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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및 전략

 가. 도시재생사업 패러다임 변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파리, 도쿄 등과 같이 오래된 도시일수록 도시기반시설이 체계를 갖추기 전에 

인구 유입이 급속히 진행되어 주거용 건물이 고밀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도시공간이 점차 외곽

으로 확장되면서 도시 외곽보다 오히려 기존 도심구간이 급속히 낙후되어 쇠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외에서는 기존 도심공간을 재개발하기 위해 대부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도심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확보차원에서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수 있는 

임대형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개발 방식에서는 낙후된 주거공간이 고가의 임대형 건물, 또는 고가형 공동주택으로 변하기 

때문에 구도심에서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외곽으로 내몰리는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 

cation) 현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그러나 도시 경관이 외형적으로 크게 개선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내재되어 있던 사회적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해왔다.

  서울시도 2010년 즈음까지 낙후된 도심을 대규모 임대형 고층건물, 고층형 공동주택 중심으로 사

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2013년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

재생특별법’)’을 기점으로 도시재생의 목표와 기본방향,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나. 서울시 도시재생전략 및 유형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외형적 확장을 위해 대규모 지구단위 개발사업과 주거용 

공동주택 재건축 위주의 정비사업을 추진해오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시민이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만드는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으로 지역별, 

공간별 맞춤식 재생유형을 표 1과 같이 크게 4종류로 제안되었다. 

  이 중 서울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축 개념의 재생 대상지역을 선별하였는데, 

대부분 광역중심 거점지역은 원주민 거주가 적고 향후 이전 계획이 있는 대규모 철도부지, 교통 

접근성이 좋으나 토지 이용도가 낮은 저개발 중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신경제 광역중심 도시공간 

재생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  칼  럼

 광역중심 도시재생을 위한 도로터널 적용
   

    한 상 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동일기술공사 기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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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서울형 도시재생 구상도 및 유형분류

재생방향 재생대상 재생유형

신경제 광역중심 
육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대규모(저이용) 
가용지를 보유한 지역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쇠퇴·낙후 지역 
경제 활성화

기존의 산업 또는 상업의 
재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

자연·역사·문화 
정체성 강화

역사·문화·자연자산의 
활용가치가 높은지역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노후 쇠퇴 
주거지역 활성화

주거환경이 노후 
불량하여 정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지역

노후 주거지역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15), 서울특별시

  또한 소규모 거점 재생지역으로 쇠퇴·낙후되고 있는 상업 및 산업지역, 역사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특화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심 곳곳의 활력적 공간 조성과 원주민 이주를 최소화하여 함께 사는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노후 주거지역 등이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회자되는 잠실종합운동장과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입체적 공간조성 계획은 

강남권의 국제적 MICE(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 

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의 영문 앞 글자를 요약한 것으로 국제적 융·복합 회의 및 

관광산업을 의미함) 공간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방식 중 

‘공공의 선제적 가이드를 통한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분류되며, 대규모 한국전력 사옥의 이전으로 

더 넓은 공간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생적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아울러 잠실운동장, 한국전력 사옥 부지, 영동대로 등이 주거공간이 아니고 현재 지하철 2, 

9호선과 향후 광역철도 역사, 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매우 좋고 대규모로 

입체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림 1.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방식 구분 및 영동 MICE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15) 서울특별시」, 「비전 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2015)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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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중심 도시공간의 접근성

  앞서 언급한 강남권 영동 MICE는 사실상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서,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적 중심지, 여의도 영등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 중심지를 포함한 3도심에 속해 있으며, 

상암·수색, 청량리·왕십리, 용산을 포함한 3부도심과 각 생활권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광역 및 

지역거점의 균형적 재생사업 속에서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지향을 추진하고 있다.

  표 3은 2015년 서울시가 수립한 ‘2030 서울플랜’과 그에 앞서 발표된 ‘서울시 지하도로 

(U-Smartway) 건설계획(2009)’을 통해 광역중심 도시공간 재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남순환고속도로 일부 터널구간,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터널도로 등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비를 대폭 낮추고 지상공간을 녹지화하거나 시민 활동공간으로 재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광역중심 연계형 교통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서울시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및 지하도로계획

※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백서 (2015) 서울특별시 / 「서울시 U-Smartway 지하도로계획」(2009) 서울특별시 

  강남권 영동 MICE는 광역철도, 지하철, 지하상가 등이 대규모로 건설되면서 광역도로 교통망으로 

동부간선지하도로 노선도 계획된 요충지로 3도심 중 가장 외형적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체적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의 선제적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먼저 제시가 되어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 하에 종합계획과 공간별 상세계획, 건설시기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철도 광역교통망과 보행자 동선 및 지상공간 활용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재의 지상교통 체계를 자연스럽게 지하공간으로 유도하며 

시민들이 버스와 승용차 등을 이용해 쉽게 환승정류장과 업무공간, 보행광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형 도로터널이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과거 잠실역 사거리는 광역, 간선, 지선버스 등이 혼재되고 롯데월드 진입차량이 뒤섞이는 

환경에서 교통체증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세계적인 초고층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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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됨에 따라 상시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그림 3과 같이 광역버스 중심 지하환승센터를 건립하게 

되었고 현재 원활히 이용하고 있다. 

