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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 성장과 미세먼지

 “서울 서울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 하면 떠오르는 노래 「서울 서울 서울」의 한 소절이다. 
이 노래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이란 도시는 깨끗한 물과 상쾌한 공기, 그리고 여유로운 거리

에서의 평온함을 흠뻑 느끼게 하였다. 사람들도 그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

러나 오늘날 서울을 거니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서울 거리가 어떤 지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 대답이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 같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공존하던 시절 각 나라가 가장 번성했을 때에는 현재의 서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은 약 500년간 지속된 조선의 수도이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중심이었고 이는 오늘날에도 지속되어 지금의 서울은 주

변의 도시,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메트로폴리스가 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서울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이자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도시임을 부인할 수 없다.

 1945년 해방 이후 곧바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이어서 한국전쟁을 치른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가난한 나라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급속도의 발전을 이루어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세계의 강대

국에 견줄만한 나라로 성장하였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빈상태에서 고소득상태로 변하였

으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림 1. 서울의 도시발전과정> 

》  칼  럼

 미세먼지 없는 서울
   
   김 민 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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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서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서울의 급속한 성장 뒤

편에는 인구 과밀화, 교통체증, 소득불균형, 현재에 이르러서는 미세먼지 등의 문제가 있고, 이는 현시

대의 과업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 중 미세먼지의 경우 그 발생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하면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율이 70%까지 증가하고, 평소에는 약 50%이며, 

국내 요인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약 50%라고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 중국 내의 감축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실제로 중국은 현재 미세먼지 발생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신환경보호법을 시행하여 기존의 47개 조항을 70개로 늘렸고 벌금의 상

한선을 없앴다. 이에 더해 환경영향평가까지 강화하여 자국 내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

(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PM2.5)로 나뉜다. <그림 2>에 미세먼지와 머리

카락의 크기가 비교되어 있다. 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와 인체에 악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

지를 구분하여 예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경보 기준은 <표 1>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표 1. 미세먼지 예보등급>

예보 내용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국내 오염원별 대기오염 배출비율은 <그림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도로이동 오염원이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화석

연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NOx(질소산화물), SOx

(황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고, 이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어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도로이동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자

동차를 친환경 자동차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림 2. 미세먼지 크기 비교>

<그림 3. 오염원별 대기오염 배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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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전기차의 특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2.1 수소전기차의 특징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해야 한다. 수소전기

차는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수증기)이 생성될 때 발생하는 전기에너

지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자동차이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듯이, 수소전기차의 

경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반응의 배출물질은 물(수증기) 뿐이므로 수소

전기차의 배기가스는 오직 물(수증기)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수소전기차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표 2>를 보면 수소전기차의 보급 계획이 나와 있다. 전기자동차는 최근 들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는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구축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소

전기차의 경우 충전 인프라 구축이 다른 친환경 자동차와 비교하면 부지 확보, 투자비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보급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 설치가 동반되지 않은 

수소전기차 활성화 대책은 무의미하므로 수소전기차의 적절한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대가 

필수적이다. 

<표 2. 친환경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대책 (~2022년)>

구 분 2017년 12월
2020년 

(6.3 대책)
2022년 (종합대책)

친환경차
(누적)

합계 총 25만대 총 150만대 총 200만대

전기차 1.2만대 25만대 35만대

수소전기차 0.01만대 1만대 1.5만대

하이브리드차 23.8만대 124만대 163.5만대

충전인프라
(누적)

합계 총 764기 총 3,100기 총 10,310기

전기(급속) 750기 3,000기 10,000기

수소 14개소 100개소 310개소

2.2 수소전기차의 현황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수소전기차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현재 양산에 성공한 것은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혼다가 대표적이다. <표 3>에는 이들 세 회사의 수소전기차의 제원을 나타낸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가속성능, 최고속도 등에서 기존 자동차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수소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1회 충전 시의 주행거리이다. 이 때문에 

각 자동차 제조사는 수소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현대에서 새로 

나온 친환경 수소전기차 NEXO의 경우 주행거리를 600 km까지 늘려 수소전기차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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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자동차 제작사 별 수소전기차의 사양>

회사명 

(차량명)

현대자동차 

(Tucson ix35)

도요타 

(Mirai)

혼다 

(Equinox FCEV)

차량 그림

성능지표 단위

1 스택출력 kW 100 114 100

2 모터출력 kW 100 113 130

3 최고속도 km/h 160 160 ~160

4 1회충전 주행거리 km
594(NEDC 기준) 

(국내기준 415)

650 

(국내기준 455)

700 

(국내기준 490)

5 수소저장 kg@bar 5.6@700 5.7@700 ~6@700

6 출시년도 - 2013년 2014년 2017년

  

 수소전기차는 충전시간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 급속충전의 경우 30분 내외, 

완속충전의 경우 4시간 이상의 충전이 필요한 것에 비해, 수소전기차의 경우 약 5분 정도의 충전시간만 

있으면 완충이 가능하다. 

3. 수소 인프라 구축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소전기차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되

어야 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수소 단지는 울산에 있다.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이 가장 번성한 

곳 중 하나로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등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가 풍부하여 수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풍부한 양의 수소를 바탕으로 1k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의 주택 설치 및 

운영, 5kW 및 10k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의 일반건물, 지자체 건물 설치 및 운영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수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고품질의 수소를 확보하고 수소 시장을 

구축하여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타운을 만들었다.

