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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동정

본부는 지난 9월 7일 박원순 서울시장, 강감창 서울시

의회부의장,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등과 지역주민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동 샛강역 ~ 신림동을 

연결하는 신림선경전철 기공식을 성대히 가졌습니다. 

또한 국산 철도 신호시스템을 신림선경전철에 국내 최

초로 도입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9월 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실시

간으로 확인하고 퇴직금, 근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도입을 위해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업무협약을 8월 31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 돔야구장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척스카이돔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15일 언론에 공개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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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동~신림동’ 신림선경전철 9월 7일(월) 기공식

본부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샛강역~관악구 신림동을 연결하는 신림선경전철 기공

식을 지난 9월 7일(월) 동작구 보라매공원(14시)과 관악구 관악산주차장(15시)에서 

차례대로 열었다.

기공식은 각종 공연 등 시민 한마당 잔치로 펼쳐졌으며, 이 자리엔 지역주민 

2,500여명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 강감창 서울시의회부의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림선경전철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샛강역을 출발해 대방역, 여의대방로, 보라매

역, 보라매공원, 신림역을 경유해 관악구 신림동(서울대 앞)을 연결하는 총 연장 

7.8km 구간으로 도시철도 소외지역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동작구 보라매로, 관

악구 신림로 등의 주요 도로를 지나게 된다.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 모든 구간이 지하로 2020년 말까지 완공해 안

전을 위한 종합시운전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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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기공식(보라매공원) 관악구 기공식(관악산주차장)

신림선경전철이 개통되면 ▴출퇴근시간 약 40분대에서 16분으로 약 25분 단축 ▴
지상교통 혼잡 완화 ▴서울 서남권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및 강남권과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하철 9호선 샛강역, 국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등 4개 정거장 환승이 가능해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 2호선과 9호

선의 이용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행시간 절감비용 및 환경오염 절감비용 590억원(연간), 차량운행비용 및 교

통사고비용 160억원(연간) 등 연간 총 75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신림선경전철에 도입되는 경전철 차량은 폭 2.4m, 길이 28.9m의 3량 1편성이며, 

총 12편성이 도입된다. 차량은 소음과 진동이 적은 고무차륜을 도입했으며, 무인

운전 시스템을 채택했다.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60km이다. 

고무차륜은 철제차륜과 달리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 고속운행 시에도 소음과 진동

이 적어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특히 곡선 구간 통과 시 마찰에 의한 소음이 

차량 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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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등 곡선 운행 성능이 뛰어나다. 

대부분 정거장을 지하2층으로 계획해 시민의 정거장 이용 편리성을 최대화하고, 

전 분야 중앙집중 관리체계 구축으로 운영조직을 슬림화해 경영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정거장과 인접한 건물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환기구 및 출입구를 

건물 내에 설치, 걷기 편한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림선경전철 공사 구간은 여의도 샛강, 올림픽대로, 도림천 등을 횡단하고 기존 

지하철 1,2,7,9호선이 인접해 있어 매우 어려운 공사 구간이나 철저하게 안전관리

와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완성을 위해 대중

교통 불편지역에 기존 지하철을 연결하는 신림선경전철과 같은 지선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림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서남권 지역의 도시철도 이용편의가 

향상되고, 교통혼잡이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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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돔야구장 고척스카이돔, 최첨단 기술 베일 벗어

본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척스카이돔’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15일 언론에 국내 최초 돔야구장을 공개했다. 

‘고척스카이돔’은 사업비 1,948억 원을 들여 구로구 경인로 430(고척동 63-6번지, 

대지면적 58,992㎡)에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83,476㎡(건축면적 29,120㎡)규

모로 완전돔(Full-Dome) 형태의 국내 최초 돔야구장으로 2009년 2월 착공해 2015

년 9월 15일 완공되었다. 

그라운드에서 지붕까지의 높이는 도쿄돔(Tokyo Dome)보다 5m 높은  67.59m이

다. 야구경기는 1만8천여 명이 관람할 수 있으며, 문화행사시 2만5천여 명이 동시

에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복합체육문화시설이다.