 그림 3. 잠실 지하환승센터 및 지하 진출입 도로터널

  아울러 도심의 경우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2017.03)’을 통해 주요 19개 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이나 기존 차로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심의 경우 도시재생 유형으로 

‘역사문화 자원 특화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특히 도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도심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최대한 제한하여 공기질 향상과 보행환경 조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그러나 도심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량 이용을 통해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많은 간선도로에서 차로 축소와 통행제한은 오히려 통행 불편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건물 또는 도심 유휴지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지하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주차공간까지 접근할 수 있는 지하도로와 기존 지상 통과교통을 우회 처리할 수 있는 도로터널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도심권 재생유형에 따른 녹색교통진흥 대상지역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15)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보도자료(2017.05.16)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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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중심 도시재생을 위한 도로터널 적용

  이와 같이 광역중심 도시재생 사업은 대부분 토지 이용율이 적은 교통요충지를 대상으로 도심, 부도심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상교통을 저감하고, 상부를 녹지화하여 보행자 공간으로 재편하는 입체적인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진출입 교통처리

  앞서 잠실의 송파대로와 강남 코엑스 부근의 영동대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입체적 공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지상도로를 축소하여 보행자 공간으로 

조성하고 교통처리를 지하화하여 환승센터로 적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도시재생 유형 중 ‘저이용, 저개발 중심지역’에 대한 방식으로 원주민 이주가 거의 

없고 사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추진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다. 그러나 진출입 구간 계획이 잘

못된 경우 지상 통행교통과 지하환승센터, 지하주차장 진출입 교통이 혼합되어 교통혼잡을 유발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 계획이 필요하다. 

 나. 도로터널 방재시스템

  노선이 지정된 철도, 지하철 교통과 달리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더 양호한 광역교통 수단은 버스 

등 차량이며 차량 통행이 필요한 터널구간에서는 반드시 방재에 대한 대책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

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영동 MICE 구간도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이므로 철로와 지하 접근도로

에 대해서는 방재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5와 같이 일반적인 터널의 방재시스템은 감지센서와 CCTV, 제연시스템(종류식에 적용)과 배연

시스템(횡류식, 반횡류식 환기시스템 등)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도로터널이 장대화 될수록 화재 발생 

시 대피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인 도로터널에서는 배연시스템을 적용하여 강제배기를 시행하도록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도로터널 화재사고와 도심 도로터널의 높이가 낮은 상태로 연기 확산이 배연설비 가동보다 

빠를 경우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그림 5. 터널 방재시스템 및 화재발생 사례

강남순환고속도로 홍보자료(방재시스템) / 부산시 광안 도로터널 화재사고(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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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연기제연시스템 개념도 및 연기차단 시험

 에어커튼을 이용한 터널 및 지하도로 제연시스템 개발, 한국도로학회학술지, 2014.06

  그림 6에서와 같이 연기제연시스템은 차량 진행 반대방향으로(화재발생 시 앞쪽에 위치한 차량은 

진행방향으로 빠져나감) 차량에 있던 인원들이 모두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광역중심 도시재생 공간에 대한 지하환승센터 진출입 도로터널 이외에도 서울시가 기 계획했던 

지하도로, 광역철도 터널구간에서도 이와 같은 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 도로터널 내부경관

  도로터널 내부의 조명 밝기가 낮거나 내부 공간이 좁은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그림 6과 같이 노르웨이 라달터널에서는 조명연출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였고, 최근 국내 최장 도로터널인 인제터널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경관을 연출하였다.

  일반적인 조명일 경우 고가인 반면 최근 개발된 LED 조명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효과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대 도로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지루함을 

완화시켜 준다.

그림 6. 도로터널 내부 경관연출 사례

(노르웨이 라달터널) (동서고속도로 인제터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최첨단을 입다, 전기신문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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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행 및 대기공간 분리

  잠실 지하환승센터와 같이 대기환승 공간에서는 버스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유리 경계벽을 설치하여 대기 장소와 차량 주행부를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지하 도로터널 

공간이 환기 여건상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승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4. 맺는 말

 최근 서울시의 도시재생 전략은 대상지역의 재생 목적 및 필요성에 부합되게 맞춤식으로 진행되며 

원주민의 이탈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업무, 회의, 관광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광역망이 구축되어 상호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시민 거주가 적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며, 토지 이용율이 낮은 ‘저이용 저개발 

중심지역’과 같은 공간에서는 도시의 축이 될 수 있는 광역교통 허브가 조성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입체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최근 영동 MICE는 이러한 도시재생 일환으로 추진되며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을 환승할 수 있는 광역교통 허브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교통뿐만 

아니라 기존 지상 및 광역 차량교통의 접근성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입체적 이용을 

위한 지하 도로터널 계획이 검토되어야 하며, 도심권 ‘녹색교통진흥지역’과 같이 지상도로 축소를 

통해 보행공간 및 녹지 확충을 목표로 하는 재생사업에서도 우회도로 확보와 더불어 일부구간에서는 

지하도로 적용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접근형 또는 장대 도로터널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안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첨단기술들이 적절히 접목되어 성공적인 광역중심 도시재생 모델의 

기반시설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서울특별시(2015)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 서울특별시(2015) 2030 SEOUL PLAN 수립과정 백서

 3. 서울특별시(2009) U-Smartway(지하도로)계획

 4. 강남구청(2016) 비전 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5. 황주환 외(2014.06) 에어커튼을 이용한 터널 및 지하도로 제연시스템 개발, 한국도로학회학술지

 6. 전기신문(2017.06.28)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최첨단을 입다’

 7. 조선일보(2017.05.16) 맨해튼보다 차량 많은 서울도심..강력한 교통제한카드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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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채석장일대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서울시는 「창신숭인 채석장일대 명소화 시민‧학생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적합성, 창의성, 공

공성, 연계성, 실현가능성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창의적인 작품을 15점 선정하였다. 일반시

민이 참가하는 시민아이디어 부문과 대학(원)생 

대상 공간 디자인 부문에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44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시민아이디어부문 선정작은 ▴창신씨네마 ▴극

단적 두 개의 시선 ▴창신 채움장 ▴돌내음 ▴창신 

스테이지 23-315 ▴채석장, 채우장 ▴그림마루, 

두레지던시, 창신숭인 문화공원 ▴웰빙형 동화마을 

▴창신문화정원 ▴채[彩]색[色] 총 10작품이다.

 시민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작인 “창신씨네마”는 

부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공간의 특징을 

살리면서 콘텐츠를 채우고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도움이 되며 지역의 삶을 살피는 수단으로 공간

을 구성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간디자인부문 선정작은 ▴RE-MINE ▴도심속 

캠핑, 쿼리핑 ▴창신-코스터 ▴채석장 위 치유의 

공간 ▴Culture Market 총 5작품이다.