 설치된 모든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중앙컨트롤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소타운 내 모든 연료전지의 

운전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연료전지 

시스템의 점검 또한 용이하다. 또한 수소 배관의 경우 

기존 산업체의 수소 배관에 수소타운으로의 배관을 <그림 4.  현대 수소전기차 NEXO(2018)>



- 6 -

추가하여 산업체에서 수소타운으로 수소를 직접 공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감축시켰다.  

 이와 같은 수소 인프라를 바탕으로 울산은 그 규모는 작지만 수소사회를 이루어 이로 인해 연간 

4,0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적인 효과까지 고려했을 시 그 이

득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도 그 예는 있다. 덴마크의 롤란드섬은 섬 전체인구가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에너지를 

태양열발전 및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하는데, 이 잉여전력을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시켜 이

들을 별도로 저장하고, 이를 통해 수소연료전지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서울에서도 일어난다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을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마무리

 우리에게 당면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공조도 절실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의 사회에서 수소에너지 기반의 수소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수소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 인프라, 우수한 품질의 수소 확보 등 투자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규제의 개선 또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투자는 서울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명품도시로서 변모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도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통해 공기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선진국의 대

열에 합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서울도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해야 하며 이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이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성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수소 사회로의 갈림길에 선 지금,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후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

주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1.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스마트 대도시로 성장하기까지 (서울시 우수정책)

2. 중국 환경규제 강화와 대응방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7.10.)

3.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환경부, 2016.04.)

4. 친환경차 보급 동향과 서울시 정책 방향 (교통시스템연구실, 2018.06.04.)

5. 국내외 수소충전소와 수소차의 보급 및 개발동향 (오토저널 제40권 제4호, 2018.4., pp. 72-76)

6. 울산 수소타운 시범사업 현황 (전기저널, 2014.09., pp. 35-41)

7. KOTRA Global Window Report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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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서울 마곡지구 중심부에 컨벤션센터와 고급호텔, 

비즈니스센터와 공연장 등이 어우러진 MICE 복합

단지가 집중 개발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 82,724㎡를 MICE 복합단

지로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MICE 산업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 

vention), 전시(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국제회의 자체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ㆍ인센티브 관광ㆍ각종 전시ㆍ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줄여서는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하며 일반 관광

산업과 다르게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

산업보다 그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

호선 및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사이 트리플 역세

권에 위치한 마곡 특별계획구역(82,724㎡)에 전시･
컨벤션, 케이팝 공연을 비롯한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MICE산업을 집적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구역 지정했다.

<마곡지구 입지여건>

 SH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특별계획구역을 개

발할 민간사업자를 지정취지에 맞게 마곡지구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첨단 MICE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곡지구가 스마트시티를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능력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마곡 MICE복합단지 위치도>

 민간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산

업단지의 첨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벤션, 

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원스톱비즈니스센터이며, 

SH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사업계획 제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 도입시설 및 기준’ 만을 

제시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필수 도입시설 및 기준 : 컨벤션(2만㎡ 이상), 호텔

(4성급 400실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1만 5천㎡ 

이상), 원스톱비즈니스센터(5천㎡ 이상)

 공모일정은 공모공고(7.26)를 시작으로 사업설

명회(8.2), 사업신청서 접수(11.2)를 거쳐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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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정 및 장소

공모 공고 2018.07.26.(목)

사업설명회 2018.08.02.(목) / 공사 14층 대회의실

질의서 접수 2018.08.22.(수) ~ 8.24(금)

사업신청서류 접수 2018.11.02.(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8.11월 중 예정

 SH공사는 타 MICE 단지와 차별화 되고, 개발･
재무･관리운영능력 등을 고루 갖춘 우수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1차)과 토지입찰

가격(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SH공사는 평가총점 1,000점 만점에 사업

계획(1차) 평가에 800점을 부여하여, 가격경쟁력

보다는 마곡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디벨로퍼의 관점에서의 사업계획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협약 및 

토지계약을 금년내 체결 예정이며, 2025년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지침서 등 ‘마곡 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 (02)3410-7685〕

서울시, ‘안전어사대’ 출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반인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출범하였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는 잘 갖추고 일하는지, 

또 사업주는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발판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

화를 위해 7.5.(목) 안전어사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20명의 안전어사대원들에게 안전어사대원증을 

수여하였다.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토목·건축, 방재 등 관

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돼, 올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 6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

이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의 점검이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의 계도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선 시정명령,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

벌을 강화해 공사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

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

시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안

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집중 단속

하고 전기․가스 ‧ 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

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과태료 5/10/15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또한 개인보호구 지급의무 위반,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도 함께 단속

한다.

※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설안전과 (02)2133-8052〕

서울시,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협약 체결

 서울시가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

동구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관통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

(주)간 실시협약을 체결(7.5.(목))하고 연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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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들어가는 동시에 착공을 위한 각종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착공, 2024년 완공이 

목표다. 

※ 동북선경전철㈜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대표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현대로템, 두산건설, 금호산업, 갑을건설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제기동역~고려대역~

미아사거리역~월계역~하계역~상계역까지 총 연장 

13.4㎞로, 전 구간 지하에 건설되며 정거장 16

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이 들어선다.

<노선 현황>

 동북선 도시철도는 민간이 건설하고 직접 운영해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9,895억 원(2007년 1월 기준)으로, 

동북선경전철㈜가 50.1%를 부담하고 나머지 49.9%는 

재정(시비 38%, 국비 11.9%)이 투입된다.