‘고척스카이돔’은 스포츠·문화·여가활동이 함께 어우러져 서울 서남권으로부터 도

시전반으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물결의 중심점을 형상화하고 힘차게 비상하는 야

구공의 에너지 넘치는 순간을 상징한다. 한국 야구의 꿈과 자연의 가치를 소중하

게 담아낸 친환경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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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관조명은 안양천의 새로운 변화를 ‘빛의 물결’로 형상화하였으며, 원경에서는 건

축물의 조형적 형태에 집중하고, 근경에서는 중압감이 들지 않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빛으로 구성해 조망시점에 따라 달리 표현했다. 

돔야구장 앞으로 들어서면 야구를 상징하는 여러 요소 중 야구공을 모티브로 한 

조각 작품 ‘Dynamic wave’가 시민들을 먼저 맞이한다. 조형물은 야구공의 실밥을 

주된 골조로 하여 야구공 전체를 형상화했다. 

경관 조명 Dymamic wave

작품은 선수들과 관중들이 발산하는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표현되었으며, 관람객이 

작품 사이를 지나가며 작품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돔야구장 안으로 들어서면 낮에는 인공적인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부

드러운 자연채광이 운동장 가득 채워진다. 돔야구장의 지붕에 세계최초로 투명차

음막이 설치되어 햇빛이 은은하게 쏟아져 들어온다. 투영면적은 약 9,500㎡이다. 

경기장 조명은 국내 최초 HDTV 중계가 가능하도록 내야기준 수평조도를 3,000룩

스(lux), 수직조도 2,000룩스 이상으로 설치했다. 옥외 야구장 조명기준인 2,000룩

스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밝기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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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 야구장건립 매뉴얼 Ⅲ (2014년)의 HDTV 중계 기준을 만족한다. 

밝기는 5단계로 조절된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2개 변전소의 전기 공급 ▲정전 또는 

고장 시 비상발전기 20초 이내 가동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 등 2중 3중으로 

무정전 시스템을 구축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피난에 불편함이 없고 경기가 중

단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본부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의 스포츠경기장 설계 전문회사의 컨설팅을 받

아 야구팬들을 위한 백스탑 뒤에 프리미엄 객석 설치, 휴게시설 설치, 방송관련시

설, 경기진행실 등 기능실 이전 등 야구장의 활용성을 높여 메이저리그 수준의 야

구경기장 시설을 갖추었다. 

돔야구장으로서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안전펜스 보완, 고강도 그물망 설치, 

각종 야구관련 기능실 보강, 프리미엄 좌석 및 스카이박스 설치, 테이블석 확대, 

관람석 의자 폭 확대 등 야구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공연시설을 위해 캣워크 추가

설치, 흡음재 및 전동 롤스크린 설치 등을 통해 최적의 공연 환경을 구축하였다. 

돔야구장의 그라운드는 1, 3루 좌우구간이 99M, 중앙구간이 122M, 펜스 높이는 

4M로 국제공인 규격으로 건립되었다. 서울 잠실야구장은 좌우구간이 100M, 중앙

구간이 125M, 펜스 높이는 2.7M이며, 서울 목동야구장은 좌우구간이 98M, 중앙

구간이 118M, 펜스 높이는 2M이다. 

목동야구장의 중앙구간 118M 보다는 4M 길고, 잠실야구장의 중앙구간 125M보

다는 3M 짧다. 펜스의 높이는 목동야구장(2M) < 잠실야구장(2.7M) < 고척스카이

돔(4M) 순이다. 

그라운드 지붕 3중막(테프론막+투명차음막+흡음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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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그라운드 컨디션을 구

현했다. 잔디는 천연잔디와 가장 흡사한 돔구장 전용 인조잔디를 깔았고, 메이저

리그 전용 토사를 사용해 야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했다.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토사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거나 토피를 낮추어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으나, 토심을 10㎝ 이상 확보하는 등 메이저리그 구장을 그대로 옮

겨 놓았다. 메이저리그 그라운드키퍼가 자문하고 기반층 시초부터 전 과정 시공을 

직접 했다.

펜스(fence)는 메이저리그 규정의 7㎝ 두께 보다 강화된 15㎝ 두께의 보호패드를 

적용하여 선수들의 안전한 펜스플레이를 통해 최고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 외야 펜스에 대한 KBO의 규정은 내야 높이 2.4미터 이상, 내야 1m이상, 펜

스 완충제 두께 8cm 이상이다. 