 공간디자인 부문 최우수작인 “RE-MINE”은 대

상지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

화적 장소를 만들려는 의도가 돋보였으며 기존

지형을 변화시키지 않고 동양화적 접근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제출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향후 채석장

일대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7년 7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총 상금 

1,140만원과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 

seoul.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재생과 (02)2133-7171〕

서울어린이대공원 ‘맘껏놀이터’ 개장

 놀이시설물에 의해 정형화되지 않고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자유놀이 

공간 ‘맘껏놀이터’가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 

4,300㎡규모로 7월 4일(화) 개장하였다.

 ‘맘껏놀이터’는 서울시설공단과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서울시립대 등이 협력해 조성한 것으로 

어린이대공원내 시설이 오래된 기존 놀이터를 

리모델링해 개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약 

2년에 걸쳐 ▴어린이 참여프로그램 진행‧분석 

▴해외 놀이터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을 진행했다. 

 맘껏놀이터가 일반 놀이터와 다른 점은 대부분 

정형화되지 않은 모양으로 제작돼 어린이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전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부분이다. 실제 놀이터 

곳곳마다 위험요소를 남겨놓아 어린이들이 스스

로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맘껏놀이터는 중심부를 시설물이 없는 

공터로 비워 두었고, 잔디 구릉으로 이뤄진 놀이

길을 통해 놀이공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모래와 

물로 구성된 ‘모래놀이터’와 ‘워터하우스’도 조성해 

어린이들이 평지와 경사지를 넘나들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빛에 따라 천창 

그림자가 달라지는 ‘라이트하우스’와 자유롭게 

낙서할 수 있는 ‘낙서광장’, 물길을 오르내리며 

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 등 기존 놀이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놀이시설도 갖추고 있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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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02)450-9351〕

서울시 발주 주택공사 ‘미세먼지 저감장치’ 

의무사용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의 일환으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과 가정용 보

일러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건설공사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 따라 8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저공해 장치가 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2018년 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5월)하여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조항을 신설

하였고,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기간의 특례에 관한 

부칙을 신설하여 8월부터는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

금액 100억 이상(19건, 약 1조 934억원)의 건설

공사장에서 시행, 내년 1월부터는 계약금액에 관

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장에서 전면 시행할 방침

이다.

 이와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공사는 2013년부터 저녹스버너 장착

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91% 이상(1등급), NOx 

평균 발생량이 40PPM 이하인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11단지 총 2,902세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축 건설현장에 친환경 보일러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환경부 (02)3410-7760〕

서울시, 공사장 안전조치·수칙 집중 점검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

태료 부과를 의뢰, 건설현장에서 퇴출한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한 근로

자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시키고 과태료 부

과를 의뢰한다. 아울러 이력관리를 통해 서울시

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참여를 제한한다.

 서울시가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은, 

건설공사장 안전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위험

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가설기자재 현장 반입 승인, 사고

대비 상황별 모의훈련,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

관리제, 안전eTV 등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생명의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함

이다. 

 앞으로도 시는 ‘근로자 안전 10계명’을 집중 관리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

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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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할 예정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02)3708-8752〕

서울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임시사용

 서울시가 2010년 침수피해를 입은 양천구‧강서구 

지역의 폭우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8년 

완공예정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임시사용을 시작

했다.

 지난 2010년 9월 21일 시간당 93㎜, 일일 최대 

강우량 302㎜의 집중호우로 강서구 화곡동과 양

천구 신월동 일대가 침수되어 6,017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3년 5월 시간당 100㎜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7월 빗물저류배수터널 전 구간을 

관통했다.

 시는 국내 최초로 지하 50m 지점에 직경 5.5~10m, 

총연장 4.7㎞(강서구 가로공원로~양천구 신월동~

양천구 목동펌프장)의 대규모  터널형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에 대한 계획을 2011년 수립

하여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수리 안정성을 확보한 

최적설계를 적용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빗물을 최대 32만톤 

까지 저류할 수 있는  대규모 저류배수시설로 

32만톤이 초과되는 빗물은 유입구와 유출구의 

높이차(약10m)로 인해 목동빗물펌프장 유수지로 

자연 방류되어 안양천으로 배수 처리된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이 2018년에 완공되면 최대 

1분당 12,360톤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어 30년 

빈도 강우와 1시간 동안 100㎜ 집중호우에 대비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빗물저류배수터널 전체구간을 

1/50의 축소 모형으로 제작하고 실제와 같이 빗물

유입시 터널내 복잡한 수리 현상을 재현하는 수리

모형실험을 시행해 저류와 배수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토목공학적 수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검증하였다.

<빗물처리 모식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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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 상습체불 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건설공사의 실적을 주

요공종별로 세분화하며,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대장 서식을 간소화하고 등록

관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절차 및 필요서류 및 통보

방법 등을 구체화 (시행령안 제30조의2제6항, 

시행규칙안 제25조의6)

나. 하도급대금을 체불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그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시행령안 별표6)

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미장‧방수‧조적

공사업의 업종명칭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 (영 별표 1, 별표 2, 규칙 별표 6, 별지 

제18호)

라.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

분화함으로써 공사실적 관리를 체계화 (시행

규칙안 제25조, 별표 6,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마. 건설공사대장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여 건설

업체의 공사대장 통보부담을 완화 (시행규칙

안 별지 제17호, 제17호의2)

바. 건설업 등록(변경), 양도‧합병‧상속 신청시 주

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재외국민의 

여권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하도록 함 (시행규칙안 제2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사.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 특례신청 기

재란을 신설하는 등 기타 서식 개정 (시행

규칙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하천점용허가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하천법이 일부 개정(’17.3.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8

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득하천사용자 보호규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내지 5항 신설)

1) 신규 점용허가로 인해 진출입 및 통행 장애, 

수질 악화․소음 유발 등 유무형의 환경피해, 

하천의 안전성 저해 등을 야기하여 기득하천

사용자의 권리 행사에 손실발생이 명백한 경

우로 동의요건을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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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관리청이 신규 허가신청의 목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득하천사용자를 정해 신규 신청자