 동북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현재 약 

46분에서 약 22분까지 단축(24분 단축)되고, 상계역

(4호선)에서 왕십리역(2·5호선)까지는 환승 없이 

25분 만에 주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4호선

↔2호선 환승으로 37분 정도가 소요되며(약 12분 

단축), 지하철 1호선(제기동역), 4호선(상계역, 

미아사거리역), 6호선(고려대역), 7호선(하계역), 

경원선(월계역), 2·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왕

십리역) 등 9개 노선(7개 정거장)으로 환승이 

가능해 이용 시민들의 편리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

이다. 

 특히, 일일 이용객이 21.3만 명(30년 평균)으로

예상되어 출‧퇴근시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등의 이용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도로 

교통수단(버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던 수요가 

지하철로 전환돼 도로 혼잡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감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72-7131〕

서울시, 마장동 청계천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선정

 서울시가 마장동 청계천변을 활용한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마장동과 청계천이 만나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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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 마장축산물시장 도시재생 방향을 

‘지역산업과 경제가 순환하는 로컬라이프의 장

(場)’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실행계획을 제안한 

‘마장+통’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마장동 청계천변 일대를 도시재

생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67건의 아이디

어가 접수돼 1단계 아이디어 심사, 2단계 구체

화 및 심화과정 심사를 통해 최종 5건을 수상작

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 결과 대상은, 마장동 청계천변에 

마장역사문화관과 고기전문가 아카데미, 마장 청

계광장에 마장 푸드 스트리트 조성, 경의선에 마

장산책로 조성, 도매중심 축산물시장 상인과 지

역 주민이 바로 만나는 마장 푸드트럭 운영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마장+통’이 대상으로 선정

되었다.

또 마장다리를 통해 마장동과 청계천변을 연결

해 지리․심리․문화적 단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식문화를 체

험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마장다리’가 

최우수상으로, 물을 테마로 청계천변에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 체육시설, 천변 전망대, 워터 타

워 등을 조성하는 ‘마장동, 물 만났네’가 우수상

으로 선정되었다.

 이밖에 ‘살가운 마을 마장키친’, ‘마장동을 재정

의하다’ 등 2개 작품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실제 활

용할 수 있는 우수 제안들을 마장축산물시장 일

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녹여낸다는 계획이

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은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

을 거쳐 12월에 결정고시 될 예정이다.

<대상 : 마장+통>

〔도로관리과 (02)2133-8185〕

여의교 4→5차로 확장+보행교 개통 

 서울시는 여의교의 보행전용 교량을 신설하고 

8차로를 9차로로 확장하는 ‘여의교 확장공사’를 

2016년에 착공하여 1년 8개월만인 7월 2일(월)

개통하였다.

 여의교로 통행하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 교량과 붙어있던 보행로가 차도로 리모델링

되고, 보행만을 위한 보행전용 교량이 신설되었

다. 샛강생태공원과 연결되는 계단이 여의교와 

신설된 보행교량에 각각 설치되어 주민들의 접근

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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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연장 240m의 보행전용 교량은 트러스

(truss) 아치교 형식으로 만들어져 세련된 느낌을 

주며, 교량 내에 전망대도 설치되어 생태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샛강을 건너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신길동을 연결

하는 여의교는 여의교 내에서 노들길→여의도 

방향과 대방역→63빌딩(올림픽대로 상류IC)방향 

차량 간 엇갈림 현상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여의교

오거리에서 대방지하차도까지 차량정체가 상시 

발생해 왔다.

 확장된 1개 차로는 대방지하차도→63빌딩(올림픽

대로 상류IC) 방면 우회전 전용차로로 사용되고, 

부족했던 대방지하차도→원효대교 방면 직진 차

로수가 확보되어 교통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여의교오거리의 지체 시간이 

124.7초/대→61.3초/대로 약 50% 줄어들고, 대방

역사거리에서 여의교오거리 통행속도가 13.6㎞

/h→39.8㎞/h로 193% 향상되어 여의교 내 차량

대기 길이도 평균 400m→125m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계획과 (02)2133-8077〕

 ‘서울형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개

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도심지 개발이 증가하고, 지하시설물 과밀화 및 

노후화로 인해 각종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종합관리가 필요, 이에 시는 

서울형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크게 7개 중점과제로 

①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②지하안전

관리 기초현황 분석 ③지하시설물 실태점검 ④지반

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⑤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 ⑥지하안전영향

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⑦지하터널 등 지하

공간 활용 방안 등 지하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18년 12월까지 확정

하여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

서는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이상에서 20m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20m

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이다. 

  〔도로계획과 (02)2133-8077〕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조경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개선(안 제6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5개 

업체  이상이 입주하는 것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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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개선(안 제7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

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

하게 10개 업체 이상이 밀집하여 상주하는 것

으로 조정함

〔교통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 내 일부 경미한 행

위제한을 완화하여 공원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을 

허용하여 활동공간 제공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시설을 공원시설

에 추가하고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

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행위제한 완화(안 제29조)

  거주민의 주거생활 및 영농과 관련된 일부 행

위를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경미한 행위로 분류

나. 개인형 이동수단 자율운영 근거 마련(안 제50조)

  지자체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통행구간 

및 안전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 운영하는 도시

공원 내에서는 통행 허용

다. 행정조사 정비 추진 과제 이행(안 제40조)

  지자체장이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요구 

가능한 자료는 설치허가 신청서류 보완 등으로 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안 제11조제2항, 별표1･4)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규제를 완화하여 지

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

공원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휴양시설)로 추가

나. 도시공원 내 드론연습장 허용(안 제9조･제

11조, 별표1)

