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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도로 건설의 필요성

 서울시의 인구 집중화 및 자동차 보급률의 증가는 교통수요의 급증을 유발하고, 상습 지･정체는 물류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지하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기본계획 수립한 U-Smartway 계획

(남북/동서 간 6축 지하도로)을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지역 지하도로는 중 ․ 장거리 이상의 연장이 필요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한계심도(限界深度) 이

하에 건설될 수 있으므로 이동성 및 안전성이 중요하고, 도시지역 지하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철도, 전기,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구조물 또는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 및 영향검토가 

중요하다.

 기존 지상도로와의 연계 및 종단경사를 고려한 진출입로 설계가 필요하며, 네트워크화 된 도로망 

구조를 갖게 되므로 분기부, 합류부, 교차로 등에 대한 고려 및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확보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

 U자형 도로구조, 폐쇄된 지하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수방 배수체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하공간을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환기, 방재,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하도로에 필요한 환기소, 환기탑 등 설치 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심지에 건설되므로 지하차도 내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환기구의 위치, 

》  칼  럼

 도심지 지하도로 환기 및 방재 계획
   

    박 찬 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설화엔지니어링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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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배출되는 공기의 정화시설 적용 여부 및 지하차도 이용자의 화재 및 대피 안전성이 가장 중요

시 되고 있다. 터널 내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물질 종류로는 매연(PM-10).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이 있으며, 발주처 및 지자체에서는 외부로 배출되는 환기구에 공기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대기환경 오염 및 지역 주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

정화시설이 적용되어 있는 터널 및 지하차도 해외사례로는 야메떼터널(일본), M30터널(스페인), 몽블랑

터널(프랑스)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우면산터널, 사패산터널, 용마터널, 서울제물포터널(설계 중) 등 

다수가 운영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U-Smartway 계획 중 동서2축 구간의 서울 제물포터널(7.3km) 최신화 시스템 

동향을 알아보고, 적용되어 있는 환기 및 방재시설 살펴보고자 한다.

2. 지하도로 환기방식

 지하도로 내에서는 외부 유입물질,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의하여 내부공기가 오염됨에 따라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환기만으로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계환기시설에 의한 환기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환기계획은 지하도로 전체계획의 주요한 부분

이며, 단면 크기 및 형상 등과 같은 본체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노선 선정 등의 

기본계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계획의 일부로서 면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즉, 환기

계획은 환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방식, 방재계획(비상용 시설)과의 관련,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식의 기계설비 설치와 본체시공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

으로서 합리적으로 실시되어져야 한다. 

구 분 수직구 종류식 + 집중배연 횡 류 식 반 횡 류 식

환기

교통환기력이용, 종방향환기 급기, 배기닥트이용, 횡방향환기 급기닥트이용, 횡방향환기

배연

화재시 풍도 이용한 집중배연 화재시 풍도 이용한 집중배연 화재시 풍도 이용한 집중배연

사례
도시부 지하도로

(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도로)

네트워크형 도시부 지하도로

[M30(마드리드), A86(프랑스)]

도시부 지하도로

(홍지문,정릉,남산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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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기존의 종류식과 (반)횡류식이 상호 결합된 조합형 환기방식과 같이 다양하고 새로운 환기

방식이 환기측면과 방재측면을 고려하여 지하도로(또는 도로터널)의 환기방식으로 계획되고 있는 추세

이다. 예를 들어 종류식 터널상부에 배연덕트를 추가 설치한 번리(Burnley) 터널, 서울제물포터널(시

공중), 상하행 교통력 차이를 활용한 공기치환방식의 쉐산터널, 출구부 오염공기를 최소화한 M5터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효율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환기팬의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하도로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 Burnley 터널(제트팬+배연덕트) 호주 M5터널(갱구부 오염배출 최소화)

3. 지하도로 방재설비

 지하도로는 화재 시 배연이나 제연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

해가 증대할 우려가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지하차도의 경우 정체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하차로의 건설계획 수립 시 방재

시설에 대한 계획이 우선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도로의 방재를 위한 설치대상 방재시설의 종류는 

터널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현재 도로터널방재시설 설치지침에 정하는 시설을 지하도로의 

특성에 맞도록 용량이나 설치간격 등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지하도로의 방재시설에 관해 본 지침에서 기술되지 않는 내용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과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 터널 연장 및 방재등급 기준

 

구    분 터널연장(L) 기준등급 위험도지수(X) 기준등급

방재 1 등급 3,000m 이상  (L ≧ 3,000m) X > 29

방재 2 등급 1,000m 이상~3,000m 미만 (1,000 ≦ L < 3,000m ) 19 < X ≦ 29

방재 3 등급 500m 이상~1,000m 미만 (500 ≦ L < 1,000m) 14 < X ≦ 19

방재 4 등급 연장 500m 미만  (L < 500) X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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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재시설 설치기준(2016.8. 국토교통부)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옥내소화전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물분무설비 ○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

긴급전화 ○ ○ ○

CCTV ○ ○ ○ △ △: 200m 이상 터널

영상유고감지설비 △ △ △

재방송설비 ○ ○ ○ △ △: 200m 이상 터널

정보표시판 ○ ○

진입차단설비 ○ ○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 ● ● ● △ △: 200m 이상 터널

유도등 ○ ○ ○

대피시설

피난연결통로 ● ● ●

피난대피터널(1) ● △ 1등급: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

2등급: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우선 적용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1)

△ ● ●

피난대피소(1) 삭제

비상주차대 ○ ○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연결송수관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전원설

비

무정전전원설비 ● ● ● △(3)

비상발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2) 4등급 터널의 경우,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

(3)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4. 서울 제물포터널

가. 터널 현황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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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    모 : 연장 7.53km, 왕복 4차로

 ∙ 공사기간 : 2015년 ~ 2020년

 ∙ 총사업비 : 4,546억원(2007.03 불변기준)

 ∙ 특이사항 : 소형차전용도로

   

구  분
본 선 Ramp-C,D

인천방향 여의도방향 인천방향 여의도방향

설계속도 60km/h ~ 80km/h 60km/h

연장 7,315m 7,285m 694.8m 673.7m

형식 일방향 2차로 일방향 1차로

내공단면적(m2) 33.33 ~ 50.61 27.16

둘레길이(m) 24.87 ~ 34.97 22.3

종단경사(%) -6.96 ~ 5.99 -5.99 ~ 6.96 0.5 ~ 6.99 -0.5 ~ -6.97

나. 제물포터널 환기설비(수직구 종류식)

 1) 구간별 환기 개요도

    

 2) 환기설비 용량

    

구   분 슬림형 제트팬 규격 수량 비 고

인천

방향

시점부 Ø1,030×3,430L(풍량25m3/s×55mmAq×22kW) 2대 ∙Ramp : 2대

∙분기부 : 3대종점부 Ø1,030×3,430L(풍량25m3/s×55mmAq×22kW) 3대

여의도

방향

시점부 Ø1,030×3,430L(풍량25m3/s×55mmAq×22kW) 3대 ∙Ramp : 2대

∙분기부 : 2대종점부 Ø1,030×3,430L(풍량25m3/s×55mmAq×22kW) 2대



- 7 -

구 분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제물포터널 적용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 50m 이내 50m 이내