에게 통지하고 양자는 동의여부를 성실히 협

의하여야 함. 이 경우 기득하천사용자에게도 

신규 신청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3) 기득하천사용자 동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여 신규 점용허가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불합리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하천의 공공적․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나. 하천관리청의 하천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면

제요건 명확화(안 제58조제2항제1호)

1) 현재 하천관리청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하천관리와 

무관한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음

2)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등을 참고하여 하천관리

청이 소관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천 내 소규모 공작물 설치 시 실시계획인가 

생략 대상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1) 하천법 개정(’17.3.21.)에 따라 하천관리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소

규모 공작물 설치 시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생략

할 수 있게 되었음

2) 이에 따라, 하천시설물의 신설․변경이나 하상

세굴 및 유속변동, 이․치수 안전성 저해, 하천

환경 훼손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공작

물의 신․개축은 실시계획인가를 생략할 수 있

도록 함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044)201-362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는 주요 법률위반 사례인 소방시설

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를 처벌하지 못

하는 입법불비 상황을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부실

시공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

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보완(안 제8조)

 - 무등록 업체에 소방시설업자 명의 또는 상호 

등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요건 명확화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 소방시설공사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

하여 책임시공 담보 및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시정

다.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안 제10조 1항)

 -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라. 원도급자 의무시공·감리제 강화(안 제22조 1항)

 -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직접 시공·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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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고제 합리화(안 제7조 3항 등)

 -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044)205-278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내용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

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

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아울러,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

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

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

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

확히 하는 한편,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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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차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원수의 유입단계부터 최종방류수까지 전생애

주기에 대하여 종합적인 하수처리시설 체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최종방류수가 한강을 비롯한 

지천 및 주변 지역의 수환경, 토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

○ 현재 사용중인 처리장별 전기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구역을 나누어 효

율화하고, 전력 사용효율을 최대화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할 것

○ 본 과업과 병행 추진중인 ‘물재생센터 부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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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용역’과 토지이용 및 시설 배치 등 

상호 연계가 필요한 과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부서)와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과업내용에 추가

할 것

■ 제66차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20년 이상 공용된 교량(한국냉장앞고가차도)의 

경우 시특법에서 내진성능 평가가 의무화 되어 

있는바, 내진성능평가 추가 시행 및 교량받침 

교체 등에 연계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상세히 

보고서에 수록할 것

○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옹벽부 2.0㎜ 횡방향 

균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철근

부식 및 철근량을 파악하고, 철도횡단 구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보강에 따른 업무협의 등은 

발주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구성은 점검기준을 제시

하고 원인 및 검토·분석 자료에 대한 대책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최종보고서를 재작성 할 것  

■ 제67차 2017년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공사 

설계심의

○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취지에 부합되도록 영등포

구민 모두에게 열린공간을 제공하는 의미로 

컨셉을 재검토하고 sign에 반영하도록 할 것

○ 북측 우범지역 내 안전을 고려하여 조명, 시설 

등을 보완하고 조명시설 위치, 조도 등은 수목

배치, 동선 등을 고려해서 재배치할 것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스콘, 블록포장재 재활용 검토

○ 사업목적에 부합토록 녹지량은 최대한 확충

하여 기획하되, 레인가든 형태로 조성하여 

빗물유입이 원활토록 설계

○ 부지정지계획은 절토량을 최소화하여 급경사

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재검토

○ 상수도 외에 지하수 유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리비용 및 유지관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제69차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  다음 내용을 추가 

 - 통합 주차장과 기존 개별 건물과의 통합 및 

연계성 등 종합적 계획을 위해 대지 현황 단

면도 등 제출토록 추가할 것

 - 통합주차장의 적정규모 산정하기 위해 리모

델링이 예정되어 있는 기존시설(단지내 건물

들)이 향후 조성될 건축법상의 주용도, 시설

면적 등을 토대로 단지내 법정주차계획이 가능

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

○ 기존 구조물 철거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업내용 포함을 검토할 것

 - 일정규모 이상의 철거대상 시설물이 있는 경우 

철거계획 및 해체 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공사 계획서는 건설안전기술사나 구조 

기술사의 확인을 받을 것

○ 우리시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반영할 것 

  - 설계용역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구조검토 

포함)를 작성할 것

■ 제70차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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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부속교량 종점부(A2) 우수체수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신속한 우수배제 계획을 보수방

안에 제시할 것

○ 건축구조기준(2016)을 적용하여 구조검토 하였

으므로 SRC부재의 설계하중 조합과 부재의 

안전성 검토도 동일 기준에 맞출 것

○ 케이블 구조에 대한 검토 및 검측자료를 보완

할 것

○ 막재 주름 발생에 대해 원인파악 및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정리할 것

○ 환기구 관련 세부 지침 개정내용을 수행(반영)

할 것

○ 손상현황도/손상현황표에 기존 결함의 보수내

역에 대해 추가 정리할 것

○ 교량받침 여유량 중 신장여유량이 부족하므로,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여유량을 체크하고, 

받침자체 가동이 원활한지 확인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

○ 주요 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고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

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71차 배봉산 보루 공원조성사업 설계심의 

○ 정상부는 평면구배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

므로 계획면을 전반적으로 경사를 주어 배수를 

원활히 하고 원지반내 우수 유입을 최소화 

할 것

○ 계획고를 가능한 낮추어 2단 식생토낭을 1단

으로 하고 성토량 및 식생토낭의 사용을 최소화 

할 것

○ 식생토낭의 지오그리드는『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의 보강토옹벽 설계 지침 등에 따라 설계

하고 활동, 전도, 지지력 및 원호활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할 것

○ 식생토낭의 발아 여부가 중요하므로 산 정상의 

습도 등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씨딩의 타당

성을 검토할 것

○ 우수를 한쪽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 보다는 

양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호우시 우수량이 분산

하도록 하고 집수정 규모를 검토할 것

■ 제72차 배봉산공원 광장 보수정비사업 설계심의

○ 기존 관거 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연결되는 최종 관거는 최소450㎜로 검토하고 

