, 

버스환승센터, 공항터미널, 기타 상업․문화 등 지하 

공간 전반에 대한 공사는 서울시가 맡으며, 삼성~

동탄 등 광역철도 궤도를 비롯한 시스템 분야 

공사는 국토부(한국철도시설공단)가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만간 철도시설 사업추진 

주체, 사업비 분담 등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꾸려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1일 약 58만 명 이용, 국내 철도역 중 이용객 

최대 전망>

 통합역사 전체가 개통되면 이용객 수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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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서울역 이용객(32만 명)의 1.3배 수준인 

40만여 명, 버스 승객(18만명/일)까지 포함하면 

58만여 명에 달해, 영동대로 삼성역일대가 국내 

최대의 대중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시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통합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 6개 노선 통합

시공에 합의를 이룸으로써 교통혼잡 ․ 시민불편

해소, 사업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정책과 (02)2133-2238〕

탄천·한강변 수변공간조성 기본계획 착수

 서울시가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잠실운동장 일대 탄천·

한강변 수변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그동안 도로로 인해 단절되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잠실

운동장 인근 수변공간을, 높아진 시민수요를 충족

하고 수변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지속가능한 

친수공간 조성(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인접도로를 지하화하여 한강, 탄

천으로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연생태거점 

복원과 함께 여가 문화기능이 포함된 복합공간 

조성(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다양한 수변

활동 체험을 하고 쉬어갈 문화·여가공간이 마련

될 것이며,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자연생태, 수변

명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용역은 6월 중에 시작하며,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 및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시민들의 

접근성과 보행축, 탄천의 수리적 특성 및 생태자

원, 재해대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기본계획

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남권조성반 (02)2133-8258〕

장안평 중고차시장, 신성장 산업육성으로 재생

 1979년 문을 연 이후 연 1만 대 이상의 중고

차가 거래되며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자리했지만 시설이 노후화하고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정체됐던 장안평 일대 50만 8,390㎡

가 2021년 국내 유일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거점

으로 변신한다.

 지난 40년간 축적된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바탕

으로 중고차 ‘매매’, ‘부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성장 산업인 튜닝산업과 재제조산업(중고부품 

리사이클링)을 지역 내에 새롭게 육성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메카로 재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낡고 협소한 매매센터와 부품상가는 

정비사업을 통해 현대화한다. 또, 기존의 영세 

정비업체들이 최근 각광받는 튜닝산업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튜닝산업의 거점기반을 새로 조성

하고 신성장 재제조산업 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의 

‘재제조 혁신센터’를 건립한다.

 서울시는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일대에 대한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하고,  

‘지역산업 지원’ ‘지역산업 현대화’ ‘수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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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문화개선’을 4대 목표로 ①매매 ②정비·

튜닝 ③부품 ④재제조의 4개 산업 분야별로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하고, 2020년까지 시비 200여억 원, 민간투자 

5,300억 원, 중앙부처 42억 원(예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활성화과 (02)2133-4633370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제도의 

불법하도급 방지체계를 개선하고 운영과정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하고 5월 27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을 한 자를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하도급 방지체

계 개선

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

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

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또

는 정밀안전진단업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

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

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이 개정(법률 제13799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공표와 교육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6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5조의 3)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실

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

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

록 하고, 이 경우 공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공표대상자의 의견청취 기한을 정함

나.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위탁(안 제27조의2제1항)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 권한 조정(안 제29조제3항)

    현행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

고 있는 실태점검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된 과

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

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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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물의 범위 정비(안 별표1)

    다중이 이용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를 명확

히 하고, 배수펌프장과 연계된 수문 및 통문

을 배수펌프장으로 통합함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정비(안 

별표2의4)

    안 별표1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정비함

바.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4)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

과에 따른 시정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

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근거 조항을 정비함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시행을 위한 방

법과 절차 등을 마련

나.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

험이 있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 등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시행(「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신

설, 2014.8.7.)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 정비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기적 신고제도와 포괄대금지급

보증제 폐지, 계약추정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015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건설공사 하

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를 구두로 지시한 경우 추가 공사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한 

경우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시행령안 제25조의2~제25조의4)

나. 건설공사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시 각

각 통보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

약 통보를 일원화 (시행령안 제32조)

다. 하도급계획서 제출시기를 입찰시로 한정함에 

따라 입찰시 하도급계획서에 하도급예정금액

을 포함하도록 규정 (시행령안 제34조의2)

라. 경영실태 조사 대상을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한정하여 조사에 따른 서류제출 등 

재정적․행정적 부담 완화 (시행령안 제45조)

마. 육아휴직자의 근로기간 연속성 확보 및 출산

장려 등을 위해서 육아휴직자로 인한 기술

인력 부족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 

(시행령안 제79조의2)

바.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완화(실무경력 5년

→3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확대 및 

현장기능인의 권익 보장 (시행령안 별표2)

사. 행정처분 감경(가중)사유 명확화, 하도급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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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장 통보 서식 개정을 통한 업계 부