  ‘드론조종연습장’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2kg 이하 무인

헬리콥터․멀티콥터의 연습을 허용

〔교통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합 

심사를 거쳐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면제함으로써 중복적인 평가 시행으로 인한 발주청과 

업계 부담을 방지하고 종합 심사에 관한 발주청의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시 평가 및 심의 

절차 규정(안 제52조제9항,제10항,제11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종합 심

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봄

 2)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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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발주청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심사의 의뢰, 

세부평가기준 심의,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

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에 관하여 

기존 건설기술용역 평가의 규정을 준용함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18.10.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인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8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도지사의 건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

준과 입찰참가 제한기간 신설 등(안 제98조

의2 및 별표 5의2)

나.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별표 6)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과 안

전관리지원기관이 급격히 늘어나며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부실검사 또는 부실교육 방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놀이시설 내에서 어

린이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강화(안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단체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2)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가 놀이시설의 

유지 보수 및 안전점검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20조제3항)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권자(시 도지사 및 교육감)가 개선 및 보

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안 제20조의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

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서 일정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2)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

마. 그 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15조의2, 제31조)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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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으로 ‘건축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피난용승강기의 설치형태 등을 정비하고, ‘산재 사망

사고 감소대책’(’18.1.23. 발표)에 따라 공사감리

자가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게 관련서

식을 개정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가.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안 제90조의2)

 1)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2) 승강기 1대 당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6제곱

미터 이상으로 함

 3)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4) 그 외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규칙】

가. 감리보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1호)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이행하였던 주요 사항을 

감리보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고(제2017-1711호)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개정(’17.12.)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재활용 기준의 부합화를 위하여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 14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기준의 완화조건의 통일(안 제4조)

 ㅇ 건축기준의 완화조건을 「순환골재 품질기준」

에서 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비율과 

동일하게 사용토록 규정

   * 굵은골재 60% 이하, 잔골재 30% 이하, 
    혼합사용시 30% 이하

   ** 향후 ‘순환골재 품질기준’ 개정에 따른 완화조건의 

변경사유 해소

나.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절차 개선(안 제5조)

 ㅇ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

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를 대상으로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 확인하도록 규정

다.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ㅇ 건축기준의 완화 기준이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로 규정되어 있는바, 재

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비율”로 개정

라.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ㅇ 건축기준의 완화기준이 재활용 건축자재 사

용량의 용적 비율로 규정되어 있는바,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 재활용 건축

자재 사용 “용적비율”로 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2〕

공공부문이 건설현장 안전과 견실시공 선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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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강화하여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하였다.

 * (부실벌점) (‘10)281 → (’17)750건 (167%↑)

   (사망자수) (‘10)487 → (’17)506명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개선

 -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

 * (현재) 일부 공기업 → 

   (개선)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

 -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

안을 마련

 ** 일요일을 대상으로 ’18.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19. 상반기에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며, 재해복구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 허용

②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 강화

 -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

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

 *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③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

 -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

청이 직접 선정토록 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

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

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

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대책의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

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건설안전교육

(기술자), 건설안전협의회(발주청, 업계)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고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

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

이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49〕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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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차 신정도시개발공사 행복주택 건설공사 

설계심의

○ 피난계단실 내부에 설치된 설비 공간인 EPS / 

TPS실의 경우 계단실을 통해 설비공간으로 

진입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 지반조사 위치가 편중되어 향후 말뚝길이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기초파일 근입깊이 계획도’에 

제시한 어느 구역 까지를 연암지지로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할 것

○ 주면마찰력 산정시 적용된 표준관입시험 N치를 

확인할 수 없으며, 풍화토의 경우 31 ~ 50의 

범위에서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련 시추

주상도를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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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용량계산서에서 소방비상합산 계산값에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하고 발전기용량을 재

산정할 것

■ 제72차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기본

설계심의

○ 지하주차장 벽체 및 바닥슬래브의 철근배근과 

관련하여 필요철근량과 소요철근량을 비교검토

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토목‧건축구조분야 심의위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을 것

○ 슬래브, 벽체, 기초의 전단보강근을 부재 전

단면에 걸쳐 동일하게 배치함에 따라 시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단보강이 필요한 

구간을 구분하여 보강부위를 최소화하고 전단

보강 철근은 해당 부재 유효춤의 1/2이하 

간격으로 배치할 것

○ 지하주차장이 암반구간에 위치하여 측수압 및 

양압력을 미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공시와 

완공후 지표수 및 지하수에 의한 부력발생이 

예상되므로 안정성을 고려하여 수압 작용크

기와 부력의 안정성을 재검토할 것

■ 제73차 2018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3단계 4차) 용역발주심의

■ 제74차 2018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사당역등5개역) 용역발주심의

○ 신설 승강편의시설의 소방, 기계 및 통신 등 

설비에 대하여 기존시설과의 연동·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중 

편의시설(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설치를 설

계에 반영할 것

○ 신기술, 특허 등 특정공법을 적용시에는 발주

기관이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설계에 적용하고 지정기관의 해당 기술 범위 

및 내용 등을 확인하여 일부 기자재 및 공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 측량 및 지반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

토에 관한 지침 제46조’에 따른 자료를 등록

하도록 할 것

■ 제76차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설계심의

○ 일반환자 출입구와 감염환자 출입구 이격 거

리가 너무 짧아 동시에 환자가 도착될 경우 

혼란과 구급차 주차 및 하차 후 환자 이동

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출입구를 이격하여 

설치토록 할 것

○ PIT내부에 지하수위 증가 시 유입되는 누수

처리는 PIT외부를 둘레로 하는 트랜치 설치와 

집수공간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외부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음압실 및 중환자실 에어타이트 댐퍼 누기율 