배수 구배는 기준 구배 이상으로 조정할 것

○ 막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서에 의하면 풍화중 

값을 26m/sec를 적용하였으나 돌풍 외의 태풍 

등 기준 이상의 풍속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 바람의 방향에 따라 막이 들리는 현상이 발생

하면서 지주대의 부재력이 변하는 부분을 구조

설계 과정에서 확인할 것

○ 콘크리트포장은 수축․팽창에 따른 균열 방지를 

위한 신축이음줄눈 시공 및 표면 마무리 등에 

대한 특별시방서를 작성할 것

■ 제73차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공연장 미디어센터 등 세부설계 도서를 제시

하고, 가족극장(공연장)에 대하여 특수음향 

및 특수조명 설계를 할 것

○ 지상3층과 1층에 Transfer Girder가 있으므로 

시스템 초과강도 계수가 적용되었는지 재검

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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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RG1(Transfer Girder)의 철골이 H-1, 200x 

300 SRC 단면이 600×1500으로 철골하부 

Flange와 보하부까지 거리가 100mm로 콘크

리트 타설이 어려우니 재검토할 것

○ SRC COL,의 띠철근 D13 @300으로 건축구조

기준에 위배되므로 기준에 맞게 조정할 것

○ 지하층 철골조 상부는 RC조, 공연장 지붕은 

Post Tension으로 구조시스템이 다양하므로 

단순화할 것

■ 제74차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도로 및 지하시설물 기술검토 관련 ‘지하시설물 

설치를 위한 대규모 굴토공사 시 주변 고층

건물에 미치는 예상 문제점 분석(지반변형 

및 수리변화 등)’, ‘하절기 집중호우 시 지하

시설물 침수 방지 계획 검토(기존 및 향후 

계획된 방재계획과 연계)’ 및 ‘신설 지하시설

물의 시공공법(안) 제시 및 구조검토’ 등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것

○ 광화문광장 배치 및 교통체계 수립 관련 ‘광

화문 월대 등 역사 조형물, 광화문 경관, 옛길 

및 도시구조 회복 계획’, ‘장래 교통여건 및 

수요 예측(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로 구분)’ 

및 ‘사업 추진시(공사중) 문제점 검토 및 단

계별 대안 제시’ 등 과업내용을 추가할 것

■ 제75차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지붕층 Bracing 보완 및 Top Light 접합부 

상세도 추가할 것

 - 지붕층(경량지붕)의 Bracing은 건물가새 기능이 

아니므로 대부분 삭제하고 압축 부재의 좌굴

방지용 Bracing을 보완

 - Top Light 접합부(강접합)상세도 추가

○ 지하1층 선큰과 면한 발전기실 내로 (수영장, 

선큰으로부터)물이 침투하여 장비 손상 우려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치 할 것

○ 흙막이 벽체가 CIP공법(차수성)이고, 시추공 

지하수위가 G.L –9.8~12.5m로 매우 낮게 위

치하며 흙막이 공사는 착공 12월, 6월에 끝

나므로 홍수위 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차수그라우팅 적용 심도를 축소 조정할 것

■ 제76차 청년주택 복합건물 신축 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단위세대 계획에서 임대주택이 원룸형으로 

평면계획에 빌트인 생활용품을 적용하여 계획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적용품목을 정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적용

품목 주방가구, 신발장, 식탁겸용책상, 냉장

고 등) 

 - 설계도서 작성목록에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해서  설계한 범죄

예방 환경설계 계획도면 제출토록 할 것

○ 시설공사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공동주택 등 하자발생 최소화 및 기술심의 

내실화 방안 통보(기술심사담당관-9731, 

`15.6.1)’에 의한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내용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것

○ 우리시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반영할 것

 - 설계용역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구조검토 

포함)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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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 복부 부재와 노듈 부재를 이용한

급속시공 PSC 박스 거더 교량 공법(제812호)

(보호기간 :  2017. 02. 07. ～ 2022. 02. 0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을 도입한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

닥판을 캔틸레버부까지 확장 배치할 수 있도록 거더 단면 외측으로 연장된 노듈 부재를 동바리 

및 거푸집 없이 습식연결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PSC 박스거더 교량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제품 형상 및 개념도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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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절차 및 방법

ⓛ 프리캐스트 부재생산 ② 부재운반 ③ 부재조립 ④ 하부슬래브 가설

J웹, 노듈, 단부블록을 

양질의 작업환경과 시스템이 

갖춰진 작업장에서 생산

프리캐스트 부재(J웹, 노듈, 

단부블록)를 가설현장으로 

운반

프리캐스트 부재를 조립용 

지그와 조립대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조립

하부슬래브 철근 및 쉬스관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하부슬래브 및 노듈 

연결부)후 양생

⑤ 강연선 긴장 ⑥ 프리캐스트 바닥판설치 ⑦ 상부슬래브 가설 ⑧ 완공

강연선 삽입 및 긴장후 

그라우팅 주입

인양 거치된 거더 전구간에 

프리캐스트 바닥판(중앙부 및 

캔틸레버부) 설치

상부슬래브 배근 후

콘크리트 타설, 양생
완공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평팔육교(1등급 도로교) 공사명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시공규모 L=45m, 1본

공사기간 2013.06 ～ 2014.12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 일원

특징

본 교량은 횡단육교인 점을 감안하여 랜드마크적 

기능성을 가지도록 미관이 수려하고 독창적인 공법이 

요구되는  교량으로 기존 U형 거더를 현장설계 변경

하여 경관성, 시공성, 경제성을 증대함

    

 나. 향후 활용전망

    현재 국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므로서 기존의 숙련공은 고령화 되었고 젊은 인력은 3D직종 

기피로 공사현장에서 숙련된 기능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른바 선진국형 건설환경으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진국형 프리캐스트 조립공법으로 개발된 