옥내소화전설비 50m 이내 50m 이내

물분무설비  방수구역 : 25m 이상, 3구역 동시방수 위험도 2등급(미적용)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50m 이내 50m 이내

자동화재탐지설비 환기방식별 필요인식 범위 터널 전구간 인식가능

비상방송설비 50m 이내 50m 이내

긴급전화 250m 이내 250m 이내

CCTV
터널내 : 200∼400m 간격

터널외부 : 500m 이내
250m 이내

영상유고감지설비 100m 간격 Ramp구간 100m

라디오재방송설비 터널 전구간 청취가능 터널 전구간 정취가능

터널입구정보표지판 터널입구 200m 터널 입구 200m

터널진입차단설비 터널입구 200m 터널 입구 200m

차로이용규제신호등 400∼500m 간격 500m

   

구   분 급기 용량
배기용+배연용 용량 설비 용량

배기시 배연시 급기팬 배기 및 배연팬

공기정화시설#1
인천방향 80m3/s 80m3/s 160m3/s 40m3/s×2대 80m3/s×2대

여의도방향 80m3/s 80m3/s 160m3/s 40m3/s×2대 80m3/s×2대

공기정화시설#2
인천방향 80m3/s 80m3/s 160m3/s 40m3/s×2대 80m3/s×2대

여의도방향 80m3/s 80m3/s 160m3/s 40m3/s×2대 80m3/s×2대

시점부

환기소

인천방향 - 125m3/s 160m3/s
-

62.5m3/s×2대

97.5m3/s×1대여의도방향 - - 160m3/s

종점부 

공기정화시설
여의도방향 - 132m3/s - - 66m3/s×2대

   

제트팬 축류형 송풍기 전기집진기 유해가스제거설비

다. 제물포터널 방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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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도

  

피난대피시설

및 설비

비상조명등 야간점등회로를 병용하여 설치 야간점등회로 병용

유도

표시등

A 대피시설 부근 대피시설부근

B 약 50m 간격 50m

피난연결통로 250~300m 이내 약 200m

피난대피터널 본선터널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위험도 2등급(미적용)

피난대피소 250~300m 이내 위험도 2등급(미적용)

비상주차대 750m 이내 Ramp-A,B 적용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환기설비와 병용 - 환기팬 설치간격 기준 환기설비 병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라디오재방송설비와 병용 라디오재방송설비 병용

연결송수관설비 50m 이내 50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 50m 이내 50m 이내

비상전원설비
무정전전원설비 시설별 규정 준수

비상발전설비 별도로 구획된 실내에 설치 전원이중화 적용

  

구   분 방재시설물 적용현황

항   목
법적 기본설비 (도로터널 방재시설 관리지침) 추가 적용설비

옥내소화전 피난연결통로차단문 배연설비 연결송수관 간이소방서

개   요

간   격 50m 약 200m 환기소 4개소
입・출구부, 

공기정화시설#1,#2
시점부, 

공기정화시설#1

수   량 326개
차량용15개
대인용25개

40~97.5m2/s×21대 8개소 2개소

 제물포터널은 터널연장 1등급, 위험도 등급 2등급 터널이며, 등급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대피시설,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 설비 등 시설물을 적용했으며, 방재시뮬레이션 및 정량적위험도평가

(QRA), 각종 심의, 자문 등을 통해 도심지 터널임을 감안하여 기준보다 강화된 설비를 반영했고, 터널 

내 전용 소방차(2개소)를 비치하여 신속한 화재진압을 계획했다.

라. 배연설비(대배기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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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황

개 요

∙ QRA (Quantitative  Risk  Analysis)

∙ 화재해석 모델 : FDS (Fire Dynamic Simulator) 5.3

∙ 시나리오 모델 : ICS-QRA (Interactiv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Statistics-QRA)

∙ 유효복용분량 (Fractional Effective Dose), 이벤트 트리(Event Tree) 구성

∙ FN Curve : 특정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도시한 그래프

   (Frequency of Fatality / Number of Fatality per Year)

교통사고

통계

차종별 사고 발생건수 터널내 일반사고 발생건수 터널내 화재사고 발생건수

승용차의 발생수 가장 많음 연평균 일반사고 발생수 : 400.4건 연평균 화재사고건수 : 12.7건

   

제연

방식

사고감지(반도체식) 제연(대배기구방식) 피난(피난연결통로)

1) 배연용량 산정(160㎥/s)

  

[연기발생량]

승용차 버스 트럭 탱크로리

20m3/s 60~80m3/s 80m3/s 200m3/s

구  분 내공단면적 터널내 유속 연기발생량 배연량 팬용량

인천방향 39.824m2 1.5m/s 80m3/s ∙39.824m2×1.5m/s+80m3/s = 140m3/s 160m3/s

여의도방향 39.824m2 1.5m/s 80m3/s ∙39.824m2×1.5m/s+80m3/s = 140m3/s 160m3/s

2) 제연시스템 계획

  

마. 정량적 위험도 분석(QRA)



- 10 -

   

피해규모

분석

 ∙ 유효복용분량(FED:Fractional Effective Dose)에 의해 사망자 및 부상자 분석
 ∙ FED값에 의한 피해규모 적용
 ∙ FED >= 0.3 : 사망   ∙ 0.3 > FED >= 0.1 : 부상
 ∙ 부상자의 10%는 사망자로 환산하여 피해규모를 적용함

화재분석

(20MW)

구분 배연팬 미가동시 배연팬 가동시

온도

C O

분석 결과

(기준만족)

인천방향 분석결과 여의도방향 분석결과

 ∙ 위험수준 ALARP ⇨ 위험기준 만족

 ∙ 인천방향 ∑Risk : 4.54E-03

 ∙ 위험수준 ALARP ⇨ 위험기준 만족

 ∙ 여의도방향 ∑Risk : 1.15E-03

   

4. 결론

 주요국가의 도심지 개발로 인한 도로계획 및 차도는 점차 지하도로로 대체 될 것이다. 지하도로 건설 

시 터널 내 안전한 주행을 위한 환기설비, 위급상황 및 화재시를 대비한 강화된 방재설비가 중요하며, 

지하도로 내부 공기가 배출되는 환기구 및 시·종점부 민원을 대응한 정화시설이 점점 더 중요시 될 

것이다. 매연 자동차에 대한 규제강화 및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으로 앞으로는 배기가스와 관련된 부분의 

우려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기구 및 시·종점부 민원을 감안하여 지하도로 환기방식을 내부 순

환용 바이패스 시스템적용과 시·종점부에도 정화처리설비 용량을 대폭 강화하여 대기질 보존 및 지역주

민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 도로설계편람 제6편 터널(국토교통부)

 3. 도로설계편람 제7편 지하도도(국토교통부)

 4. 서울제물포터널 보고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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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사업」 추진

 국토부와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안)을 발표했다.

 2호선 삼성역~9호선 봉은사역 사이 강남구 영

동대로 하부에 국내 최초의 입체적 복합환승센

터와 대규모 지하도시가 지하 6층, 연면적 16만㎡ 

규모로 들어서며, 상부엔 서울광장의 약 2.5배 

크기의 대형광장이 조성된다.

 아울러 시는 ‘사람 중심의 미래형 대중교통 허브 

조성’이라는 비전과 6대 개발방향도 발표하였다. 