성능 향상

  - UL 누기율 기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적용할 것

○ 각종 인증분야 등급 수정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및 과업내용보다 하향 계획된 인증 등급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응급실 등 환자

이용 시설 부분은 BF 시설기준으로 하되 인

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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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우수등급 변경

   (증축 사업으로 기존 본관동 시스템과 연결·공유)

○ 도심지 굴착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는 흙막이 

뒤쪽 지표의 침하 또는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계측(항목)계획을 추가할 것

■ 제77차 양천 중앙도서관 건립공사 설계심의

○ 카페 내부의 화장실 규모가 과다하므로 설치 

여부를 재검토 할 것

  - 1층 로비 및 지하1층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 외부에 접한 주차장 진출입 부분에 상부 캐

노피를 설치하거나 바닥에 열선 등 눈 녹음 

장치(snow melting)를 설치할 것

○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종종 발생하므로 중량이 

큰 기기(물탱크, 저탕조)와 가스 배관은 내진 

설계를 반영할 것

○ 에너지효율계획(1++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등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적용내용 및 검토내용 등을 설계

도서(보고서)에 수록할 것

■ 제78차 서울교통공사 4호선 숙대입구역~삼각

지역 등 3개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6호선 삼각지역 역사 교차부의 지반상태 및 

공동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 및 

검토하고 교차되는 지점의 주요 단면 및 6호선 

진단결과 등의 자료를 수록할 것

○ 본선과 공동구 일체시공 구간은 보수보강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조물 전체에 

대한 보수보강 및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상부 거더 횡방향 균열의 경우 방향성이 구

조적 균열의 양상을 보임에도 BOX구간 슬

래브 및 벽체의 횡방향 균열과 동일하게 평가

하고 있으므로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분석할 것

○ 숙대입구~삼각지역구간 본선 벽체 표면에 조적

단면보수가 시행되어 원구조체에 대한 점검이 

불가하므로 유지관리 향상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 제79차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고덕강일구간과 연계하여 강일미사구간 광역

철도가 계획되고 있어 향후 노선연계 및 확

장에 대한 시설, 수요 등을 고려할 것

○ 기존 9호선 계획 및 공사단계의 각종 조사 

및 시공과정의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을 조사

하여 반영할 것  

○ 열차운영계획 관련 내용을 “차량검수는 기존의 

차량기지 활용과 신규 차량기지 건설계획을 

감안하여 열차운영에 따른 검수방안을 검토

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보완할 것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사후

평가 대상사업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지침’ 등에 따른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를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 제80차 서울교통공사 3호선 지축~구파발역 등 

9개 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구조물의 형식(철근콘크리트 라이닝, 무근콘

크리트 라이닝) 및 조사 항목 등을 확인하여 

상태평가 결함지수를 재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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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평가시 현 설계기준과 원 설계기준 병행 

검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보수, 

보강 필요성 및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 제시할 것

○ 시험결과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장비 및 기

기의 제작사, 측정범위, 정확도 등 사양을 수록

할 것

○ 도곡~대치역 개착박스 구간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진성능

평가 관련 규정을 확인 조치할 것 

■ 제81차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발주심의

○ BF생활환경 예비인증 등급 표기가 누락되었

으니 보완할 것

○ 주민편의(체력단련)+민원(동 업무) 등+자치회

관의 복합화 대안제시 및 주변환경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할 것

○ 일요일 및 근무시간외 청사 개방확대를 고려한 

구체적인 보안 및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과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도 함께 고려할 것

○ 안내표지시설의 건축물 내부 및 실명 안내사

인물 계획을 추가할 것

○ 장애인주차장은 주차 이후에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장애인 EV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할 것

○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할 것

○ 유지관리 부서와 발주부서, 설계자는 설계단계

부터 준공시까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

■ 제82차 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발주심의

○ 보행친화적 가로의 완성(지침서)을 위해 보도상의 

시설물 영역설정, 보도 유효폭 확대, 자전거

도로, 띠녹지, 고원식 횡단보도, 쌈지공원, 시

설물통합 및 지중화, 관광버스 주차장 등의 

가로설계 및 관리 매뉴얼화를 검토할 것

○ 총괄기획가와 총괄계획가 용어가 혼재되어 

있으니 용어 통일 필요

○ 사후관리를 통한 Feedback 후 관리·정비에 적용

○ 가로의 유형분류→설계기법도입→해결안도출

→설계기법 조합→설계가이드라인 작성→실

시설계→통합관리방안 적용의 PROCESS로 

진행을 검토할 것

○ 7개길 주변지역의 조경에 차별화되고 각 길별 

문화상에 어울리는 조경(조경구조물 포함) 및 

녹화(벽면녹화포함) 계획 수립 요망

○ 사업대상 지역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반영

■ 제83차 명일동 미관광장 일대 정비사업 설계심의

○ 가로등 전주나 안내 기둥 설치 시 스티커가 

붙지 않는 방식도료를 적용하여 미관을 고려한 

설계요망

○ 유역면적에 따른 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현황과 우배수 계획도를 추가할 것

(집중호우시 빗물이 주변 상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역면적과 우수량을 고려한 배수계획 수립요망)

○ 교목 아래 관목은 음영 및 생육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원활한 생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식