이 기술은 국내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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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부분 주요 공정이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기능공과 작업여건이 

열악한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 해외 사업처에서 경제적이고 단시간에 고품질의 교량을 가설하는 

방안으로 수출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고속도로 4차로 연장 L=50m 를 기준으로 중량비를 검토한결과 신기술 중량이 가장적어 상대

적으로 기술수준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구 분 신기술 PSC BOX Girder PSC I형 Girder PSC U형 Girder

성 능
조립식 공법으로 
현장작업 최소화

현장타설공법으로 
공사비 고가

현장제작공법으로 
현장작업 많음

현장제작공법으로 
현장작업 많음

기 능 40~60m 구간적용 40~60m 구간적용 40~60m 구간적용 40~60m 구간적용

중량비 81.1% 107.4% 100% -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동바리 및 거푸집없이 프리캐스트를 단순조립하여 상부 구조를완성하는 교량으로 현장작업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프리텐션이 도입된 복부부재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전체중량을 줄이므로써, 

안전성 및 시공성, 경제성 등을 향상시키므로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기술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공장 생산하므로 균일한 고품질의 생산이 가능하여 교량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핵심기술인 프리캐스트 부재를 습식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재(노듈)

을 이용하는 공법은 다양한 공정에서 활용될 수 있어 여러 방면의 건설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기술을 이용한 교량거더의 경량화로 장경간화는 물론 연결부재를 이용한 곡선거더 기술로 

교량형식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경관성이 우수한 콘크

리트 곡선거더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교량으로 많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프리텐션 복부를 사용하는 기술로서 해외에서도 최근에 들어 사용되고 있는 최신의 기술로서 

이 기술은 프리텐션을 도입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그 적용의 범위를 더욱 크게 하였고 다른 기술

에도 미치는 영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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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노듈러거더 (L=50m, B=24.3m) : 85,440,000원/본

  (2) 공사비                                                    [L=50m, B=24.3m 기준]

구  분 I-거더 노듈러거더(신기술) 비  고

콘크리트 843.24㎥ (100%) 568.75㎥ (67.4%)  • B=24.3m인 경우 
    I-거더 9본, 노듈러거더 4본
 • 주요수량 약 3～32% 감소
 • 따라서 거더 제작 규모에   따라 약

10～20% 공사비 절감 

철    근 100.422t (100%) 97.580t (97.17%)

강 연 선 39.08t (100%) 26.49t (67.78%)

  (3) 공사기간                                                 [L=3@50m=150m, B=24.3m 기준]

내  용 I-거더 노듈러거더 증감 비  고

작업일수(일) 178 105 -73

투입인원(명) 2,033 1,268 -765

작업일수(일) 투입인원(명)

  (4) 유지관리비 

     이 기술의 콘크리트 교량으로 완공 이후에는 특별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요소가 적으며, 

기본적인 교량받침, 신축이음, 난간 등의 교량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만 필요하다. 설계시에 교량 

수명에 대한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와 재해로 인하여 교량의 내하

력이 저하된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보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대부분의 PSC박스거더에는 유지

보수용 텐던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쉬스관을 미리 매설해 두는데 이 기술의 교량에서도 유지

보수용 텐던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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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에서는 교량 바닥판 시공시 거더 외측의 캔틸레버 구간을 포함하여 모두 반바닥판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현장작업여건을 개선하였으며,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의 건설자재의 

사용을 최소화 하였다. 대부분 주요 공정이 공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형 건설환경에 

진입한 국내는 더욱 필요한 공법이며 현장 품질관리가 어려운 개발도상국 등에서도 신뢰성 있는 

교량을 위해 프리캐스트 공법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출증대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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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형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 적용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제813호)

(보호기간 :  2017. 02. 23. ～ 2022. 02. 22.)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부직포 사이에 격자형 배수네트가 부착된 배수재와 방수시트가 일체형 또는 분리

형으로 구성된 복합 배수재를 적용하여 터널내 유입수 과다구간과 터널단면 변화구간에 대해서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NDM, Net Drainage Method)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숏크리트 면정리
  (잔여 돌출물 제거)

② NDM  중심연결재 고정 ③ NDM 배수재 겹이음부 고정 

④ NDM 방수시트 겹이음부        
    2중 열풍융착

⑤ 봉합시험 (Air test) ⑥ NDM 방·배수 시공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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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구분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비고

1
괴산~괴산IC도로건설공사 중

느릅재 터널방수공사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신화종합

건설(주)
2,400

2015.07.24 ~ 

2015.08.31

2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4공구 노반

신설 기타공사 중 터널방수공사

한국철도

시설공단

(주)케이씨씨

건설
480

2015.05.29 ~ 

2017.04.24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정부는 국가도로 종합계획에 따른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따라 투자규모 28조 9000억 원을 

발표하였으며(2017.1.12.), 또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약 1,600km의 새

로운 선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요즘 철도, 도로의 노선 선정시 직선화, 지하화하는 추세이므로 터널

시장은 확대가 예상되며 공법 선정 시 성능 및 LCC 등이 주요 결정인자이므로 이 신기술의 활용

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 폐색효과검증(벤토나이트 용액 시험): 기존기술의 9배 이상 통수효과 입증 

         

2.7

0.3

     - 1% 벤토나이트 용액주입에 따른 투수량의 변화

     - 기존 배수재는 폐색이 진행되어 통수능을 거의 상실한 반면, NDM은 약 9배 이상의 통수능을 

유지함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터널 공용중 유입수 증가에 따른 시설물의 열화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터널의 경우, LCC 측면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일반 터널구간의 장기 통수능을 위해 

향후 건설 시장에서 넓게 활용이 기대되며 점진적인 기술의 발전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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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 공법과 관련한 해외 유사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고 기술의 우수성과 경제성 등의 경

쟁력이 뛰어나므로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매우 크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원) 

      