➀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의 허브<소통> 

➁주변과 입체적으로 연결된 지하도시의 중심

<융합> ➂강남권역의 매련적인 중심공간<활력> 

➃태양광이 들어오는 개방적인 지하정원<쾌적> 

➄안전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환경<안심> 

➅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역사<스마트>이다.

 첫째, 신설되는 5개 철도역사(▴KTX ▴GTX 

A·C ▴삼성동탄 ▴위례신사)를 이용수요, 노선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배치해 당초 기본구상 

대비 사업기간‧사업비를 줄였다. 또, 보행동선을 

단순‧최적화하고 기존 삼성역‧봉은사역과의 직결 

환승통로를 계획해 평균 환승거리 및 시간을 서

울역의 1/3 수준으로 낮췄다. 

 또, 영동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23년 시행 예정)와 

연계해 지상과 지하 1층 사이에 '버스환승정류장'

(양 방향 7면씩 총 14면)을 설치, 향후 최대 3배 

이상으로 증가(현재 5만 명→18만 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대 버스 이용 수요에 대비한다는 계획

이다. 

 둘째,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가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코엑스, 현대차 GBC 등 주변 

건물과 지상‧지하를 통해 입체적으로 연결한다.

 셋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로서 상업‧
공공‧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지하 공간으로 조성된다. 

인접한 코엑스(16만5천㎡), 현대차 GBC(10만㎡)를 

합하면 잠실야구장의 30배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지하도시가 만들어진다.

<지하3층 통합환승홀 투시도>

 통합역사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단순히 역사의 

기능만을 하는 것을 넘어 런던의 카나리워프 정

거장, 모스크바 정거장 같은 세계적인 예술철도역

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지하공간의 특성상 쾌적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햇빛과 외부공기가 자연스럽게 유입

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세웠다. 고밀도 태양광 

》  지식정보



- 12 -

집광장치를 통해 지하공간에 자연채광을 유입시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재난 발생시 정전이 

되어도 피난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설계 단계에서 내진 1등급을 충족하는 

구조물로 설계하고 국내 기준은 물론 국제 기준

(NFPA 130)을 충족시키는 방재 성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교통약자들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디자

인을 적용하고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하 중1층 조감도>

 복합환승센터는 비상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특별피난계단 15개소, 피난안전

구역 4개소, 제연경계벽, 비상환기시스템 등 다

양한 방재시설이 계획됐다. 또, 시공 중 도로함몰 

방지를 위해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량 모니터링, 

지하수위 영향평가 등 다양한 안전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보행시뮬

레이션 분석을 실시, 복합환승센터 내 이동 편리

성과 쾌적성 확보를 고려해 공간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통합운영시스템과 첨단 ICT 기술을 기반

으로 한 스마트역사 구축을 목표로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의 창의적·구체적인 설계를 위해 

사전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외 6개 팀이 참가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6.30.~10.13)를 실시한다. 최종 당선 1

팀에게는 기본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용역에 대한 

계약 우선 협상권이 주어지며, 그 외 초청팀에게는 

총 약 1억 원 상당의 참가보상비가 부여된다. 

 최종 당선팀은 10월 20일 발표되고, ’19년 착

공에 들어가 ’23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조 3,067억 원이 투입된다.

  〔동남권사업단 (02)2133-8269〕

종묘~세운상가~남산 지상 공중보행길 연결
 서울시는 작년 1월 낙후되고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를 사통팔달 보행 중심축이자 창의제조산업 

혁신지로 재생하는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시작, 

오는 8월 1단계 구간 준공을 앞둔 데 이어 2단계

(삼풍상가~진양상가~남산순환로) 1.7km 구간에 

대한 밑그림을 발표했다.

 시는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공공공간 국제지명

현상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열린 도시 플

랫폼(A City Open Platform)>(Modo Studio, 

이탈리아)을 선정하였다. 

 당선작은 디자인의 독창성과 완성도, 도시건축의 

복원성, 실현가능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균형감과 

완성도를 보여주었으며 공적 도시기반시설로서 

향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매력적인 장

소로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설계

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당선자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 

기본설계(9월), 실시설계(12월)를 마무리하여 내년 

1월 착공,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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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구간의 핵심은 세운상가군(삼풍상가~진양

상가)의 데크와 공중보행교 주변의 공공공간을 

재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활동을 

담고 있는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서울 역사도심의 

중심인 북악산~종묘~세운상가군~남산을 잇는 남북

보행중심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당선작인 <열린 도시 플랫폼(A City Open 

Platform)>에 따르면 을지로 교차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대림상가와 삼풍상가에는 지난 2007년 

철거됐던 공중보행로가 다시 부활, 두 건물 사이를 

잇는다. 

 삼풍상가~호텔PJ 구간은 건물 양쪽에 보행자 

전용교를 새롭게 설치하고 지상 보행길과의 연

결로도 신설된다. 또, 신설 공중보행길(데크)에는 

도시적 스케일의 연속적인 오픈 플랫폼과 지상 

보행길변에는 마이크로 스켈일의 플랫폼을 조성해 

커뮤니티, 상업 등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삼풍상가 ~ 호텔PJ>

 또, 서로 맞닿아 있는 인현상가와 진양상가는 

3층 데크와 지상 보행로 사이에 중간층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전면 유리로 개방된 상업공간이 

조성돼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전망

이다.

 아울러 2등은 세운상가의 도시맥락과 조건, 1

단계 사업과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았

다는 평가를 받은 <단절을 넘어 연결의 플랫폼

으로>((주)건축사사무소OCA, 대한민국), 3등은 

가장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미래상을 제시해 다양한 

장소와 도시경험을 제안한 <무제(untitled)>(NL 

Architects, 네덜란드)가 각각 선정됐다.

 〔역사도심재생과 (02)2133-8513〕

 

「여의나루 건립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건립 예정인 

4대 문화·관광시설 가운데 선도사업인 ‘여의나루

(통합선착장)’에 대한 밑그림에 해당하는 「여의나루 

건립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186:1이라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뚫은 당선

작은 홍콩의 건축 스튜디어 청보글(Cheungvogl)

의 <Poetic pragmatism(시적 실용주의)>이다. 

당선작에 따르면 긴 형태의 건축물은 선착장 기

능과 선박을 정박하는 부잔교의 기능을 더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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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건물과 물결치는 형태의 

지붕은 한강을 걷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전에는 

없던 새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 여의나루의 상징

적인 정체성에 대한 시적 해석을 만들어낸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지며, 

시는 7월 중 당선자와 설계 계약을 체결, 내년 

초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등은 직사각형 평면 내에 부유 건축

물과 나루에 고정된 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

하는 구조로 포근함과 건축성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은 <interactive waterscape>(운생동건축사사

무소㈜, 신창훈)가 차지했으며, 3등은 한강에 대한 

아름답고 시적인 제안으로 물의 움직임이 건물 

내부로 직접 전해질 것 같다는 평가를 받은 

<river, time and space>(davin tanasa & 

associates, 인도네시아, davin tanasa)가 선정

됐고 4등은 <FHHH Friends>(한양규), 5등은 

<NAAW Limited>(Kentaro Nagano, 홍콩)가 

각각 올랐다. 