담 완화 및 행정력 낭비 예방(시행령안 별

표6,7 서식 제17호의2)

아. 건설업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시행령안 

제12조의5), 건설업 교육에 필요사항 등 규

정(시행규칙안 제10조의4)

자.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 (시행규칙안 별표5) 등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4〕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BF 인증제도 시행지침」 등을 적용하는 등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18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신설역사는 「BF 인증제

도 시행지침」 에 따라 인증의 등급 중 ‘우수 

등급’에 준하도록 설치(안 제56조제5항, 안 

제116조의3제1항)

 - 승강장 노대와 계단은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

용(안 제57조제5호 및 제9호, 제58조제12호 

및 안 제116조의3제2항)

나. 화재를 대비하여 승강장 등의 구조물 마감재

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안 제

61조제2항 및 제3항)

다. 정밀안전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철도안전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

춘 철도안전전문기관 또는 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안 제115조제1항)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26〕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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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차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강북지역) 실시설계심의

○ 램프설치에 따른 동선체계 변경과 통행시간 

변경내용을 첨두시와 비첨두시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계도서에 수록할 것

○ 홍수여유고를 만족하지 못하는 설계내용에 대

하여 국토관리청과의 협의결과(문서 등)를 수록

하고, 시공단계에서 홍수위 발생시 대책, 부유물 

충격 등 예상할 수 있는 조건을 면밀히 검토

하여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 시추조사결과 파쇄대로 확인된 구간은 근입부 

암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시공단계 시추조사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반조사값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 확장에 따른 기존 교량의 안전성 검토는 기존

교량(캔틸레버부 등) 상태에 대한 최근자료 

등을 확인하여 재료의 성능저하 여부를 반영

하여 검토할 것

○ 상부공 가설시 방호벽 설치, 장비 진입 등에 

따른 유의사항과 시공순서를 설계도면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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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에 명기할 것

○ 포장재료는 향후 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량 

생산 가능여부 등 유지보수성과 경제성을 고려

하여 선정할 것

■ 제59차 한강함상공원 조성사업 제안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의 경제성(VE)검토 추가 제시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서울특별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가이드 라인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실시

○ 설계지침 추가 제시할 것

  -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출입문 및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 기존 함정의 안전검토 뿐 아니라 함정 내부 

골조 변경공사 시에 반드시 관계전문가에 

의한 구조안전 필요

  - 퇴역 함정의 예인방법과 함정 통과시 기존 

교량과의 충돌 및 간섭여부를 검토하기 위

하여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에 대하여 수로 폭, 수심, 하상 표고, 

교량 형하고, 교대, 교각 간격, 하부공 구조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

  - 경인아라뱃길의 서해갑문과 김포갑문에 대한 

함정 통과 및 예인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를 수행

  - 조경수목은 안정성, 친환경성, 기능성, 경제

성을 기본으로 각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수

종을 선정하고, 주변과 연계하여 시각적인 

균형이 조화로운 조경을 계획

■ 제60차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용역발주심의

○ 서울시 특성상 높은 포장율로 인해 고농도의 

강우유출수(비점오염원) 처리가 가능한 기술

요소 고려가 필요하므로 금회 용역시 강우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처리의 적정방안에 대한 표준

모델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투수성 포

장재 도입시 초기우수 중 중금속, 유지류 등의 

토양잔류 거동조사 포함)

○ 도시공원시설별 물순환 체계 적용방안 마련할 것

  -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

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도시농업시설 

등 도시공원 시설별로 적용 가능한 물순환 

시스템 도출 및 적용방안 마련

  -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단계별 적용방안 마련

○ 모니터링 대상지 물순환 시설 효과 분석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

  - 수질관리 효과(비점오염원 저감 등)

  - 침투(유출저감) 및 증발산 효과

  - 대체수자원(빗물저류) 이용효과 등

■ 제61차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심의

○ 지속적인 점검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부분

(취약부재)에 구조물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매뉴얼을 제시할 것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보완

  - 측정장비와 관련된 자료는 사용장비명, 모델명 

외에 추가로 규격, 고유번호, 검 ‧교정일자 및 

기관 합격여부 등을 포함한 서류추가 할 것

○ 향후 동일위치에서의 시험결과를 누적관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장비 제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도면화 및 위치별 사진, 측정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지관리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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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현재까지의 보수, 보강 이력을 정리하고, 각 

위치별, 부재별로 구분하여 손상 내용(균열, 

누수, 단면보수, 보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된 공법과 재발생 여부 및 추가결함 발생

여부를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62차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극장 조성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개방 내용 추가 제시

  - 휴일·야간 개방시설과 미 개방시설에 대한 

동선 및 시설 분리

  -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 설비시설은 휴일·야간 개방시설 이용자를 위한 

냉·난방, 환기, 음향 등 설비 계획과 에너지 

효율을 위한 이용 실별 독립된 냉·난방, 조명 

등 시설별 조닝(Zoning)

○ 설계지침 추가 제시

  - 광화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공연장으로의 

연결통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 화재발생시 피난동

선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피난시 유효대책을 

수립하고 피난경로상 요소 중 관객의 피난에 

부적합하고 미흡한 부분을 사전 인지하여 

피난 기준시간 내에 피난 완료하도록 평면

계획한다.