전광판은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실외 경기장의 전광판에 비해 다소 크

기가 작다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돔구장의 특성상 전광판에 대한 

주변 빛이나 외부공기의 간섭이 적어 보다 선명하게 야구경기를 즐길 수 있다.

고척스카이돔 전광판의 화면은 폭 22.4m × 높이는 7.68m이다.  도쿄돔구장의 전

광판은 폭 34.0m × 높이 7.0m, 잠실야구장의 전광판은 폭 28m × 높이 8.5m이다.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프리미엄 좌석도 설치되었다. 3층에서 

경기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스카이박스(16실, 216석)와 홈베이스(본루, home 

base)까지의 거리가 14m에 불과한 다이아몬드석(304석)에서는 선수들의 생동감 

있는 경기모습을 보고 즐길 수 있다.

다이아몬드석의 좌석은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타 구

장의 외산 의자와는 달리 순수 국내업체가 돔야구장 전용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그라운드(토사/인조잔디)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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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야구장 좌석은 내야 11,657석, 내야 테이블석 524석, 외야 5,314석, 회전형 장애

인석 38석, 스카이박스 216석, 다이아몬드석 304석 등 총 18,076석이다. 

관중을 보호하기 위해 홈베이스 뒤에 설치해놓은 그물망(백스탑, backstop)은 경

기 관람을 위해 최대한 시야에 거슬리지 않고 관중의 안전을 위해 얇고 강한 고

강도 그물망을 설치했다. 

실의 굵기를 기존 구장의 3㎜ PE망보다 2㎜나 얇은 1㎜ 다이니마(DYNEEMA) 고

강도 섬유망을 사용하고, 접합 부위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시공하여 마치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했다. 

내야 1, 3루 구간의 그물망은 돔야구장에 맞게 철재 포스트를 없애고 천정에서 

내려오는 와이어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내야 구간의 시야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문화공연 및 각종 이벤트 행사시에는 그물망을 올려 시원한 공연 관람을 볼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다. 

 

스카이박스 다이아몬드석

안전 그물망 일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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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돔야구장 인근에 학교가 있고 주택가가 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공연이나 

야구경기시 발생하는 소음이 저감 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투명차음막을 개발·

적용하였다. 

천정부분은 테프론(Teflon) 외막과 투명차음막 그리고 흡음내막 등 3중 막으로 소

음을 차단하고 좌우측 창호는 복층차음유리와 흡음커튼을 설치해 소음을 차단했

다. 경기 및 공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 98dB~117dB의 공연소음은 투

명차음막을 설치해 약 40~50dB로 저감되었다. 

또한, 돔구장 내부를 흡음재로 마감하고, 천정에는 흡음성능이 높은 내막을 설치

하여 돔구장 상부를 5~8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항공기의 소음을 차단해 공연장 

내부 음향성능을 높였으며, 일본 도쿄돔의 잔향시간인 5.5초보다 우수한 5초 이내

의 잔향시간을 구현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경기 관람객이 쾌적하고 편안

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실내온도가 여름철에는 26~28℃, 겨울철에는 

18~20℃로 유지된다. 여과기에 의해 실내 공기 및 외부 유입 공기가 정화되고 관

람석 상부에서 급기가 되어 하부에서 환기되는 공조 방식이 채택되었다. 

돔야구장의 특성을 감안해 캣 워크에 불꽃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시 신속히 감지

하고 관람석 및 경기장 등 소화가 어려운 사각지역의 화재에 대비하여 4층 관람

석 끝머리 9개소(내야 6개소, 외야 3개소)에 방수총(방사거리  50m, 방사량 1.3톤/

분)을 추가로 설치, 초기에 화재진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야구장 관람객 2만2천여 명이 7분 50초 만에 전

원 대피 할 수 있는 피난안전성을 확보했다. 피파 월드컵 축구경기장 피난 허용 

시간은 10분이다. 

장애인석(회전형) 불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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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스카이돔은 야구경기 외에 각종 콘서트 등 문화공연과 이벤트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복합시설물로 건립되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 등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연 인프라도 

구축됐다.