명   칭
신    기    술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계

일체형 NDM 터널방수

일체형 NDM 시트 12,305.0 12,305.0

타정못 185.4 185.4

와샤 123.6 123.6

카드리지 247.2 247.2

방수공 1,637.4 1,637.4

보통인부 99.9 99.9

공구손료 86.9 86.9

합  계 12.861 1,737 86 14,685

  

  

명   칭
신    기    술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계

분리형 NDM 터널방수

분리형 NDM 시트 7,130.0 7,130.0
NDM 방수시트 배수재 5,290.0 5,290.0

타정못 370.8 370.8

와샤 247.2 247.2

카드리지 494.4 494.4

방수공 2,783.6 2,783.6

보통인부 169.8 169.8

공구손료 147.7 147.7

합  계 13,532 2,953 147 16,633

  

                    

   (2) 공사비 

    - 터널 방수 공법별 공사비 비교    

     ○ 일체형 터널방수

    

구분
신기술 유사공법① 유사공법② 유사공법③ 비고
NDM EVA VE(기존신기술) 슈프림URO

일반구간 14,685원/㎡ 12,500원/㎡ 15,087원/㎡ 18,480원/㎡

신기술대비(%) 100.0 85.1 102.7 125.8

신기술대비
LCC비율(%)

100.0 117.7 130.4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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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형 터널방수

    

구분
신기술 유사공법① 유사공법② 유사공법③ 비고

NDM EVA VE(기존신기술) 슈프림URO

일반구간 16,633원/㎡ 16,823원/㎡ 19,296원/㎡ 26,821원/㎡

신기술대비(%) 100.0 101.1 116.0 161.2

    

용수과다구간 14,685원/㎡ 31,300원/㎡ 33,887원/㎡ 22,200원/㎡

신기술대비(%) 100.0 213.4 230.7 151.1

   (3) 공사기간

    

 본선 : 일체형 방·배수재 (공정단순화) 단면변화구간 : 분리형 방·배수재(공기단축)

 폐색가능성 개소 및 과다 유입수 개소 

 대해 추가 부직포 드레인보드 시공생략

고정용 연결부직포를 못, 와셔로 고정하여 방수막 설치

(란델과 방수막의 열융착 ㎡당 3개소 시공 생략)

              

   (4) 유지관리비     

    

구분
신기술 유사공법① 유사공법② 유사공법③ 비고

NDM EVA VE(기존신기술) 슈프림URO

일반구간 14,685원/㎡ 12,500원/㎡ 15,087원/㎡ 18,480원/㎡

신기술대비(%) 100.0 85.1 102.7 125.8

신기술대비
LCC비율(%)

100.0 117.7 130.4 146.9

    * 기존 배수재는 폐색이 진행되면 통수능을 대부분 상실한 반면, NDM은 약 9배 이상의 통수능을 유지하므로 

터널구조물의 내구성 증대에 따라 사용 수명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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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유지보수 빈도수의 저하로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등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배수네트 시장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간접효과를 기대가 예상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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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율주행 셔틀 현황

자율주행 자동차와 무인 셔틀버스

 자율주행 자동차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주

목을 끄는 이슈이다. 테슬라, 구글 등 여러 회사

에서 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경쟁중이지만, 자율

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엘론 머스크 테슬라 사장은 

최근 TED 강연에서 2년 뒤인 2019년에 완전 자율

주행차를 출시할 것으로 선언하였으나, 스벤 A. 

베이커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

라고 전망했다.

 교통사고에 대한 딜레마,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완, 

법적 규제 등 자율주행이 해결해야 하는 요소는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자동차는 꾸준

하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율주행 셔틀이다. 셔틀(Suttle), 

팟(Pod), 미니버스(MiniBus) 등 용어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 자동차와 혼재될 우려가 적은 

단 구간의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

틀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세계 각 국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국외 자율주행 셔틀 현황

 자율주행 셔틀로 가장 유명한 것은 네덜란드의 

위팟(WEpods)이다. 세계 최초로 일반도로에서 

운행된 무인 셔틀버스로 12인(6인 좌석, 6인 입석) 

수송에 최대 40km/h로 이동이 가능하다. 시범운행 

지역이었던 겔더랜드(Gelderland) 지방의 와게닝

헌(Wageningen)과 에데(Ede)의 앞글자를 따와 

이름을 지었으며, 와게닝헌 대학과 에데 기차역

간을 운행하고 있다. WEpods은 운전대가 아예 

없는 자율주행 차량이며 전기를 동력으로 한 번 

충전에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모든 관리가 

원격중앙 제어실에서 통제되며, 차량 스스로는 

레이더, 레이더 센서, 카메라 등 여러장치를 통해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6년 

초부터 시작된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운행을 계속하며 독일 국경을 

넘어서까지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런던 그리니치 반도에서는 올 4월 3주간 

약 1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셔틀 

해리(Harry)를 시범 운행하였다. 네비게이션 엔

지니어 존 해리슨(John Harrison)의 이름을 따온 

해리(Harry) 라는 차량은 최대 10mph(약 

16km/h) 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감지

하고 피하는 첨단 센서와 최첨단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 GATEway Project (Greenwich Automated 

Transport Environment)는 본 시범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무인 차량을 사용하여 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과 

운송 허브를 연결하는데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국은 그리니치 이외에도 밀턴케인스(Milton 

Keynes), 코번트리(Coventry), 브리스톨(Bristol)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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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역을 자율주행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시험

주행 프로젝트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 시온(Sion)에서는 스마트셔틀(SmartShuttle) 

이라 불리는 두 대의 자율주행 셔틀이 2015년부터 

약 반년 간의 테스트를 마친 뒤, 2016년 6월부터 

시온의 구시가지에서 약 1.5km의 노선을 시험운

행을 하고 있다. 스마트셔틀은 프랑스 기업 나브야 

아마(Navya Arma)가 개발한 15인승 자율주행 

전기차로, 스위스 스타트업인 베스트마일(BestMile) 

이 개발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대 

20km/h의 속도로 최대 11명을 수송할 수 있다. 