  - 무대 상부의 소화설비계획은 일제 개방형 밸

브를 존별로 구획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중첩

되도록 계획한다.

  - 조명설비는 높이, 면적, 등기구 등에 따라 

반사에 의한 조명 세기가 문제가 되므로 눈

부심 등을 고려한 조도에 대한 세기 시뮬레

이션 후 시방서에 명시하여 사용자들의 시력

보호 및 안정감,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한다.

  - 수종은 가능한 본 시설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수종, 수형 및 규격으로 하되 

기존 식재수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제63차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설계심의

○ 방풍벽의 기능, 안정성,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도입 

필요시 형식 선정에 따른 비교 검토표를 보

고서에 추가하고, 재질, 규격, 기초 등 세부 

계획도면 작성)

○ 녹지연결로 상부 토심이 60~120cm로 계획된 

구간에 키큰나무(소나무,산벚나무 등) 적용여부 

재검토

○ 야생동물 이동로와 보행자 이동로에 작용하는 

하중이 상이하여 항시 편심하중을 받는 구조

물로 되어 있는 바, 연결로에 편심하중이 작용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바람

○ 강관 주구조 내부의 유지관리 계획, 쉬트방수 

손상시 강재내 노면수 침투로 인한 부식의 

보수·보강 계획, 단부 신축이음부 누수방지 

계획 등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을 검토할 것

○ 가벤트+크레인 공법의 선정은 안전성에서 유

리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부부재의 현장용접 

접합계획에 따른 가설 작업공간 확보, 가벤트 

설치 및 상부부재 조립방안, 하부도로의 교

통처리계획 수립 필요함

○ 장경간 아치교는 지지력 및 침하에 민감한 

교량인데 탄성파 탐사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실시설계시에는 충분한 지반조사가 될 수 있

도록 보고서 또는 도면에 표기하여 안전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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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검토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평

사투영해석결과 평면·전도·쐐기 파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교대A2(인왕산) 주변에 

대한 보강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제64차 진접선차량기지 건설공사 기본설계심의

○ 지축차량기지의 과다 정비물량 해소 및 정비 

차량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진접선차량기지

내 정비(중수선)공장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면

밀히 검토하여 유지관리기관과 협의할 것

○ 차륜찰상검사장치는 차량기지보다 서울메트로

의 2호선 을지로입구에 설치된 것과 같이 4호

선 본선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

○ 노원역 입고선 철거구간 중 일부 교각 존치

구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것

 - 기본설계 VE(VE보고서 p.100)시 기존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원역 입고선 철거구간 

중 일부구간(L=211.5m) 교각을 존치토록 하였

으나

 - 기존구조물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제고 및 교각 하부 부분철거 시공성 등을 고려

하여 교각 존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실시

할 것

■ 제65차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잔재물(비산재, 바닥재 등)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실질

적인 참여방안 등을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견과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할 때 각 구별로 예측

하고, 시설별 2차 환경오염(대기, 수질, 폐기물) 

최소화 방안을 제시할 것

○ 자원회수시설별 각종 수익사업 및 편익시설 

등 육성방안을 검토하고, 자원회수시설 이전 

신설 계획 시 사업부지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

■ 제66차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단기대책(관로부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기본계획 검토 내용 추가 

  - 본 사업은 사당천 유역 배수개선 기본계획 

등 방재시설 확충(2013.2)의 단기 대책을 

기준으로 발주한 사업으로 먼저 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기본계

획 검토 내용을 추가 제시할 것 

○ 교통처리계획 수립 

  - 하수관로 (D1000m/m, 1@1.5X1.5, 2@ 

1.5X1.5)와 게이트 펌프(4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당, 이수역 주변이 상가, 사무실 

등 교통이 혼잡하므로 교통처리 계획 상세도 

작성할 것 

○ 방재성능 목표 제시

  - ○○년 빈도 및 ○○○mm/1hr 강우에 침수 

예방이 가능한지 명확히 표현할 것

  - 기존 관거의 침수 위험 및 통수능력 검토 

결과 제시할 것

  - 강우강도식 및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것

  - 최근 강우사상을 반영한 강우와 면밀한 수문

분석을 통한 확률강우량 및 우수유출량(홍

수량)을 산정할 것

  - 본 사업에서 적용 홍수량은 사업의 규모 및 

예산, 사업 후 설계홍수량에 대한 침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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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등 중요한 요소이므로 금회 홍수량 산

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

■ 제67차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사업 설계심의

○ 벽천의 옹벽 구조물과 인조암 설치로 인한 구

조물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지양하고 우수시 

낮아진 벽천 지반으로 인해 배수 불량이 없도

록 할 것

○ 철길 차폐구간에 스트로브잣나무 2열 식재 구

간은 건너편 아파트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2～3곳 낙엽활엽교목 식재를 검토할 것