 한편, ｢여의문화나루 기본계획(안)｣('17.2. 발

표)은 오는 '19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

포대교~원효대교)에 수상교통, 레저스포츠, 라이

프스타일, 관광‧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4대 수변

거점공간을 조성, 서울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개발센터 (02)2133-8364〕

경부고속도로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추진
 서울시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단절된 우면산 양재고개에 ’19년 말까지 100m 

이상 길이의 녹지연결로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에 대해 

실시한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동유럽 건

축가인 리투아니아의 Ivane Ksnelashvili(이바네 

크스넬라슈빌리)의 ‘SLOPE-WALK’를 최종 선정

했다.

 당선작은 단순한 구조의 변형을 통해 입면의 

형태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구조물의 

기능과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 또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은 단순한 디자인인 동시에 산책로, 동물이동로, 

녹지연결로가 적합하게 구성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인 강구조에 변형을 준 구조물로 

고속도로 상부에 위치하는 만큼 중간 기둥이 없이 

형성되어 있으며, 말죽거리 근린공원과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의 녹지를 잇는 위치에 자리 잡아 

100m 이상 길이의 구조물로 계획되어 있다.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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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주변 능선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점진

적인 경사를 두고 이루어져 있으며, 다층식재를 

통해 다양한 생물종이 식생 할 수 있도록 계획

됐다.

 당선작 이외에도 2등에는 임우진(AEV 

Architectures), 3등은 위진복(유아이에이 건축사

사무소㈜), 4등은 박윤진(오피스박김), 5등은 Mr 

Aleksander Jankovic(AJAA)의 작품이 각각 선정

됐다.

 1등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시는 계약 및 설계 단계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착공, 2019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도시공간개선반 (02)2133-7626〕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서울시가 지하수 정책에 기본이 되는 「서울특

별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를 깨

끗이 보전·이용토록하고 공사장 지하수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에 기여한다.

 금번 수립된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은 『지하

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 법정

계획(지역지하수관리계획)으로 1차 지하수관리계획

(1996년)과 2차 지하수관리계획(2006년)에 이은 

3차 지하수 관리 계획으로 서울시 특성에 맞는 

지하수 보전관리 및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금번 계획에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수 관리기본

계획(2012년)과 연계 지하수 환경여건 및 제도

변화를 고려하였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도심 지하개발로 인한 지하수 현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서울특별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건전한 물순환 도시』이며, 2024년

까지 추진하도록 목표를 『안전한 지하수 보존관리 

및 건전한 활용 환경 기반 마련』으로 세웠다.

 금번 『서울특별시 지하수 관리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통해 지하수 보존 및 수질관리 계획, 재난 

대비 지하수 확보 계획, 지하수 관련 안전관리 

강화 방안, 효율적인 지하수 계측정보 관리 등 

중점 추진 전략을 세웠고, 수립한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수 보존 및 수질 관리

 지하수 정책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지하수 주요정책, 유출지

하수 자원화, 수질 보존 정책 등을 연구하며 서

울시 수질측정망을 전면 재편성하고 확대하여 

오염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하공간 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를 다목적 활용토록 기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나. 재난 대비 지하수 관리

 재난 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인구대비 

100%까지 확보한다.(현69%)

 아울러 상시 비상급수시설이 완벽히 가동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비상급수시설(1,193개소)에 

대한 연 2회 점검 및 보수하고 노후시설 개량, 

원격제어, 감시시스템 구축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다. 지하수 관련 안전관리 강화

 『공사장 지하수관리 매뉴얼』을 통하여 공사장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17년~) 공사 전 

설계 단계부터 「공사장 지하수관리 매뉴얼」적용 

유도하고, 공사 전 수위와 주변지역 수위변화를 

관리하여 공사 전 ․중․후 비교를 통한 주변지역 

수위변화 예측하게 하며, 이를 서울시에서 발주

하는 관급 공사(15m 이상 굴착)에 우선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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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내실 있는 공사장 지하수관리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반도 운영한다.(2인 1조, 2개조 편성

하여 상시점검)

 대규모 개발 시 지하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대규모 지하 개발지역 및 

급격한 수위 저하 예상 지역을 선정하여 지반침하 

우려 지역(충적층, 구하상, 매립지역 등)에 지하 

25m이상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 전 설계

단계 부터 준공 이후까지 관리하고, 민·관 거버

넌스를 통해 지하수위 관리지역 여부를 결정하며 

지하수 영향조사를 통한 지하수 안전관리 자료

분석 등 사고 예방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필요시  

차수․ 비배수 공법 또는 지하수 보호공법을 적용

한다.

<지하수 보호공법 - 복수공법>

라. 효율적인 지하수 계측정보 관리 계획

 정보수집 효율성 향상을 위해 통합정보 관리시

스템을 구축한다. 2018년부터 수동 측정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전면 자동화하고,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실시간 수위 자료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수위, 지하수 유출량, 공사장 지반침하 관측

자료에 대한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이다.  또한 지하수위 신뢰성 향상을 위해 수위

관측 인프라도 개선한다. 

 아울러, 지하수위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공사장 지하수 정보도 모두 수집하여 전산화할 

계획이다.(지하수위, 유출량, 지반침하 등 모니터링)

 서울시는 위와 같이 확정된 『서울특별시 지하수 

관리계획』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필요할 경우에 

자료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

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고시

공고에 공개하고 있다.

 〔물순환정책과 (02)2133-3777〕

탄천물재생센터 내 ‘일원 에코 파크’ 개장
 서울시가 강남구에 소재한 탄천물재생센터 복개

공원 사업을 준공하고 ‘일원 에코 파크’라는 이름

으로 6월 19일(월) 개장하였다.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4단계) 사업은 2013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약 3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탄천물재생센터 내 제2처리장 상부 

33,978㎡를 복개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서울시는 악취 등으로 인해 기피시설로 인식된 

물재생센터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협의회 등 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 주민 밀착형 생활시

설인 복개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를 위해 총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복개공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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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9년부터 ’09년까지 1~3

단계 복개공원화 사업을 통해 총 76천㎡를 복개

하여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및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

에게 개방하였다.

 이번에 개장하는 일원 에코 파크 내에는 다목적

강당, 온실, 야외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조경수를 식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물재생시설과 (02)2133-3831〕

서울시-코레일,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서울시와 코레일이 15만㎡에 이르는 광운대역

세권의 물류기지를 동북권의 신경제거점으로 육

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방식 또한 기존 건축인허가 방식이 아닌 새

롭게 도입되는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노원구, 코레일은 6.9

(금)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성공적 추진과 협력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사전협상형 지구

단위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와 

▴공공기여 부담방안 결정 등 사전협상에 적극 

협조하며, 코레일은 ▴토지소유자로서 사전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물류시설 처리에 필요한 관계기

관의 협의·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서울시와 코레일이 공동 수립한 광운대역세권 

개발지침을 기초로 ▴낙후된 광운대역 주변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재생을 통한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 ▴동북권지역 미래상을 반영한 체

계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지침>

〔공공개발센터 (02)2133-8364〕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주차장

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의 실시

시기·검사항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8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마련

(안 제12조의12 신설)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검사일은 정기검사의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정함

나. 정밀안전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안 제12조의

13 신설)

   정밀안전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기간  

경과사실 및 과태료·벌칙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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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마련(안 제12

조의14 신설)

   안전장치·제동장치·운반기·와이어로프·승강로 

등 주요시설의 설치상태 및 성능 이상 유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토부장관이 고시

하는 기준 등을 따르도록 함

라.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 마련

(안 제12조의15 및 별표2의2 신설)