공연시 반드시 사용하는 3~6대의 발전차로 인한 복잡한 전선과 소음, 매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장 외부에서 무대 앞까지 관로가 설치됐다. 발전차를 외부에 

주차하고 미리 설치된 관로에 전기를 바로 연결해 관람객의 불편함을 차단했다.

또한, 공연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명 및 음향 장비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

붕 구조물에 캣 워크(cat walk)가 설치됐다. 

야구장에는 필수 시설물인 그물망이 공연시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전동윈치

(winch)에 의해 승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활체육 시설이 열악한 구로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인풀과 유아풀을 갖춘 수

영장(25m, 6레인), 헬스장(750㎡), 축구장(50X90m), 농구장 등을 돔야구장 내·외부

에 신설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캣워크 전동 그물망

수영장 축구장 및 농구장



시설국 건축부  건설총괄과장 박범규 3708-2601 주무관 윤용훈 3708-2605

시설국 설비부  건축설비과장 김영수 3708-8625 주무관 배수웅 3708-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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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 한 달 간 시운전 및 시범운영 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월 공식 개

관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MBC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률 위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무엇보다 어느 좌석에서나 

경기 관람이 불편하지 않다. 메이저리그급 경기장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기를 앉아서만 볼 수는 없다”며 “의자가 없는 공간도 잘 활용하면 훌륭

한 경기 관람 공간이 될 것이다. 맥주를 즐기며 휴식과 관람을 함께 할 수 있다”

며 운영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한국 야구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돔야구장이 서울 서남권 지역의 랜드마크로 대표

적인 문화 체육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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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철도 신호시스템, 신림선경전철에 국내 최초 도입

서울시는 국내 연구,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국산 철도 신호시스템을 서울시가 건설예정인 
신림선경전철에 첫 도입한다.  

본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국산 신호시스템이 없어 전량 외국 기술에 의존해 오던 신
호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서울형 표준 신호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9월 1일
(화) 16시에 체결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국내 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교통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
관이다. 

서울시와 철도연은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이 열차 운행의 안전성 및 이용 시민의 편리성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건널목이 필요 없고 대부분 지하구간에 건설
되는 등 서울시 철도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표준 신호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철도연이 개발한 ‘도시철도용 국산 무선기반 신호시스템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신호과장 김영하 772-7067 주무관 민종태 77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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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TCS : Korea Radio Train Control System)’을 국내 최초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샛강
역)에서 서울대 앞까지 총 연장 7.8km 구간에 건설되는 신림선경전철에 적용한다. 신림
선경전철은 오는 연말 공사에 들어가 2020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당부분의 시스템이 국산화되었지만, 시장 협소, 개발비용 부담, 가격 경쟁력 약
화 등의 이유로 국산화를 하지 못한 신호분야 핵심설비는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아 건설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신규 및 연장 노선 사업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외국 제작사 간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아 독점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을 겪게 된다. 시스
템 장애 발생 시에도 외국 제작사(다국적 기업)에서 기술검토 후 처리되므로 실제 시스템
에 조치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진다. 

본부는 ‘신림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남서울경전철(주)과 함께 ‘도시철도용 
국산 무선기반 신호시스템(KRTCS)’의 상용화를 위해 철도연에서 신림선경전철 신호시스
템의 기술지원을 받는다. 

신호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서울형 표준 신호시스템’을 만들면 철도신호분야의 외국기술 
의존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철도 시스템분야 수출에 기여하는 
등 철도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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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본부는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퇴직금, 근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
자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을 9월부터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월) 14시 30분 
도시기반시설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지원 및 정보공
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RFID기능이 탑재된 금융기관(하나카드, 신한카드)의 체크카
드 또는 신용카드를 건설근로자가 발급받아 출․퇴근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
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돼 건설근로자 출․퇴근 확인은 물론, 퇴직공
제 내역까지 전산화가 가능한 제도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시스템 개발을, 서울시는 시범사업장 운영을 담당하며 서울시가 발주
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현장 총 3개소를 시범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①건설근로자는 퇴직금 증가 효과를 ②사업자는 인력 관리 용이 및 퇴직공제 신고 간소
화를 ③서울시는 투입현황의 정확한 파악으로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처 가능하고 ④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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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 및 체계적인 근무이력을 관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근로한 내역이 누락 없이 정확히 관리돼 퇴직금이 증가하
는 효과가 있다. 사업자(원․하도급사) 입장에서도 근로내역 전산화로 그동안 관리자가 일
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퇴직공제 신고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서울시의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을 연동해 건설근로자 투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근무이
력 및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이점도 있다. 