○ 건축물은 재료 및 색상, 가로시설물, 조명계획 

등 실질적인 색상 및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상세도면을 보완 할 것

○ 벽천 구조물의 동절기 경관성 제고 등 활용방

안을 검토하고 혹서기 수목 유지관리를 위한 

관수계획을 시방서 또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반

영할 것

○ 투자심사 조건과 같이 시설물은 최소 설치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고 토지사용 권한 확보 등 필

요한 선행 절차를 이행할 것

■ 제68차 서울메트로 2호선 당산철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자동계측시스템, 전기방식, 자동개폐기 유지관

리 활용 검토

 - 당산철교에 설치된 계측기 등이 노후되고 일부 

작동이 불량하며 구조물의 상태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불필요, 철거를 제시하였으나, 신규 교

량들의 계측기 설치 추세와 지하철교량 특성으

로 인한 상부 전기선로의 누전 가능성, 당초 

설계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지관리

에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 

○ 원인분석 및 비교검토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의

견을 제시할 것

 - 정모멘트 구간에서 중립축의 위치 분석 결과가 

위치별로 실측중립축과 이론 중립축의 편차

(+,-)가 일관되지 않고 다른 이유를 제시할 것

 - 전차 진단에 비해 거더 중앙부 응력값이 차이

가 나고 있는데 적용 하중 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를 제시할 것

○ 본선구간의 내부 강재 부식방지를 위한 조류유

입 방지망의 구체적인 설치방안(재질, 도면 등)

을 제시하고 접속구간(방지망 미제시)에 대하

여도 조류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 제시

할 것

■ 제71차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용역수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정량적 

특성 조사 및 분석”에 대한 구체적 과업내용을 

기술할 것

○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에 “설치광원의 색온도 

개선을 통한 빛공해 방지 검토”를 추가할 것

○ 내용적 범위에 해당하는 IoT기술 적용 시 얻을 

수 있는 해당 지역 빅데이터 (예 : 시간대별, 

구역별 에너지사용 현황 등) 활용방안 제시를 

추가할 것

○ 과업의 공간적 범위에 ‘장식조명’을 추가할 것

○ 계획되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에 빅데이터 활용

에 쓸 수 있는 데이터 수집 기능을 향후에 적

용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 과업내용에 현재 건축물 소유주 및 건축물 개

별 사업장의 소유주 모두와 협의 업무 진행(협

정서 작성업무 포함) 사항을 추가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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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공법(제778호)

(보호기간 : 2015. 11. 16. ～ 2020. 11. 1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일방향과 이방향 슬래브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중공슬래브 공법으로 T형 데크플레

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일방향: 발포

폴리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① 데크설치 ② 하부철근배근
③경량중공재+
고정장치 설치

④상부철근 배근 ⑤콘크리트 타설

 (일방향 보이드데크 슬래브 시공절차)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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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데크설치 ② 하부철근배근
③경량중공재+
고정장치 설치

④상부철근 배근 ⑤콘크리트 타설

(이방향 보이드데크 슬래브 시공절차)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비고

1 문정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포스코엔지니어링
2014.08~
2015.04

13,974㎡
-

(588,,000,000)
시공중

2 평택 안정리 오피스텔 신축 ㈜파라다이스글로벌
2013.09~
2014.04

28,689㎡
37,000,000,000
(1,067,000,000)

준공

3 남양주 백병원 신축 KD종합건설㈜
2013.04~
2013.12

5,132㎡
-

(202,400,000)
준공

4
잘만테크 석수 스마트타운신사옥 

신축
이화공영㈜ 

2013.04~
2013.11

13,907㎡
19,200,000,000
(600,000,000)

준공

5 한동 C-타워 신축 ㈜트래콘개발
2013.08~
2013.12

2,560㎡
-

(89,600,000)
준공

6 역삼동720-9 업무시설 신축 재진건설㈜ 
2013.07~
2013.11

1,450㎡
4,500,000,000
(49,000,000)

준공

7 역삼동708-32 업무시설 신축 장학건설㈜
2011.11~
2012.05

1,848㎡
5,170,000,000
(77,000,000)

준공

8 계룡대 헌병대, 해군군악대 신축 ㈜에스큐브
2012.09~
2013.08

872㎡
-

(27,204,780)
준공

9 천왕동 한빛교회 신축 후람종합건설㈜
2011.11~
2012.02

941㎡
-

(35,168,000)
준공

10 선바이오텍 전의산단 신축 ㈜누리건설
2011.09~
2011.11

5,861㎡
-

(238,000,000)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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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 건설시장은 건물의 장스팬/장수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도 리모델링이 용이한 장수명 건물에 관심을 갖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공법개발과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SH공사는 장스팬 무량판 아파트를 연간 