스마트셔틀은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앱을 통해 차량의 현재 위치 및 도착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EasyMile사의 무인 셔틀 

EZ10 도입을 위해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2월 세느 강변 도로에서의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대교에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약 

3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며 시범운행을 마쳤다.

 또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뱅센느(Vincennes)

지역에서 다음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Robot Shuttle을 2016년 7월에 도입

하여 지금까지 쇼핑몰과 공원, 대학 내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요코하마 현의 카나

자와 동물원(Kanazawa Zoo)에서 동물원 방문객

들을 대상으로 코뿔소와 기린 우리를 따라 도는 

약 180m의 노선을 운행하는 시승행사를 개최하

기도 하였다.

일본 자율주행 ‘로봇 셔틀’ 구조

위치 파악 기술

안전 기술

DGPS 센서

전후 카메라

주행 거리 총·관성 측정장치

긴급 정지 버튼 × 3

안전 제어 장치

장애물 탐지용 레이저 

센서긴급 브레이크 페일 세이프 정차 

장치휠 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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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최대가속

동력

주행시간

전지

12명(6명착석·6명입석)

40km/h

비동기 전기 엔진

최장 10시간

리튬 이온(LiFeP04)

110V-230V 16A

2.800m

1,750kg

길이 : 3.928m  폭 : 1.986m

높이 : 2.750m

충전

휠베이스

차량 총중량

사이즈

 호주도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이다. 2016년 11월 자율

주행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천만불 규모의 Future Mobility Lab Fund를 설립

하고 다양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이 애들레이드(Adelaide) 

공항의 자율주행 셔틀로, 영국 RDM그룹과 제휴

하여 애들레이드 공항과 장기주차장 간을 이동

하는 3대의 전기무인셔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플린더스 대학교(Flinders University)에서도 캠

퍼스 내 자율주행 셔틀 운행계획과 함께 이를 

지역의 대중교통 허브로 확장할 방안에 대해 연구 

중이다.

 이외에도 미국 라스베가스 Olli, 싱가폴 

Gardens by the Bay 식물원, 핀란드 헬싱키 

SOHJOA 프로젝트, 독일 도이체 반(Deutsche 

Bahn),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등 많은 나라에

서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 셔틀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셔틀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자율주행차 운영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12월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2.5km 도로에

서 12인승 무인 자율주행 셔틀이 국내 최초로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운행계획 발표에 맞추어 

돌발상황을 대비해 반드시 사람 2명을 태워야만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정비할 예정임을 밝혔다. 무인 전동차가 이미 익

숙해졌듯이, 근시일내에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

주행 자동차를 만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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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 기본계획 수립

․ 중랑물재생센터 : 시설현대화 기본

계획(88만㎥/일)

․ 서남물재생센터 : 시설현대화 계획

기준 및 시설계획(127만㎥/일)

(800)
조건부

채택
토목

69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설계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10,121㎡

21,746

(1,029)

조건부

채택
건축

74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 

계획 수립 용역

․ 용역 : 광화문광장 일대 약 29만㎡

․ 공사 규모 : 광화문광장 일대 

6만㎡ / 연면적 10만㎡

430,000

(700)

조건부

채택
토목

76 청년주택 복합건물 신축 설계

․ 지하1층/지상5층

․ 연면적 2,865㎡

․ 공공임대주택(36세대), 공영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5,929

(267)

조건부

채택
건축

설 계
심 의

67
2017년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 규모 : 약6,000㎡(연장380m)

․ 식재, 포장, 우배수, CCTV 등

1,653

(47)

조건부

채택
조경

71
배봉산 보루 공원조성사업 

설계

․ 철거공, 삭도공, 식재, 시설물,

 포장, 보존처리, 전기 등

1,877

(88)

조건부

채택
조경

72
배봉산공원 광장 보수정비공사 

설계

․ 토공 및 철거공, 식재, 시설물, 

 전기 등

1,150

(42)

조건부

채택
조경

73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공사 설계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9,497.79㎡ 

․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문화집회

시설, 방송통신시설, 카페 등

22,127

(996)
재심의 건축

75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8,268.74㎡

24,782

(1,077)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66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외 1

개소 정밀안전진단

․ 한국냉장 고가차도, 고구동산지하

차도 
(40)

조건부

채택
토목

70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부속교량 (201)

조건부

채택
건축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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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     축 
방학2동 숲속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26건

11,994 11,093

교 통
강일삼거리 확장공사 외 1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설계, 감리용역 등 2건

122 117

기 계 설 비
서울교통공사 1~4호선 노후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 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133 99

도 로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0건

8,888 8,374

도 시 계 획
이화동 성곽마을 보전관리 실행계획 
수립용역 등 13건

2,399 2,234

상 하 수 도
사각형 하수관로 GIS 정확도 개선 및 DB 
구축 용역 등 4건

1,291 1,286

소 방 
망원 외 29역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설계용역 등 3건

217 166

전 기 통 신
도시철도 CCTV 및 종합화상시스템 설치 
개량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 5건

394 388

정 밀 진 단
화랑고가 등 36개소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등 4건

1,182 630

조 경
서울숲공원 야외무대 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

34 34

지 하 철
2017년도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차) 등 2건

217 204

기 타
2017년 관악산 산사태예바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9건

141 134

 계 91건 27,012 24,759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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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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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8.31 9.23 10.12 10.16~10.19 11.11~11.22
12.01
12.22

< 2017년 제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8.10~8.16 8.26~9.3
시행
당일

10.23~10.
26

11.25
~12.08

12.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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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적외선과 주파수를 이용한 근거리전용무선통신

(DSRC :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

을 이용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의 번호를 인식해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레이저 감지기로 차량

의 진입을 감지한 후 위반 차량 촬영 장치 및 영

상 인식 장치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차종 분류 

장치로 차종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

라 기존 요금소는 모두 없어지고 통행료는 지로 

방식 등을 통해 차주에게 후불 고지된다.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면 20곳의 중간 정산 요금

소가 없어져 통행량이 증가하며, 교통정체를 해소

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2019년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2020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