   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기준, 설비기준 및 

기술인력 교육사항 등을 규정함

마. 정밀안전검사 및 관리인 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별표6)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와 기계식 주차

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리인

으로 선임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안 제3조제1항

제2호)

   중·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

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 

× 5m(전장)를 2.5m × 5m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 × 5.1m(전장)를 2.6m × 5.2m로 함

나.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안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9, 제16조

의16부터 제16조의18까지 신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에 대한 증명서류 발급, 

선임 통보 및 관련 정보의 정보망 입력 등을 

정하고, 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주기·

교육내용·교육시간·증명서발급·교육수수료 등 

세부 시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요건 명확화

(안 제16조의22 신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자동차가 전복·추락한 

사고,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은 사고 등을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함

라.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교육사항 마련(안 제

16조의23 및 별표2 신설)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신규·정기·임시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과목·시간·내용 등을 규정함

마. 정밀안전검사 신청 및 실시절차 마련(안 제

16조의9·제16조의24·제16조의25)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서식, 검사실시·결과 통보, 

검사 확인증 발급 및 부착, 검사비용 등 정

밀안전검사 시행절차를 마련함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06〕

「순환골재 품질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기

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기준 개정이 필요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순환골재 품질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어의 정의 신설·개정

나. 순환골재 품질기준 강화 및 사용범위 확대

다. 타 시방서-순환골재 품질기준 간 통일성 확보 

및 중복 규정 삭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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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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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차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교량설계 관련 ‘교량기초 주변에 대한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 내용을 추가할 것

○ 조사항목에 ‘해당하천의 점오염 및 비점오염 

정도를 포함하는 오염도 조사’ 내용을 추가

할 것

○ 식재설계에서 ‘외래종 도입에 따른 생태계 교란 

방지, 자연환경 피해발생 방지 및 생물서식처 

조성을 위한 목표종 설정’ 내용을 추가할 것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

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Design For 

Safety) 내용을 추가할 것

■ 제57차 서울메트로 4호선 충무로역~명동역 등 

4개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금회 조사시 명동~회현역 단선 병렬터널 구간 

중 일부 폭 0.5mm 이상의 종·사방향 균열이 

전차년도 조사에 비해 균열 폭이 증가된 바, 

터널 주변 암반의 이완영역 증대에 따른 하중 

증가 또는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한 변화 등 

보다 면밀한 균열 발생원인을 검토할 것 

○ 회현~서울역구간의 라이닝채움 부족은 시공

이음부 균열을 동반한 넓은 범위(2.5m×2.0)

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타 구

간에 비해서 손상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

므로 별도의 적합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할 것

○ 일부 구간의 탄산화 시험결과 탄산화 잔여깊이 

및 잔존수명이 매우 부족함에도 탄산화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가 일률적으로 5순위로 선정

되었으므로 구간별 손상정도 및 규모 등 손상

내용을 고려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 상향조

정을 검토할 것

○ 결함지수 산정시 균열에 대한 결함점수를 균

열의 폭 등 손상상태 고려없이 a~e 등급별 

최상위 점수로 일괄부여하고 있으므로 과업

대상에 대한 정확한 상태평가를 위하여 결함

점수 재산정 검토할 것

■ 제58차 배봉산 둘레길 조성사업 설계심의

○ 기초 안정성과 관련하여 데크 높이가 4~5m 

되는 구간 등 사업대상지 전체적으로 샘플로 

지질조사를 실시할 것

○ 일률적인 기초콘크리트 크기(300×300)는 토질, 

풍하중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구조계산 등을 

통해 적정규모로 설계할 것

○ 데크로드 하부 기초 부위는 매립에 따른 기둥 

및 이음 철물의 부식으로 취약해지지 않도록 

재질, 두께 등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 조성된 구간의 근계노출, 쇄굴 등 배수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을 참고하여 사업부지

내 전체에 대한 배수계획을 검토할 것

○ 왕벚나무는 기존 식생과의 적합여부를 재검토

하고, 산벚나무, 팥배나무 등 기존 산림과 연

계한 수종으로 변경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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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차 서울메트로 2호선 대림~신도림역 등 

12개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심의

○ 대림~신도림역 구간 신도림 역사(37k470~ 

7k497)의 승강장 천정부 열화부(누수)에 대

하여 슬래브 내측과 외측 현황 및 시설물 변화

(구조물 철거, 계단설치 등) 등을 모두 고려한 

적정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재검토

할 것. 또한, 트렌치 제거 단면복구방안에 대

하여 트렌치 기능 및 기존 설치 사유 등 검토

하고 기능 필요 여부 및 대안시설 강구 등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할 것

○ 양천구청-신정네거리역 구간 안정성 평가 관련 

지반보강이 주로 풍화토와 풍화암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태를 고려하여 보강탄성계수 

150,000tf/㎡ 값 적용 적정성을 검토할 것

(연암의 탄성계수 50,000tf/㎡)

○ 신정네거리~까치산역 구간 하부에 설치된 신

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 따른 구조물 영향에 

대하여 조사 분석내용을 제시할 것 

■ 제60차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화재 예방을 위하여 캠핑장내 설치 시설은 

불연(난연)재 등 내화성 소재 사용 및 관리

운영과 연계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것

○ 캠핑장 주변 자연 식생 군락과 조화로운 배식 

설계를 하고 숲속의 캠핑장을 구현할 수 있

도록 기능식재 및 경관식재를 반영할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와 관련한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추가할 것

○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객 및 경전철 이용객과 

캠핑장 이용 동선이 상충되지 않도록 진출입 

동선을 명확히 구분할 것

■ 제62차 상봉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설계심의

○ 정화조 배기덕트는 옥상으로 끌어 올려 배출

하거나, 정화조 탈취설비 설치를 검토하여 

반영할 것

○ 차수공법에서 L.W공법은 주입재의 용탈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토양 오염이 우려되므로 용탈

방지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주입재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검토보완 할 것

○ 지상3층 서고 등 적재하중 큰 특정용도의 실은 

차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용도변경 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지침서에 명기하는 

등 적절한 관리 조치를 할 것 

○ 모든 출입문 손잡이를 잡기위해 회전시킬 수 

있도록 손잡이 있는 방향의 벽면은 0.6m 이

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할 것

○ 지하주차장 램프 폭이 협소하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출입 주차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을 고려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시설(경광등/곡

면경 등) 보완을 검토할 것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부분은 보도와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 X5/Y3열 지상층에 기둥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제63차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설계심의

○ 연간 운영비 산출기준이 비교적 상세히 언급

되었으나 톤당 운영비가 74,756원으로서 연간

운영비는 34억6천만원으로서 타지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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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책정된 점을 감안 관

리비와 전력비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재검토

하고 연간 운영 수지분석을 추가할 것

○ 건조시설 발생 악취성분 자료 및 악취 관련 

지역주민 민원을 고려하여 악취방지 기준(발주

부서 또는 운영기관)을 제시할 것

○ 건조실 내 부압을 유지하고, 고농도 악취 고

온산화 소각로 도입검토할 것

○ 집수정 상세도의 배근방법은 철근이 서로 교차

되어 정착되도록 수정 및 구조도측에 삽입할 

것

○ 하수슬러지의 개량, 탈수계획 중 사용되는 

응집제의 종류와 슬러지의 함수율을 제시할 것

■ 제64차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설계심의

○ 지붕구조도에서 부재의 좌굴방지 및 시공성을 

위한 브레이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할 것

○ 지반조사 결과 본 지역은 지하수위가 높으며

(지표 아래 3.0m) 구조물 바닥 Slab 하부 비

교적 연약한 퇴적모래층이 분포(두께 3.0m 

정도)하고 있음. 별도의 기초공법 또는 지반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하수슬러지 탈수 및 악취제거 등에 사용되는 