12,000호를 공급함으로써 주택,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로 중공슬래브가 확대 보급되고 있어 향후 

건설시장에서 이 기술의 적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기술은 기존 유사공법의 재래식 합판거푸집을 대신하여 T형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하고, 원

터치 방식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기존 유사 공법대비 1.0일의 공기단축 효과와 함께 3.2% 정

도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부 피복두께를 100mm로 하여 내화기준을 만족하는 당연 

내화구조로써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는 공법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기술은 장스팬 무량판 구조의 확대 보급과 맞물려 주택분야 및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등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유사 공법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안전성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으로써 앞으로 기존 라멘 공법을 대체하고 장스팬/장수명 건물에 활용이 가능한 

최적의 기술로 국내건설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기술과 유사한 중공슬래브 기술은 국내 및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건설시장에서의 적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국내 및 해외에서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 기술은 

기존 유사 공법과 달리 건설인력의 부족, 고령화 등의 건설시장변화에 적절한 탈현장 공법으로 

국내 및 해외 유사기술의 대체가 가능하며, 해외건설시장의 성장세와 더블어 기술의 수출증대 

및 기술료 수입의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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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 분 항    목 단위 단 가 구 분 항    목 단위 단 가

일방향

중공재

VD1-250(중공재 및 고정키) ㎡ 33,465 이방향

중공재

VD2-250(중공재 및 고정장치) ㎡ 33,490

VD1-300(중공재 및 고정키) ㎡ 39,584 VD2-280(중공재 및 고정장치) ㎡ 37,448

　 VD1-350(중공재 및 고정키) ㎡ 46,102 　 VD2-300(중공재 및 고정장치) ㎡ 39,510

　 VD1-400(중공재 및 고정키) ㎡ 52,366 　 VD2-350(중공재 및 고정장치) ㎡ 45,907

　 VD1-450(중공재 및 고정키) ㎡ 58,828 　 VD2-400(중공재 및 고정장치) ㎡ 52,280

　 VD1-500(중공재 및 고정키) ㎡ 64,999 　 VD2-450(중공재 및 고정장치) ㎡ 58,718

　 VD1-550(중공재 및 고정키) ㎡ 71,532 　 VD2-500(중공재 및 고정장치) ㎡ 64,975

　 VD1-600(중공재 및 고정키) ㎡ 77,690 　 VD2-550(중공재 및 고정장치) ㎡ 71,339

　
T형데크(0.8T)설치 ㎡ 27,268 　 VD2-600(중공재 및 고정장치) ㎡ 77,392

　 T형데크(0.8T)설치 ㎡ 27,268

  (2) 공사비

 구분 단위 
 단가

(단위:원) 

 ⓐ라멘조 
 ⓑ무량판

(유사중공슬래브) 
 ⓒ무량판(신기술) 

 수량  합계  수량  합계  수량  합계 

콘크리트 　  ㎥  73,506 301.90 22,191,461 322.50 23,705,685 322.50 23,705,685 

 철근 

 수평 D13  ton  1,136,952 34.80 39,565,930 18.30 20,806,222 18.30 20,806,222 

 수직HD22  ton  1,161,161 14.00 16,256,254 13.70 15,907,906 13.70 15,907,906 

 소계  ton  　 48.80 55,822,184 354.50 36,714,127 354.50 36,714,127 

 거푸집 

 보 ,슬래브
(합판) 

 ㎡  28,679 1,189.00  34,099,331 773.00 22,168,867 272.00 7,800,688 

 기둥/벽체
(유로폼) 

 ㎡  21,283 1,115.00  23,730,545 1,040.00 22,134,320 1,040.00 22,134,320 

 소계  ㎡  　 2,304.00  57,829,876 1,813.00 44,303,187 1,312.00 29,935,008 

 동바리 　  ㎡  2,600 760.00 1,976,000 760.00 1,976,000 760.00 1,976,000 

 데크  Deck   ㎡  27,267 　 0 　 0 501.00 13,660,767 

 중공재 

신기술  ㎡  37,802 　 0 　 0 501.00 18,938,802 

유사중공  ㎡  44,270 　 0 501.00 22,179,270 　 0 

 소계  ㎡  　 　 0 501.00 22,179,270 501.00 18,938,802 

 합        계 137,819,521  128,878,269  124,930,389  

단위면적당 공사비 181,341
169,577

(-11,765)
164,382

(-16,989)

공사비 절감률 100% 9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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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4) 유지관리비

      이 기술은 T형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시공 시 기존 유사 공법에 비하여 안전성과 정밀

도가 향상되고, 설계단계에서의 균열검토 및 철근보강과 공사단계에서의 균열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여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T형 데크

플레이트를 단순 거푸집으로만 활용함으로써 구조적으로 1.2~1.5배의 여력을 확보하여 사용 시 

사용하중에 의한 구조균열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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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은 기존 플랫슬래브에 비하여 CO2 배출량이 24~25% 낮으며, 유사 중공슬래브와는 비