퇴직공제사업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에 이
자를 합산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
템’과의 연계를 추진, 노무비 지급 시 근로자 허위 등록 및 누락으로 인한 하도급 부조
리도 근절할 계획이다.



시설국 건설총괄부 건설정보과장 정해민  3708-2350 주무관 장영준 3708-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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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e바로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한 공사대금 구분 지급 확인시스템이
다. 노무비 지급계좌 정보를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계좌정보와 일원화시켜 ‘대금e바로
시스템’ 내 근로자계좌의 정확한 등록 여부를 자동 확인해 임금 체불을 막는다. 

내년 상반기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공
사장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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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고가차도 철거완료, 9월 5일(토) 개통

지난 7월 10일부터 철거를 시작한 서대문고가차도가 개통 4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

로 사라졌다. 

본부는 서대문고가차도를 모두 철거하고 자동차 중심의 거리를 걷기 편한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조성하여 오는 9월 5일(토) 전면 개통했다.

서대문고가차도 철거는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여름방학과 휴가철 시작시기인 지난 7월 10일 차량을 통제하고 철거를 시작하

여 50여일 만인 8월 23일에 완료되었다. 

철거작업은 주․야간으로 시행하였으며 특히 상부구조물 철거로 차량통제가 필요한 

작업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밤 10시 부터 새벽 4시까지 시행되었으며, 고가도로 상

부구조물을 감싸는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해 철거공사 중에도 하부의 기존 도로 

차량 통행을 왕복 6차로로 유지해 시민 편의를 도모했다. 

근로자 및 신호수의 안전교육과 장비 시험 운전을 대형 구조물 인양 전에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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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준비해 혹서기 공사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철거를 마무리했다.

차량통제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상부 슬래브 철거 서대문교차로 마지막 구조물 인양

특히 혹서기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휴식시간을 가

지고, 근로자 휴게실에 냉방시설 설치, 점심시간 연장하는 등 근로자가 육체적 피로

가 쌓여 발생할 수 있는 주의력 결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서대문고가차도 철거에는 연인원 3,000여명의 근로자가 투입되었으며, 장비는 크레

인, 절단기, 압쇄기, 트레일러 등 총 350여 대가 투입됐다. 철거된 폐콘크리트는 약 

7,400톤으로 40톤 트럭 약 300대 분량이다. 너비 11.5m, 길이 374m, 왕복 2차로의 

서대문고가차도 철거에는 총사업비 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교통량이 적은 시기 도심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일조한 고가차도는 교통량 증

가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자동차통행편의의 도로정책에서 대중

교통과 보행자 중심의 공간구조로 도시가 재편되고 있다.

서울시내 고가차도는 2002년 떡전 고가차도 철거를 시작으로, 원남(2003), 청계

(2003), 아현(2014), 약수(2014) 등 17개가 이미 철거되었으며 이번 서대문고가 철거

로 총 18개가 철거되었다.



시설국 토목부  토목총괄과장 서관석 3708-2541 주무관 남만조 3708-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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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고가차도가 설치될 당시만 해도 가장 정체가 심한 교차로를 고가차도로를 

이용해 한 번에 통과하면 다음 교차로도 쉽게 통과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도시의 

구조 변화로 인해 고가차도를 통과해도 다음 교차로에서 정체되기 때문에 고가차도

의 교통소통 개선 효과는 저하되었다.

고가도로 철거로 주변 환경이 정비되어 지역 주민들과 차량 이용자의 경관 조망권 

확보와 대기환경 및 소음 개선 등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도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문고가차도 철거 구간은 철거 전 왕복 6차로에서 2개 차로가 늘어나 새문안로, 

충정로와 동일한 왕복 8차로가 된다. 

특히 고가구조물 철거로 인해 서대문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므

로 서대문역교차로 혼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정로 방향에서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4.19혁명기념회관으로 가려면 정동 

사거리에 설치된 유턴(U-turn)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개통이후에도 주변 보도정비 및 횡단보도 이설, 자전거도로 설치 등을 10월까지 마

무리할 예정이며, 교통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불편사항은 보완할 계획이

다.