약품으로 인한 배관 부식의 영향을 검토하고 

배관(금속, 비금속) 재질별 내식성, 내구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제시할 것

○ 불활성가스 주입라인에 가스 유무 및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 PG 설치를 

검토할 것

○ 구조물 양 압력에 대한 검토여부를 확인할 것

■ 제68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계획 중인 구간은 향후 ‘2030서울플랜’의 중

심에 해당하는 구간이므로 터널 계획, 설계 

및 시공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를 검토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충

분한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양한 

보강방법을 실험적 ․해석적으로 검토할 것

○ 본 사업구간은 고층빌딩 및 하천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굴착에 따른 인접 구조물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인접 구조

물에 대한 진동영향 최소화를 위한 보강, 발파, 

지하수 처리방안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 

구조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

할 것

○ 금회 과업구간은 인접지역보다 저지대로서 

지하공간 복합개발로 인하여 기존 하수관거 

등 배수시설물의 적정 통수능력 미확보시 

집중강우에 따른 침수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중 

및 유지관리시 침수피해 방지 등 수방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

○ 금회 과업대상 중 일부구간은 개착공법을 적

용할 계획이므로 토목분야 기본설계 내용에 

차도 및 보도 복구 등 포장설계에 대한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것

○ 환승동선체계는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단거리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

으로 고려토록 명시할 것 

○ 최근 4차산업 혁명의 대두로 일컫는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자동차가 지하공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본 설

계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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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보조 횡보강근 기능을 하는 

원터치 클립기반의 V-타이 배근 설계 및 시공기술(제808호)

(보호기간 :  2017. 01. 18. ～ 2022. 01. 1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철근콘크리트 부재(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포함)의 내부 보조 횡보강근으로서 한단 90°, 타단 

135°의 갈고리를 갖는 크로스타이의 대체를 위한 V-타이의 설계기술이다. 이 기술에서 제시하는 

V-타이 배근 기둥의 내력과 연성은 동일한 조건의 크로스타이 배근 기둥에 비해 동등 이상이지만 

V-타이의 전단저항은 고려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V-타이의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철근에 

고정할 수 있는 원터치 고정용 클립제품을 함께 개발하였다. V-타이를 포함한 횡보강근 배근상세 

및 휨, 압축, 전단내력에 대한 설계절차는 기본적으로 ACI 318-14의 설계기준을 준수하면서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적 설계모델 및 실험검증에 기반한 제안모델을 따른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기둥 내부에 배근되는 크로스타이를 대체하는 V-타이 배근설계 및 시공기술 

ⓛ 주철근 가공 ② 외부 띠철근 가공 ③ 외부 띠철근 배근 및 결속

④ V-타이와 주철근의 체결 ⑤ 거푸집 제작 및 조립 ⑥ 콘크리트 타설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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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비고

(기존기술대비)

구조물
단면형상

기둥제원
b(가로)×d(세로)×

L(높이), m
= 0.5 × 0.5 ×2.4

 = 24 MPa

 = 500 MPa

기술구성 V-타이 + 원터치클립 크로스타이 + 결속선 별도의 장비 불필요

구조 
성능

압축내력
(kN)

9,710 9,233 111% 향상

압축연성비 2.48 1.70 145% 향상

휨 연성비 5.95 3.99 148% 향상

일손상지수 239.2 127.5 192% 향상

주철근
좌굴시점

5∆ 3∆ 좌굴시점 166% 지연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No. 공 사 명 발 주 처 신기술 공사기간 위  치

1
위례신도시 

IS센트럴타워 신축공사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15.11.06 ~ ’16.02.28

경기도 성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2
용인 구성지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
’16.03.29 ~ ’16.08.3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3
양주 옥정 A-11(2)BL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16.10.01 ~ ’16.10.31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4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16.12.01 ~ ’17.01.31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5
원동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가림종합건설 
주식회사

’15.05.01 ~
경기도 오산시

원동

 

나. 향후 활용전망

  - 시장성 확대를 위해 기존 크로스타이 보강이 불가능한 중공형 PC와 기둥단면 확대공법에 적용

할 수 있음

  - 건축 · 토목구조물에서 교각, 터널 등의 모든 기둥부재와 크로스타이의 시공이 어려운 특수전단벽 

경계요소에서 배근 가능

  - 해외 판로 및 기술선도를 위하여 일본 및 중국 등 해외 건설신기술 인증 획득 및 특허출원을 

통한 시장성 확대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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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량(ton) 44.2 75.5
41.4% 절감

(27층 건축물기준)

철근 시공성 철근 배근의 용이함
주철근이 간섭됨

일정한 간격배치어려움
철근배근이 우수함.

1 SET 조립 
시공속도(초)

14 7 50% 조립속도단축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이 신기술은 기능공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시 대형 건축물에 

기둥배근의 효율화를 위한 적용

      - 특히, 전세계적인 건설시장에서의 노동인력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단순화 및 시공간소화를 

진행하고 있어 개발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 신기술을 이용한 대형단면의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의 판단하에 설계함으로써 전문성의 확대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 이 신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은 없으므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해외건설 수출 시 구조적안정성 및 경제성으로 국외 시장의 강한 경쟁력 확보

      - 철근배근 간소화 실현을 통한 일반노무자의 정확한 철근배근 가능함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기둥제원
(m×m×m)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0.5×0.5×5.4 15,124 6,088 1,580 22,792

0.7×0.7×5.4 30,248 12,176 3,163 45,587

1.0×1.0×6.0 50,148 20,188 5,247 75,583

1.2×1.0×5.4 71,640 28,842 7,497 107,979

 (단위:원)

     * 업무시설용으로 연면적이 124,845 m2, 지하 3층 ∼ 지상 10층 건축물의 기준층 5층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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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 V-타이의 공사비는 크로스타이 대비 30%의 원가절감이 가능함

    

품명 단위 수량 크로스타이 V-타이 차액

철근

콘크리트

기둥

(기준층)

1. 주철근 ton 42.38 39,870,375 39,870,375 0

2. 띠철근 ton 3.01 2,878,962 2,878,962 0

3. 기존기술

  (크로스타이)
ton 5.70 5,451,569 0 5,451,569

4. 신기술

   (V-타이)
EA 15,396 0 3,788,956 -3,788,956

5. 거푸집 m2 1,265.94 68,036,679 68,036,679

6. 콘크리트타설 m3 313.79 25,200,796 25,200,796 `

총 공사비 141,438,380 139,775,767 1,662,612　

크로스타이 대비 V-타이 절감율(%) ▼ 30%

(단위 : 원)

     * 업무시설용으로 연면적이 124,845㎡, 지하3층~지상10층 건축물의 기준층 5층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3) 공사기간

     - 본 기술(V-타이)로 보강된 기둥 한 개소( 0.5 m × 0.5 m ×2.4 m )의 시공속도는 기존기술(크로스

타이) 대비 50%임

구분 시간(초/set)