계획 수립할 것

○ 포장시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레인가든,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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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집수관과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제838호)

(보호기간 :  2018. 04. 05. ～ 2026. 04. 0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내부에 교체 가능한 필터여재가 설치된 수직집수관과 역세장치가 설치된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STS 권선형 스크린관을 사용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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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  사  명 발주자 시공규모 시공기간 위치 특징

용주 취수시설 
이전사업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12,600m3/일
(L=250m)

2015. 5. 30 ~
2015. 12. 30

경상남도 합천군 
황강 일원

수평집수관과 표층 
역세장치 설치

안양시 삼막천 
수질개선 사업

안양시청
하천관리과

9,000m3/일
(L=125m)

2017. 5. 1 ~
2017. 6. 30

경기도 안양시 
안양천 일원

수직/수평 집수관 및 
역세장치 설치

구례군 통합정수장 
집수매거 

성능개선사업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12,000m3/일
(L=300m)

2018. 2. 1 ~
2018. 6. 30

전라남도 구례군
섬진강 일원

수평집수관과 
표층/심층 역세장치 

설치

양평통합정수장 
취정수장 개량사업

양평군 수도사업소
4,600m3/일
(L=100m)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체결

경기도 양평군 흑천 
일원

수평집수관과 
표층/심층 역세장치 

설치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12,000m3/일
(L=120m)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체결

충북 보은군 보청천 
일원

수평집수관과 
표층/심층 역세장치 

설치

  

나. 향후 활용전망

 2018년 현재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상수원수 복류수 취수 집수매거 시설은 전국에 

150개소가 운영 중이고 개발년도는 1944년~2017년까지이다. 현재 150개소의 집수매거 취수시설에

서는 1,415천㎥/일을 취수하고 있으나, 30년 이상 노후화된 집수매거 취수시설은 96개소로 64%에  

해당한다. 최근 노후 집수매거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유공관이 노후화되어 균열 

및 파손으로 부유물질이 유입되는 현상과, 폐색으로 인해 취수성능이 저하되는 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방상수도 노후 취수시설의 취수효율이 떨어지면서 폐색대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성능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신기술은 지방상수도 노후 취수시설을 

정비하는 경제적인 대체 공법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역세장치를 이용하여 폐색 대응 및 취수효율 저

하를 해결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취수시설로 안정적인 원수공급이 가능하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양질의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한 집수매거 설치 공법과 폐색현상에 따른 취수효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역세장치 기술이 핵심기술이다. 기존 유사기술은 콘크리트 유공관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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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개공율이 1% 미만으로 목표취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넓은 집수면적이 필요하고, 

역세효과가 국부적으로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신기술에서는 개공율이 20~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된 집수면적에서 취수량을 극대화하고, 역세장치를 설치하여 폐색 대응 및 

취수효율 저하시 취수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기존 유사기술과 신기술을 취수용량 1만톤/일 기준

으로 비교할 때 공사비 절감은 20%, 공기단축은 28%의 효과가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국내에서 집수매거에 대한 설계와 시공은 일반화된 기술로 치부하고 있었고 누구나 손쉽게 설계

하고 시공하는 분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하천 환경의 변화, 가뭄, 녹조 등으로 인한 

잦은 폐색현상으로 취수효율의 불안정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기존 집수매거에 대한 성능개량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집수매거 취수시설에 대한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

거나 기존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신기술지정을 통해서 국내 집수매거 취수시설에 대한 특화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상수원수 

취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양질의 수도공급으로 

발전할 것이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1% 미만의 개공율을 가진 콘크리트 유공관을 사용한 기존 집수매거 시설과 달리 

개공률 20~50%로 주문 제작이 가능한 권선형 스크린관으로 시공하여 취수효율 및 유지관리가 

우수하며, 수평배열의 집수관에 수직집수관을 연결한 집수매거 공법으로 취수량을 증대시킴으로서 

동일 취수규모에서 하천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인 유지관리 기술인 역세장치를 추가함으로서 기존 집수매거 공법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이 신기술은 대규모 간접취수 시설인 국외의 강변여과시설(방사형집수정)과 취수규모와 시공 방

식에서 구별된다. 방사형집수정의 경우 대수층 발달이 양호하고 하천의 규모가 큰 강 유역에 적

합한 방식으로 대수층의 발달이 취약한 소규모 지방하천에는 적용이 제한적이나, 이 신기술의 경우 

하상을 개착하고 대수층을 치환하여 시공되는 방식으로 대수층의 발달이 취약한 소규모 하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신기술은 대수층의 투수성이 불량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외의 강변여과 방식보다 개발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수 확보가 가능하여 

경쟁력 있는 기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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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시설용량 1만톤/일 기준)

      

비목
신기술 원가계산

(권선형 스크린관-역세장치)
기존기술 원가계산
(콘크리트 유공관)

시설제원 ψ600mm, L=280m ψ600mm, L=450m

순 공 사 비

재 료 비 761,816,262 842,643,030

노 무 비 181,684,812 294,536,771

경   비 214,413,452 297,064,959

소 계 1,157,914,526 1,434,244,760

제 경 비

일 반 관 리 비 69,474,872 86,054,686

이 윤 69,835,970 101,648,462

소 계 139,310,842 187,703,148

총 원 가 1,297,225,368 1,621,947,908

부 가 가 치 세 129,722,537 162,194,791

합 계 (▼20.0%)  1,426,947,905 1,784,142,699

※ 제비율 적용조건 : 구분-토목공사, 공사규모-50억미만, 공사기간-6개월 이내

     