걷기 편한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 서대문역사거리앞 횡단보도는 사

거리와 좀 더 가깝게 설치될 계획이다.

서대문고가차도 철거로 서대문역 주변이 사람중심의 건강한 도시로 재탄생되어 도

시미관이 향상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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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교 31일 4차로 우선 개통

본부는 성수대교 북단과 성동구를 잇는 왕복 4차로 응봉교(총 연장 633m)를 왕복 6

차로로 확장, 오는 10월 중순 전면 개통 전 우선 공사가 완료된 4차로를 지난 8월 

31일(월) 16시부터 우선 개통했다. 공사가 착수된 지 7년만이다.

공사를 위해 설치한 'S자형' 가설교량을 이용해 차량 통행하는 시민의 불편을 하루

라도 빨리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응봉교 확장‧개선 공사는 '08년 10월 착수했으며, 완공은 부대시설 공사(응봉교 남단 

성수대교 및 광나루길 연결도로와 교통시설 등) 등 나머지 제반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5년 12월이 목표다.

다만, 보행자는 안전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응봉교와 연결되는 보행계단, 엘리베

이터 등과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10월까지는 기존에 설치된 가설교량의 보행통

로를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

응봉교는 평균 일일 교통량이 5만6천 대에 달하는 곳으로, 이를 모두 소화하는 가운

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까다로운 여건, 대상지의 입지상 공사 어려움으로 인해 당

초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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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지상 어려움은 응봉교 공사 구간이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중앙선 철도를 횡

단하고 아파트, 상가, 광희중학교, 중앙선 응봉역 역사가 인접해 있는 점이다.

시점부 300m 정도는 기존 교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가설교량을 설치하고 철거

하기를 반복해오며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공사추진이 어려웠고, 지역주민들이 요구

한 터널형방음벽 설치도 디자인 심의 등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중앙선철도 횡단구간은 교량이 응봉역사와 인접되어 있어 안전을 위해 철도시

설공단과 협의하여 새벽시간대(01시~04시)에 기존 교량을 철거했고, 신설 교량의 구

조물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대형크레인(1,600톤) 및 중장

비(트레일러 90대 등)를 동원해 공사를 시행했다.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 공사는 기존 4차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하고, 32톤 이상의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2등급(DB-18) 교량을 40톤 이상 대형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1등급(DB-24)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81억 원이 투입됐다.

중랑천 구간 가교설치 후 기존교량 철거(`10. 4) 시점부 단계별 가설교량 설치 및 교통 우회(`11. 3)

중랑천 횡단구간 아치교 설치(`11. 5) 시점부 토지보상 및 기존 교량철거(`12. 4)

시점부 교량 설치 (`13. 5) 동부간선도로 횡단구간 교량 설치(`14. 10)



시설국 토목부  터널건설과장 권혁대 3708-2565 주무관 강철규 3708-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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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응봉교의 차로수(왕복 4차로)가 강남의 주요 간선도로인 언주로(성수대교~내곡

터널, 왕복 8차로)와 연결되는 성수대교 축과 차로수 불균형으로 이 일대에 고질적

인 병목현상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확장공사에 착수

하게 됐다. 응봉교가 포함된 고산자로(성동구 행당동~성북구 종암동)는 서울시 동북

부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로 왕복 6차로다.

서울시 우수경관 조망명소중 하나인 응봉산과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랑천을 횡단하는 교량 중심부를 조형미가 뛰어난 아치교

로 건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우선 개통되는 왕복 4차로의 차량 통행은 공사 완공 전까지 계속 유지되며, ‘S

자형’ 가설교량은 풍수해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중순부터 철거될 예정이다.

중차량 통행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차로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병목현

상이 해소되어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더욱 증진되고, 중랑천과 응봉산의 수려

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성동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횡단구간 기존교량 철거(`15. 2) 철도 횡단구간 교량 설치(`15. 7)

응봉교 전경 응봉교 시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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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 ⇄ 올림픽대로(여의도) 연결 접속도로 전면 개통

본부는 올림픽대로 여의도방향→방화동(방화대로) 방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접속도로

를 지난 7월 1일(수) 개통한데 이어 반대 방향인 방화동→ 올림픽대로 여의도방향으

로 연결되는 접속도로를 오는 9월 1일(화) 04시에 전면 개통했다. 