기존기술(크로스타이) 488

신기술(V-타이) 245

크로스타이 대비 신기술의 시공속도 50%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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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물량 및 이산화탄소의 절감률이 각각 41.4%와 42%임

      - PC로 제작되는 압축부재에 적용범위를 확대적용할 수 있음

      - 건축물 증축 및 보수보강에서 단면증설공법에 확대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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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내부에 캡을 설치한 후 캡에 강지보재를 강결시켜 축조하는

비개착 지중구조물 시공법(BTR공법)(제810호)

(보호기간 :  2017. 01. 24. ～ 2022. 01. 2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지형이나 지장물로 인해 토피가 낮거나 폭이 협소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개량된 

파이프루프공법으로써, 파이프루프 강관을 압입한 후, 이의 내부에 일정간격으로 강지보재 매립용 

캡을 설치하고 캡 내부에 강지보재를 매립, 강결하여 지반을 보강하면서 터널을 굴착함으로써, 

지중구조물 축조 소요공간을 축소하고 강관 굴진시의 정밀도 저하에 따른 강관과 지보재의 결속 및 

위치조정 가설재의 시공이 필요하지 않아 시공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이 

향상되는 시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표준도(완성도) 

   (2) 압입한 파이프루프 강관 내부에 강지보재 매립용 보호캡 설치

       
(a) 개념도 (b)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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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호캡 내부에 강지보재의 매립, 강결에 의한 지반보강 및 굴착

(a) 표준도 (b) 개념도

   (4) 저도피 구간과 장애물 구간의 지중구조물 축조 소요공간 축소(5.0×3.5m BOX기준)

기존기술 기존신기술 신기술 

1,397

5,000

3,
50

0

8,986

8,
55

2

2,
41

3

1,080

8,352

5,000
3,

50
0

6,
81

4

1,
31

4

9
3
3

870

5,000

3
,5

0
0

7,932

6
,2

4
5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 사 명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신기술공사 금액

1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대책공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2011.04.08〜
2011.06.30

1.8X2.5M L=130M 2,080,100,000

2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탄천
우안 및 서측도로)조성공사

SH공사
2011.09.06〜
2012.04.30

2@3.5X2.0,L=30M
3.4X2.0 , L=40M

 3,352,800,000

3
신내3택지 지구외도로 확장 및

배수시설공사
중랑구청

2012.01.26〜
2012.07.27

3.5X3.5M,L=36M
5.4X4.8M,L=35M

1,770,000,000

4 신내3택지 지구외도로 개설공사 중랑구청
2012.07.06〜
2013.05.24

18.2X4.8M,L=47M 2,281,400,000

5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공사

(낙천정)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2013.04.22〜
2015.09.30

5.0X3.5M L=23M 1,928,633,483

    

  나. 향후 활용전망

   (1) 활용전망

    - 국가발전으로 인한 도시화와 지하공간 활용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중구조물 축조공사는 계속 

증가추세임. 또, 교통통제시간 단축과 민원 발생저감을 위해 개착식 공사보다는 비개착식 지하

구조물 설치 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임. 따라서 신기술의 비개착식 지중 구조물 축조공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기술의 활용전망은 매우 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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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은 지중구조물 축조 소요공간을 축소한 개량형 파이프루프공법을 개발한 것으로써 저 

토피고 구간과 장애물 구간에서도 지중구조물의 축조가 가능하여 국내외에서 활용전망이 매우 

높음

   (2) 시장성  

    - 비개착식 지중 구조물 축조공사는 기존 도로나 철도 시설물을 횡단하는 통로박스, 지하차도, 

신설 철도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공사에서 시장이 발생하고 있음. 신기술은 지중 구조물 축조 

소요공간을 축소한 개량형 파이프루프공법을 개발한 것으로서 구조물 축조 공간에 한계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도심지의 개발에 의해 구조물 축조 소요공간이 부족한 현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기

술은 적용이 어려우므로 신기술은 이와 같은 현장에서 시장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신기술 기술수준공정 기존기술 기술수준

지보재 매립용 캡을 설치한 강관을 적용하여 압입 시 시공오차를 해결
파이프 

루프강관 압입공
원형강관 + 굴진 후 강재용접

지보재 매립용 캡에 강지보재를 매립, 강결하여 보강하여 시공성 향상횡방향 보강공 강관절단 + 철근콘크리트 연결공

강관과 강지보재를 이용한 보강공법에 의한 기계굴착 확대, 인력시공 축소굴착공 인력굴착 확대, 기계굴착 축소

지보재를 철판으로 연결, 평면을 형성하고 복합 방수공법을 적용하여 
누수발생 방지

방수공 용접방수, 유도방수

지중구조물 축조 소요공간 축소로 적용 범위 확대지중 구조물공
장애물 구간, 토피확보 곤란구간
적용불가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장애물 구간과 저토피 구간에 적용할 수 있고 시공성과 구조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누수등에 의한 

하자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중구조물 축조공법의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임

    - 또, 터널 굴진 시 기계화 시공으로 인력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촉진

될 것임

    - 시공 중 주변 지반에의 영향이 최소화 되어 지반침하가 방지되고 민원 발생이 감소되어 공익적 

효과가 우수한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증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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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 국내에서는 지장물 구간과 저토피 구간에서 기존기술 대비 경쟁력이 우수함

    - 지하 비개착 공법은 개착공법에 비해 시공비가 다소 고가이고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특수공법임. 

따라서 후진국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후진국에서 성장하여 선진국을 가는 과정에 있는 나라에의 

기술수출 전망이 높음. 특히 신기술은 구조물 축조 공간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

므로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장애물 구간이나 저 토피고 구간에 지중구조물을 축조해야 하는 선

진국에의 수출전망이 매우 밝음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절감효과  (단위 : 원)

명    칭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대비
단 가 금액 단 가 금액 단가 금액 단 가 금    액

기존기술1 m 1 17,090 17,090 23,912 23,912 17,790 17,790 58,793 58,793 105.5%

기존기술2 m 1 19,453 19,453 21,771 21,771 18,449 18,449 59,675 59,675 107.1%

신기술 m 1 16,670 16,670 21,244 21,244 17,798 17,798 55,741 55,741 100.0%

           

   (2) 공사기간 단축                                                          (단위 : 원)

     

단계 신기술 기존기술 (1) 기존기술 (2) 

가시설단계 52일 60일 60일

굴진 및 파이프루프 설치단계 54일 70일 75일

지보공설치 및 굴착단계 30일 25일 25일

지중구조물 시공단계 30일 30일 30일

마무리 단계 10일 10일 10일

계 176일(100%) 195일(110.8) 200일(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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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은 작업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장비 가동량을 줄여 기계 경비 중 장비의 유류비 소비기준

으로 기존기술 대비 15% ~ 89%의 에너지를 절감함

    - 신기술은 ⅰ) 소음, 비산먼지, 진동 및 지반 침하와 같은 환경적 유해요인을 감소시켜 친환경

성이 높으며 ⅱ) 시멘트 콘크리트공에 의한 CO2 발생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저감되고, 교통통

제가 없으며, 민원 발생이 감소되어 높은 공익성을 갖음.