 (2) 공사비 

     

구분 공종 시설제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신기술

공법

수직/수평 

집수관

10,000m3/일

(L=280m)
761,816,262 162,800,011 98,012,390

1,022,628,663

(▼18.5%)

비교대상

공법

콘크리트

유공관

10,000m3/일

(L=450m)
842,643,030 263,921,838 148,599,277

1,255,164,145

(기준가)

※상기 금액은 제경비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이며, 제경비 포함시 (▼20.0%) 공사비 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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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구분 상세공종 신기술 기존기술 공기단축 비고

공통
공사착공 및 자재제작 12주 12주

- 중복공정
부지조성/원상복구 4주 4주

토공

가시설 설치/해체 10주 12주

5주 중복공정
터파기/사토운반 8주 12주

톤마대 쌓기/헐기 5주 5주

되메우기 4주 4주

집수매거공

접합정 설치 2주 2주

4주 중복공정수평/수직 집수관 설치 4주 8주

역세장치 설치 4주 -

중복공정을 제외한 총 공사기간 23주 32주 9주(63일)

 (4) 유지관리비

    

공종 기존기술 (백만원) 신기술 (백만원)

공기역세 - 252

하상준설 및 골재 재치환 1,198 386

관자재 교체 723 225

합계 1,921 863 (▼44.9%)

산출조건)
 1. 콘크리트 유공관의 내구년수(교체주기) : 20년
 2. 권선형스크린관 내구년수(교체주기) : 30년
 3. 공기역세 : 3회/연 실시
 4. 하상준설 : (기존기술) 1회/5년 , (신기술) 1회/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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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의 활용으로 전국에 30년 이상된 102개소의 노후 취수시설을 성능 개량하여 안정적인 

원수공급과 함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개발 방안으로 적용할 

경우 기존기술에 비해 20% 사업비 절감과 효율적 유지관리 기술로 지속가능한 취수시설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가뭄 대응 대체수자원 개발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활발한데 이 신기술을 

접목하면 상․하류 순환식 하천유지용수 공급방안으로 효율적인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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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동이 혼입된 기능성 복합재를 적용한 방근 콘크리트(제839호)

(보호기간 :  2018. 05. 08. ～ 2026. 05. 0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기능성 복합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균열폐쇄성 혼화재)를 적용함으로써 고

품질의 누름콘크리트와 화학적 방근성능을 동시에 구현하여, 기존 누름층의 소극적인 기능과 역할

에서 탈피해 물리적, 화학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융복합 방근콘크리트로 재탄생시킨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1
위례신도시 A3-7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2공구)
2014. 07. 01 120㎡

11,469,000천원
(약2,400천원)

2
위례신도시 A3-6a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2015. 05. 19 628㎡

11,715,000천원
(약12,560천원)

3
다목적 잔디공원 조성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
2015. 05. 28 250㎡

1,050,000천원
(약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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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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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존 5종의 건설신기술은 모두 별도의 멤브레인 물리적 방근층(시트, 도막 등)을 형성하여 방근의 

역할을 하는 기술인데 반해, 신기술은 기존 누름 콘크리트에 방근성능을 부여하여 별도의 멤브레인 

방근층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라는 물리적층에 화학적 효과를 부여하여 화학적 

방근성능을 발현한다. 이렇게 별도의 방근층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방근층을 위한 별도의 시공

공정이 필요 없어 시공공정이 간단하고, 기존 누름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누름층의 하부에 

위치한 단열, 방수층 및 구조체에 대한 보호기능이 더욱 향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방근 콘크

리트 기술은 기존 방근 관련 건설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분 신기술
기존방근공법

(특허)
건설신기술

560호 580호 710호 734호 754호

재료비 15,778 47,593 42,310 79,680 29,754 27,112 29,300

노무비 5,128 20,848 8,871 17,821 8,972 13,326 6,326

경비 - - 265 - 454 536 135

합계 20,906 68,441 51,446 97,501 39,180 40,974 35,761

신기술
대비(%)

100 323 246 466 187 196 171

※ 기존 신기술 방근공법은 해당 기술별 건설신기술 원가계산서(2013년∼2015년 해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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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3) 공사기간

  (4) 유지관리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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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속도관리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어떨까? 과거 80년대까지의 

성장위주 정책의 교통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차량과 도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사

망자가 한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1년 정점인 1만 

3,429명을 기록한 후 다행히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심심치 않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는 아직까지도 매년 

4,000명 이상이 도로상에서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도로상에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교통사

고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나 교통

안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요인은 차

량의 주행속도가 사고발생 및 치사율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제기한다.

교통안전과 속도

 속도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차량과 보행

자의 충돌시 차량속도와 삼고심각도의 관계를 

통해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행

자와 충돌하는 차량속도가 50km/h 이상이면 치

사율이 55% 이상이고, 30km/h 이하이면 20% 

이하로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의 차량과 보행자간의 충돌속도에 따른 충돌

시험을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속도별 

충돌시험에서 30km/h 속도로 충돌시 중상가능

성이 15.4%인 반면, 50km/h 충돌시 72.7%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시험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차량과 차량간의 충돌시 운전자의 치사율에 관

련된 연구1)에 따르면, 차량간 정면충돌인 경우 

차량속도가 30mph(48km/h)에 3%, 40mph 

(64km/h)에 17%로 증가하고, 측면충돌의 경우 

차량속도가 30mph(48km/h)에 25%, 40mph 

(64km/h)에 8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렇듯 속도와 치사율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예

방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속도관리가 필요하다.