슷한 배출량을 나타내고, 또한 재래식 거푸집을 대체하여 건설폐자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

공법이다. 이 기술은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경량충격음 1급, 중량충격음 3급)로 층간소음에 유리

하여 향후 주택시장에서의 주거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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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규산염계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 조리·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제779호)
(보호기간 : 2015. 12. 07. ～ 2020. 12. 0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표면특성의 개선효과를 지닌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한 후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규산염계 분체 복합형 자기수평성 친환경 조성물

(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신기술

(고성능친환경바닥재)

1공정 콘크리트 바탕면 정리

2공정 전용 프라이머 공정

3공정 고성능 레벨라이닝 공정

<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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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기술 바닥재(국외 B사 

U바닥재)
고성능 친환경 바닥재(신기술) 시험방법

내수성 - 부풀음, 변색 등 이상 없음(7일 후) KS F 4919

내열성 ⋅열전도율: 1.1W/m·K ⋅열전도율: 0.28W/m·K ASTM C 518-10

내약품성(내부식성) ⋅농황산(98%) 적하 시 검게 변색
⋅부풀음, 변색 등 이상없음

⋅농황산(98%) 적하 시 약간 변색
KS M ISO 2812-1

항균성(내곰팡이성) -
곰팡이에 의한 변색, 변형이 거의 

없음
KS M 6010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1 송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신축공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14. 10.∼11. 197㎡

2 빅마켓 일산 킨텍스점 신축공사 롯데쇼핑(주) ’14. 09.∼10. 214㎡

3 보령바이오파마 의약품 보관시설용 바닥재공사 보령바이오파마 ’14. 08. 1,950㎡

4 세종시 행정지원센터건립공사 전시동 4층 주방 바닥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 09.∼10. 369㎡

5 우송대 우송타워 502호 실습실 바닥재공사 우송대학교 ’13. 10.∼11. 120㎡

6
우송대학교 우송문화정보센터 내부마감 공사중 

주방바닥재공사
우송대학교 ’14. 02.∼03. 858㎡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각종 식품의 다양한 조리방식 보급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 냉동창고의 확대를 통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부합되는 위생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품질특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방, 조리실, 식음료 제조공장 및 냉장/냉동 창고 등과 

같은 구조물에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타 분야에서 요구되는 바닥재의 품질특성 및 사용 환경을 고려

하여 이에 대한 기술적 향상과 시공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화학, 제약, 기계공장 등의 타 분야의 바닥

재로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 28 -

구분
기존기술 바닥재(국외 B사 

U바닥재)
고성능 친환경 바닥재(신기술) 시험방법

미끄럼저항성 - 19BPN, 54BPN KS F 2375

내마모성 - 0.09㎎/㎟ ASTM D 4060

내충격성 - 이상 없음 KS F 4937

기계적

강도

압축 60.2N/㎟ 51.2N/㎟ KS F 4043

휨 15.8N/㎟ 22.1N/㎟ KS F 4043

인장 6.8N/㎟ 22.5N/㎟ KS F 3211

부착 콘크리트면 파괴 2.4N/㎟(밑판파괴) KS F 4937

저온안정성(내한성) -25℃에서 사용가능하다고 함 자체시험결과 –20℃에서 사용 가능함 -

시공용이성(흐름성) 흐름성 불량(고점성) 257㎜ KS F 4041

오염물질

방출시험

TVOC - 0.262㎎/㎡·h

KS F 4937Tolune - 0.003㎎/㎡·h

HCHO - ND

유해

중금속 

안정화

Pb - 불검출 KS M ISO 3856-1

Cd - 불검출 KS M ISO 3856-4

Hg - 불검출 KS M ISO 3856-7

Cr6+ - 불검출 KS M ISO 3856-5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국내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실내에 시공되는 바닥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에 따라 마감재의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일본과 같이 2009년 KS F 4937[주차장 바닥용 표면마감재]의 개정판

에서 내충격성, 부착성능, 수밀성능과 같은 마감재의 기본성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TVOC, 포름

알데히드, 톨루엔 등 환경유해물질의 방출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바닥재의 환경유해수준에 

대한 기준을 점차 규격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휘발성 유기용제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재의 접목 및 기존 유·무기계 바닥재의 품질 취약성을 개량

하여 향후 환경규제의 대응 및 우수한 품질을 보유한 대안 바닥재의 기술개발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외 유사 바닥재와는 차별화 된 친환경 소재의 적용, 소재의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바닥 

시공공법의 개발 등을 통해 현재 고가로 수입되는 폴리머우레탄레진몰탈 바닥재 대비 친환경성, 

품질 및 경제성을 동시 확보한 실용적인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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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국외 유사 바닥재 대비 2단계의 시공공정을 단축하여, 시공공정의 간소화를 유도함으로써 바닥

공사의 공기단축을 구현할 수 있으며, 시공공정의 간소화에 의한 노무비의 절감 등을 통해 국외 

유사 바닥재보다 경제적인 시공단가 저감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가격 비고

고성능친환경바닥재

(Ecocerazin-SLS)
5㎜ ㎡ 1 75,000원

  (2) 공사비

항목 국외 B사 U바닥재 (6T)
고성능 친환경 바닥재(신기술)