지금까지 강서구 방화동(방화대로)에서 여의도방향의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려면 개화

IC와 가양대교 남단교차로 등 먼 거리로 우회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화대

로와 직접 연결된 방화대교 남단 여의도방향 접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개통된 올림픽대로(여의도)→강서구 방화동(방화대로) 접속도

로를 이용하면 방화대교 남단 88분기점 아래의 강서한강공원 방면에서 개화나들목

으로 나와 양천로27길을 이용하거나 가양대교 남단교차로 등으로 우회하지 않아도 

된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는 강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남권지역의 주간

선도로인 방화대로와 올림픽대로가 바로 연결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마곡지구의 

급격한 교통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강서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국 토목부  터널건설과장 권혁대 3708-2565 주무관 홍상필 3708-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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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방화터널 진입부 올림픽대로→방화터널 접속도로(표시)

방화터널 방화터널→올림픽대로 접속도로

지난 2005년 10월 착공하여 201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2013년 7월 올
림픽대로→방화동 방향 램프의 교각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공
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량전반에 대한 구
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2014년 9월 
공사를 재개해 개통에 이르게 되었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1,098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3,030m, 폭 5.75~18m, 접속교량 765m, 터널 949m, 일반도로 1,316m를 건설하는 
공사이다. 

단절된 방화대로와 올림픽대로를 바로 연결하기 위해 조성된 방화터널(가칭)은 치현
산 하부를 통과한다. 터널 상부는 U턴을 위한 차로(총 360m)가 확보되었으며, 꿩고
개 근린공원 인근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도 총 
312m, 폭 2~4m도 함께 개설되었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개통으로 강서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강서지역 주민들
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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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문 빗물펌프장 증설 완료, 30년 빈도 강우 대비

본부는 동대문구 이문동 및 성북구 석관동 일대에 30년 빈도의 강우시 대비할 수 

있도록 신이문 빗물펌프장 증설을 지난 2013년 11월 착공해 2015년 8월말 공사를 

완료했다.

신이문 빗물펌프자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이문동 및 석관동 일대의 상습적 저지대 

침수피해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이문 빗물펌프장(이문동 57-3번지)은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 기존 펌프용량을 분

당 525톤에서 분당 875톤 규모로 증설되었다. 

신이문 빗물펌프장은 1992년 설계빈도 2년, 175㎥/min 펌프 3대로 펌프용량이 525

톤이었으나,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성 폭우로 인한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한 기존펌프 3대를 철거하고 250㎥/min 펌프 3대, 

125㎥/min 펌프1대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총 875톤의 토출용량을 확보해 30년 빈도

의 돌발성 강우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시설국 방재시설부  방재시설과장 이도헌 3708-8761 주무관 노태학 3708-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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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문 빗물펌프장 하류에 위치한 신이문2 빗물펌프장은 2001년 94mm/hr 강우로 

인해 석관동 일대가 침수된 이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3년 설치 완료되

었다.

한편, 여러 차례 침수된 적이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인 염창(강서구), 방화(강서구), 송

정(성동구), 사근(성동구), 신림2(관악구), 면목4(중랑구), 중동(마포구) 등 7개소의 빗

물펌프장이 우기 전인 5월 이전에 완료되었다. 올해 말까지 공릉2(노원구), 2016년까

지 용두3(동대문구), 합정(마포구), 잠원2(서초구) 등 총 12개소의 빗물펌프장이 신·증

설된다. 

서울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도 준공 펌프장 현황

연번 펌프장명
토출용량(톤)

비고
당초 변경

1 염창2 820 1,320 증설

2 방화 860 1,240 〃

3 송정 1,160 1,776 〃

4 사근 1,475 2,495 〃

5 중동 330 540 〃

6 면목4 400 400
관로개량

143m

7 신이문 525 875 증설

8 신림2 - 80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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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전동차 반입

본부는 서울시가 ‘우이~신설’ 구간을 달릴 시 최초 경전철 전동차 총 36량, 18편성

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 완료했다. 