    - 신기술은 시공 중 작업공간의 확대에 의해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한 기술로써 

공익성이 높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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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운송의 특성과 사회적 편익

능동운송의 개요

 도보 및 자전거 통행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단통행이지만 그 사회적 편익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분석이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 이런 인력기반운송을 능동운송(Active 

Transport)으로 칭하며 다양한 평가접근이 시작

되고 있다. 능동운송은 도보, 자전거, 휠체어 및 

관련 변형수단을 의미하며, 여가목적의 단순통행과 

정류장 대기와 같은 보행 상의 정지상황 등을 

포함한 포괄적 통행수단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지역통행의 10~20%는 온전히 능동

운송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접근통행에 능동운송

수단이 포함된다. 비내연기관기반 특성 상 혼잡, 

에너지 소비, 오염배출량의 저감과 같은 교통계

획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사회취약계층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어 여건

개선이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기회 제공에 도

움을 줄 수 있다. 소매, 관광 등의 지역상권에 

기여하고 타 수단과 달리 실질적으로 대중 보건을 

증진하는 동시에 위락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많은 교통정책 및 계획이 능동운송 이용환경에 

영향을 주지만 그 과정에 있어 능동운송은 과소

평가되는 실정이고 따라서 교통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잠재요인이 되고 

있다.

능동운송의 수요 및 수단특성

 교통수요는 다양한 사회경제 현황 및 토지이용에 

영향을 받는다. 능동운송의 경우, 연령, 소득 등 

일반적인 요인 이외에 신체능력이나 반려견 소

유여부와 같은 기존과 상이한 요인들이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일반적 통행조사 시 분석존 내부의 단거리

통행, 비첨두시통행, 비업무통행, 아동통행, 레저

목적의 통행과 같은 능동운송관련 통행이 과소

집계되는 상황이고 많은 설문조사가 능동운송과 

차량의 수단연계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다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하면 능동운송통행은 

기존 설문조사 결과보다 3~6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능동운송의 통행거리가 전체 통행거리에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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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작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이동시간과 

통행량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는 큰 부분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

 능동운송의 분포는 국가와 도시에 따라 크게 

다르나 이러한 차이가 지리 또는 기후여건에 의

한다기 보다는 정책 및 계획요인의 반영으로 나타

나는 특성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스위스, 네델란드 등의 국가들이나 샌프

란시스코, 보스턴, 시애틀 같은 도시들은 기후와 

지형이 능동운송에 취약하지만 적절한 교통 및 

토지이용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지에 기반하여 

능동운송의 수단분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능동운송 특성에 기반한 편익과 비용

 능동운송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경제·

환경·보건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잠재적 편익과 

비용이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통행특성에 기반한 

여러 편익, 비용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통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 교통인프라 간 연

계와 통합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보다 포괄적

이고 종합적인 교통현황 파악과 시설계획 연계를 

위해 그동안 경시되어온 능동운송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분석이 정량적 접근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TPI(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능동운송의 편익항목 

및 인·마일당 편익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서울시는 기후변화, 한계상태에 도달한 교통량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포장도로 관리를 위해 2013년 말부터 연구를 시작, 

택시 및 버스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한 ‘포트홀 실시

간 신고시스템’, 전체 도로망을 분석하여 함몰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는 ‘도로함몰 관리시스템’, 도로 하부에 숨은 동공을 

찾아내는 ‘동공탐사기술’을 개발 완료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

이다.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혁신기술을 타시도 도로관리청과 필요

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

로관리 백서를 발간하였다. 백서에는 개발된 구체적인 기술, 도

로관리청 담당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절차와 표

준양식, 그리고 그 간에 운영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수록

하였다. 

본 백서의 책자(e북 포함)는 국가기록원, 국립도서관, 서울도

서관에 등록 및 비치되었으며, 책자는 서울책방을 통해 1만

원에 판매한다.  <도로관리과 (02)2133-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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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56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도시하천(지방하천 2개소 L=3.84km)

의 물리적 형태 및 생태적 기능을 

회복

21,000

(1,100)

조건부

채택
토목

60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면적 : 11,782㎡

․ 내용 : 캠핑장조성, 관리동설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등

5,119

(206)

조건부

채택
조경

68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설계

․ 규모 : 총 연장 1km

 - 본선터널(비개착 포함) 370m

 - 통합역사 및 지하공간개발(개착) 

630m

(19,181)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58
2017년 배봉산 둘레길 조성

사업 실시설계
․ 데크로드 및 식재공사

2,804

(48)

조건부

채택
조경

62
상봉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설계

․ 건축면적 : 685.52㎡

․ 연면적 : 4,130.82㎡(지하1/지상5)

209,019

(740)

조건부

채택
토목

63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

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조용량 : 140톤/일 

․ 함수율 : 건조후 10% 이내

16,400

(332)

조건부

채택
기계

64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

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조용량 : 130톤/일 

․ 함수율 : 건조후 10% 이내

16,031

(432)

조건부

채택
기계

정밀안전

진단심의

57

서울메트로 4호선 충무로역~

명동역 등 4개구간 지하구조

물 정밀안전진단

․ 4호선 4개 구간, L=3,521m (427)
조건부

채택
토목

59

서울메트로 2호선 대림역~신

도림역 등 12개구간 지하구

조물 정밀안전진단

․ 2호선 12개 구간, L=10,016m (898)
조건부

채택
토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7년 6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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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7. 6.

건     축 
방화동 행복주택 및 주민센터 설계용역 등 
등 35건

3,042 2,458

교 통
2017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3건

115 114

기 계 설 비
중랑물재생센터 제3송풍기동 설비개선공사 
설계용역 등 2건

275 261

도 로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

3,042 3,022

도 시 계 획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수립 용역 등 11건

3,314 3,241

상 하 수 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제2정수장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등 14건

1,421 1,377

소 방 
이대역 등 2개역 변전소 소방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19 19

전 기 통 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등 
3건

107 106

조 경
북서울꿈의숲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3건

176 173

지 하 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설계용역 
등 3건

20,449 18,978

기 타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7건

65 62

 계 98건 32,025 29,81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7년 6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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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7년 제113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7.07~7.13 8.12 9.14 9.18～9.21 10.28~11.4 11.17

< 2017년 제62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6.09~6.15 7.08 7.20 7.24~7.27 9.09~9.22
9.29
10.20

< 2017년 제3회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8.01~8.07 8.26 9.07 9.11~9.14 10.14~10.25
11.03
11.24

< 2017년 제3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5.24~5.30 6.10~6.18
시행
당일

7.24~7.27
9.09
~9.22

9.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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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시도되는 이메일이나 전자

통신 사기를 말하며, 주로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기밀 데이터에 접근하여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스피어 피싱은 일반적인 해커들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금전적 목적이나 

무역 기밀 및 군사적 정보를 노리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다.

 스피어 피싱은 수신자와 참조자를 여러 명 포함하며, 

주로 수신자에게 익숙하고 믿을만한 송신자 혹은 

지인으로부터의 메일 형태로 조작되어 있으며, 수신

자들이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주로 웹에 존재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악용하여 수

신자의 친구, 혹은 물건을 구입한 온라인 쇼핑몰의 

계정으로 가장하여 메일을 보내며, 수신자의 개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정상적인 문서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실행하도록 한다.

 스피어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신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회신 URL이 믿을만한지 살펴보아야 하며, 

패스워드 등 자신의 중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