5T 6T

시공

단가

(원/㎡)

재료비 79,500원/㎡ 60,500원/㎡ 72,050원/㎡

노무비 18,200원/㎡ 14,500원/㎡ 16,048원/㎡

경비 1,300원/㎡ (별도 경비 없음)

합계 99,000원/㎡ 1) 75,000원/㎡ 2) 88,098원/㎡

경제성 100% 75.76% 88.99%

     1)월간물가자료 2015년 2월호,  2)(사)한국물가정보 2015년 11월호

  (3) 공사기간 

    동일한 바닥시공 조건에서 기존 기술(국외 B사 U바닥재)을 시공시는 4일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나 

신기술인 고성능 친환경바닥재의 경우 3일의 공사기간으로 공사기간이 1일(25%) 단축된다. 시공

공정에 있어서도 기존기술(국외 B사 U바닥재) 대비 2개의 시공공정이 생략되어 시공 면적이 커질

수록 바닥공사의 공기단축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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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술 바닥재

(소요기간 : 4일)

1공정) 

바탕면 정리

2공정) 

스크래치 코팅

3공정) 

규사살포

4공정) 타설 

5공정) 롤러 마감

고성능 친환경 바닥재

(소요기간 : 3일)

-

1공정) 

바탕면 정리

2공정) 

전용 프라이머(HPP) 

3공정) 

고성능레벨라이닝(ECR)

  (4) 유지관리비

    콘크리트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하여, 콘크리트 표면 모체 강화로 들뜸, 

탈락 등의 하자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유해 휘발성 유기용제를 배제한 고성능레벨라이닝(ECR)을 

활용하여 녹색성을 확보한 친환경 바닥마감공법을 구현한 기술로서 충격, 박리, 탈락 등의 하자요인 

발생을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기술 대비 마모율이 우수하여, 사용수명이 연장되고 유지관

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목
기존기술

(국외 B사 U바닥재)

고성능 친환경바닥재(신기술)
시험방법

일반 논슬립

내마모성(mg) 1,390 495 493
ASTM D 4060

내마모율(%) 100 35.6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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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 친환경 바닥재는 유해 휘발성 유기용제의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종전 바닥재와 달리 무취

특성을 확보하고 유해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기술로 2011년 8월 건설업계 최초로 산업통

상자원부의 녹색기술로 인증되어 녹색성을 확보한 기술이다.

    최근 각종 식품의 다양한 조리방식 보급과 함께 취급하는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 냉동

창고의 확대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부합되는 위생성을 요구하는 시장과 수요자

의 요구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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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문 재해 위험관리 개념 및 

시사점
  

배경

 자연재해는 정기적으로 교통시스템의 기능에 영

향을 주며, 비상사태에는 일반 시민을 위한 접근 

수단 제공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과 관

련된 기업과 지역사회에 심각한 경제·사회적 영향 

미친다. 빈번한 자연재해와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

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부문에서 자연재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없

으며, 이와 같은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된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회복력(Resilience)을 교통시스템에 주요 요소로서 

반영하기 위한 분석체계로 재해 위험관리(DRM; 

DisasterRisk Management)를 보여주고자 한다.

위험과 회복력

 회복력(Resilience)은 시스템이 어떠한 충격으

로 인한 붕괴를 견디어내고 충격이 지속되는 동

안 기능을 유지하며 상황 종료 후에는 그로부터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위험분석은 

중요한 기능의 예상되는 손실을 평가하기 위한 

특정 요소의 취약성과 위험의 특성을 밝히는 과

정을 말하며 위험관리는 다음 그림에서 강조된 

특정 지점을 다룬다.

위험평가는 교통인프라의 견고성을 증가시킴으로

써 교통시스템의 실패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

해 교통공학자들이 주로 채택해 온 방식이다. 그

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유연적이지 못하여 조

건이 변화하거나 시스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할 경우 엄청난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회복력 기반의 접근은 복합성,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을 수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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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대한 교통시스템 회복력과 위험 평가

 회복력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의하는 데 필요

한 주요과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교통시스

템의 회복력과 위험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평가를 

포함한다. 제2단계를 통해 프로젝트의 범위가 정

의되면, 제3단계에서는 회복력 메트릭스를 사용

하여 교통시스템의 회복력을 평가한다.

4단계는 회복력 및 위험 평가를 근간으로 프로

젝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비용편익분석, 다기준분석 등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된다.

▶ 회복력과 위험평가

교통시스템에서 회복력을 고려하기 위한 분석체계

 다음의 그림은 교통시스템에서 회복력 개념을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 반영하기 위한 분석체계

를 나타내고 있다. 바깥 원은 회복력의 시간적 

차원을, 내부 원은 회복력 개념 도입 시 필요한 

다섯 가지 영역을 나타낸다.