제작사는 현대로템. 2013년 12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올해 4월 제작을 마쳤으며, 8월

까지 제작사의 시험선로에서 완성차 시험을 거쳤다. 

이번에 제작된 경전철 전동차(폭 2.65m, 길이 28m, 높이 3.6m)는 기존 지하철 대비

(1량 20m, 10량 1편성 기준) 약 1/7 크기로 2량(1량 14m) 1편성으로 구성된다.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운행되며, 수송정원은 174명이다. 

서울시는 특히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이는 경전철 전동차인 만큼 디자인부터 교통약

자를 위한 배려, 안전 강화 시설 설치, 이용자 편의 증대 등 다각도의 세심한 제작 

노력을 기울여, 기존 국내에서 운행 중인 경전철과 차별화했다. 

디자인의 경우,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이 북한산 둘레길과 덕성여대 등 대학가를 

연결하고 있는 만큼 자연과 대학가의 생동감 넘치는 지역의 이미지를 담아 연두색 

계통의 색상을 입혔으며, 모서리는 역동적인 곡선으로 처리했다.

학계와 산업계의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 자문회의의 의견을 수렴해 전동차 



28

디자인을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지난 6월 부산에서 개최된 ‘2015 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에 첫선을 보여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우, 유모차를 이용하는 여성 등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선 

객실간 연결통로의 문과 턱을 없애고 출입문 폭도기존 중전철 대비 20cm를 확장해 

편리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안전과 관련해선 전동차 좌석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소 내장재를 사용하고, 전동차 

앞과 뒤로 비상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대피용 출입문과 램프(Ramp)도 설치

했다. 또, 중앙 통제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객실 내 CCTV와 화재감지기를 설

치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실내 소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소음저감형 밀폐형 출입문과 탄성고무가 

내장된 저소음 바퀴를 적용했으며, 운행속도, 날씨정보, 혼잡도 및 역 주변 정보 등 

각종 유익한 정보가 전동차 안의 LCD 모니터를 통해 승객에게 제공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2일(토)부터 내달 중순까지 총 36량을 4량씩 나누어 총 

9회에 걸쳐 제작사가 있는 창원공장에서 무진동 트레일러로 강북구 우이동 차량기

지까지 도로로 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동차 내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경전철1과장 박동룡 772-7033 주무관 정영호 772-7180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차량과장 황영일 772-7063 주무관 김기중 772-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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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최초로 전 구간 지하에 건설되는 ‘우이~신설 경전철’은 지난 2009년 9월 

공사를 착공해 2015년 9월 현재 공정률이 70%에 이른다. 전 구간의 정거장, 본선 

터널 굴착 등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후속 공정인 궤도 부설, 건축, 신호․통신 등 

시스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보문로~아리랑로~보국문로~솔샘로~삼양로~우이동길, 총 연

장 11.4km에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된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완공되면 출․퇴근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강북구 우이

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 50분대에서 20분대로 약 30분이 단

축되며, 하루 13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환승구간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지하철 6호선 보문역, 지하철 1, 2호

선 신설동역 등 3개 정거장은 기존 지하철과 연결되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온 강북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우

이～신설 경전철’ 이 개통되면, 서울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에 숨통이 트이

게 되고 역세권 개발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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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선 경전철 제3자 제안공고 재추진

본부는 서울 동북부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서 접수를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9월 4일 재추진했다.

면목선 경전철은 청량리(1호선)~전농동~장안동~면목(7호선)~망우동~신내(6호선, 경

춘선)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9.05km에 정거장 12개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 12월 (가칭)청량리신내경전철주식회사로

부터 최초사업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제안서

를 평가하였으나 규정 점수 미달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지 못하였다.

이번 제안공고는 금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변경 승인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망 구축계획’을 반영하여 2011년 제안공고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기존 도시철도 

1, 6, 7호선 및 경춘선과의 환승을 통한 연계교통망 형성으로 동북부지역 지역주

민의 대중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협상진단과장 박용택 772-7051 주무관 박형복 77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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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참여와 관련한 궁금증 해소와 사업 참여희망

자의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9월 11일 서울시 도시기

반시설본부(집중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운영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10월 

5일(월)까지 1단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16년 1월 4일(월)까지 2단계 사업제

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2016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

이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후 2017

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