가장 안쪽 원은 구성요소와 단계에 따른 회복력 

도입을 위한 아홉 개의 기본 원리다.

▶ 교통부문에 회복력 도입을 위한 분석체계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급증하

면서 체계적인 대응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은행에서는 회복력 개념을 교통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전문가들을 

가이드하기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해 이전과 발생 시 그리고 재해 

이후 복원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각 영역별로 

다양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한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연쇄적인 강진이 발생

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국내에서도 국가교통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다 많은 

연구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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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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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한강함상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위치 : 마포구 망원한강공원 일대
․ 퇴역함정 설치 및 리모델링, 공원
 정비 9,889㎡ 등

8,000
(426)

조건부
채택

건축

60

서울형물순환 협력·협업 통합
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용역

․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 물투수율 제공방안 마련 등

8,631
(441)

조건부
채택

토목

62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극장 

조성공사 설계용역
․ 증축 및 리모델링 : 2,670㎡

6,975
(279)

조건부
채택

건축

65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용역

․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유형별 

검토 및 개선사업계획 수립
(298)

조건부
채택

기계

66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단기
대책(관로부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 관로신설 1.5×1.5@1L=300m
․ 관로신설 1.5×1.5@2L=465m
․ 게이트펌프 4개소

(198)
조건부
채택

토목

71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서대문구 통일로 일대
 (무악재역~홍제역, 배후 주택가)
․ 공공조명(가로등 등), 광고조명 등

(139)
조건부
채택

전기

설 계
심 의

58
한강상교량 연결램프 구조

개선(강북지역) 실시설계용역

․ 진입램프신설 : L=838.5m, B=5.0m
․ 구조물 : 교량1개소 / 510.0m
․ L형 옹벽 : 125.0m, U-Type 46m

46,590
(996)

조건부
채택

토목

63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 녹지연결로 조성(연장 80m, 폭
  10.5m, 높이 23m)

6,970
(104)

조건부

채택
조경

64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차량기지 신설 : 203,015㎡
․ 인입선 4.73km
․ 창동차량기지 철거 : 179,578㎡

355,900
(9,315)

조건부
채택

토목

67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위치 : DMC역 ~ 가좌역
․ 면적 : 38,031㎡

9,896
(231)

조건부
채택

조경

정밀
안전
진단
심의

61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 규모 : 지하1층, 연면적 31,566㎡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67)
조건부
채택

건축

68
서울메트로 2호선 당산철교 

정밀안전진단
․ 대상 : 당산철교(L=1,360m, 1999.12.) (340)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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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6. 5.

건     축 
가락몰1층 통로바닥재 보완공사 설계용역 
등 19건

3,429 3,251

교 통
공덕로타리~한겨레신문앞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등 6건

686 661

기 계 설 비
2016년 임대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용역

115 97

도 로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6건

2,628 2,475

도 시 계 획
노후저층주거지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모델개발용역 등 13건

588 566

상 하 수 도
친환경오존접촉조 시설 및 설계표준화 
기술용역 등 9건

5,529 5,320

소 방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전기실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등 3건

32 29

전 기 통 신
도림천 진출입계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8건

173 154

정 밀 진 단
신정4동 문화센터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7건

413 372

조 경
성동구 하루코스 낭만산책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2건

385 383

지 하 철
지하철3~4호선 지하구간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 등 2건

1,386 1,243

하 천
이촌지구 자연(형)호안 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2건

93 86

기 타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13건

1,283 1,149

 계 101건 16,739 15,786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6년 5월) 

(단위�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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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6년 제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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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10 7.30 9.8 9.19～9.22 10.15~10.24 11.11

< 2016년 제2회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면접)
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면접)
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4.1～4.7 5. 8 5.19 5.30～6.2 6.25~7.8
7.15
8.5

< 2016년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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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6.23 7.10 7.21 7.25~7.28 8.27~9.9
9.23
10.7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www.q-net.or.kr]

☞ 원고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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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04524)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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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 용어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수면(sleep)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로, 

수면경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수면산업은 선진

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바탕으로 건강과 미용 등의 욕구 충족 후 활발해

진다. 

 미국, 일본에서는 1990년대 수면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수면제 판매 증가 등에서 

최근에는 시간당 요금을 지불하고 잘 수 있는 수면 

카페, 수면장애를 완화시켜 주는 입욕제·화장수, 

수면 보조용품이 포함된 호텔 패키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면장애 진료 환자가 2008년 

기준 22만여 명에서 2012년 35만여 명으로 증가한 

점,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9개 회원국 중 가장 짧은 7시간 49분

(2009년 기준, 프랑스는 8시간 50분)이라는 점 등 

으로 슬리포노믹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면안대나 귀마개 등 관련 제품의 매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필로 피터(pillowfitter)라는 수면 컨설팅 

전문가도 등장했는데 이들은 소비자의 수면형태를 

체압 분석기, 경추 측정 도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맞는 적절한 수면용품을 

추천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