교통안전 선진국의 속도관리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도시부를 중심으로 속도

하향화 정책을 1970년대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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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 최근 세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비전제로(Vision 

Zero)”를 태동시킨 국가이며, 도로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중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속도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지방부 도로는 정면충돌 또는 도로변 장애물 충

돌시 치사율을 낮추기 위한 70~8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설정하고, 도시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측면충돌시 운전자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50km/h 이하로 설정하며, 보행자 등의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제한속도를 30~ 

40km/h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도로의 기능별로 제한속도를 규정

하고 있으며 도시부 도로는 기본적으로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적용하고, 상대적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은 30km/h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체계적인 속도관리를 위해 도로별 제한속도 

적용기준에 따라 속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역

별로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노면표시, 규제표지 

등) 등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계획을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으로 도면화를 통해 관리하고 

설치 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1970년대부터 도시부 속도하향

화가 추진되었으며 수도인 헬싱키는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속도 하향화를 통해 2017년을 기준

으로 도시부 전체적으로 간선급 도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부 구역이 30~40km/h이하로 관리

되고 있다. 향후에도 도시부의 속도하향화 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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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관리정책의 시사점

 우리나라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시부 속도하향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부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속도하향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속도하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속도하향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적극적인 설명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의 기능 및 환경을 

고려하여 속도적용 원칙을 설정하고 제한속도 이

하로 속도를 형성하기 위한 속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준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부 속도관리지침의 마련 및 보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산제약 등을 이유로 도로기하구

조와 같은 시설적인 개선보다는 단순히 제한속도 

표지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차량의 주행

속도를 제한속도 이하로 형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이 제한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도로기하구조의 개선을 병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Relationship between Speed and Risk of 
Fatal Injury : Pedestrians and Car 
Occupants, Department for transport 
Londen, 2010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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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8년 7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73

2018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3단계 4차)

․ 2호선 영등포구청역, 신당역, 선릉역, 

교대역 / 3호선 남부터미널역 / 4호선 

충무로역

(463)
조건부

채택
토목

74

2018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당역등 5개역)

․ 2호선 사당역 / 3호선 압구정역, 금

호역,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393)

조건부

채택
토목

79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 위치 :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 연장 3.8km, 정거장 4개소
(759)

조건부

채택
토목

81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

․ 지하2층/지상6층

․ 연면적 3,000㎡

8,500

(400)

조건부

채택
건축

82
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

계획 수립 등 용역
․ 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

2,000

(500)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71
신정도시개발구역 행복주택 

건설공사 설계

․ 지하1층/지상8층

․ 연면적 7,921㎡, 101세대

10,796

(383)

조건부

채택
건축

72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지하1~4층(주차장)

․ 주차대수 251대, 지상 공원

19,500

(561)

조건부

채택
토목

76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설계

․ 지상3층

․ 연면적 3,645㎡

15,218

(796)

조건부

채택
건축

77
양천중앙도서관 건립공사 

설계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5,658.95㎡

16,506

(864)

조건부

채택
건축

83
명일동 미관광장 일대 정비

사업 실시설계

․ 면적 : 8,639㎡

․ 내용 : 미관광장 및 보행자전용도로 

정비, 수목 및 초화류 식재

1,720

(78)

조건부

채택
조경

정밀안전

진단심의

78

서울교통공사 4호선 숙대입

구역~삼각지역 등 3개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 서울교통공사 4호선 숙대입구역~

이촌역 지하구조물 L=3,095m
(404)

조건부

채택
토목

80

서울교통공사 3호선 지축~

구파발역 등 9개 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 서울교통공사 3호선 지축역~구파

발역 지하구조물 L=10,782m
(935)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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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8년 7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8.07.

건     축 
서울혁신파크내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건축기본계획 용역 등 25건

7,094 6,840

교 통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3건

270 232

기 계 설 비 북악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등 5건 429 312

도 로
필동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8건

5,563 5,193

도 시 계 획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기본구상 등 7건 3,346 3,035

상 하 수 도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2건

3,516 3,171

소 방 
화재감시설비 성능개선 실시설계용역 등 
4건

76 72

전 기 통 신
특수교량 피뢰설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0건

990 638

정 밀 진 단
당현천1복개 등 45개소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등 3건

1,125 754

조 경
안양천 영롱이 갈대 야구장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4건

557 527

지 하 철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4건

13,661 13,651

하 천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1구간 2단계) 

264 244

기 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서울형 하천수질관리시스템 핵심요소기술 
개발 용역 등 2건

159 156

 계 98건 37,050 3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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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8년 제116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7.20~7.26 8.11 9.14 9.10~9.14
9.17~9.19 10.28~11.4 12.7

< 2018년 제64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6.22~6.28
7.14~
7.15

7.20 7.23~7.26 8.25~9.7
9.14
9.28

< 2018년 제3,4회 기사 ·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7.20~7.26 8.19 8.31 9.3~9.6 10.6~10.19
10.26
11.16

8.24~8.30 9.15 10.12 10.15~10.24 11.10~11.23
11.30
12.21

< 2018년 제3,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6.22~6.28 7.7~7.15 7.20 7.23~7.26 8.25~9.7
9.14
9.28

8.17~8.23 9.8~9.16 9.21
9.3~9.4

10.22~10.25
11.24~
12.7

12.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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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4th Industrial Revolution)
    

 사물 인터넷(IoT)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를 구축하는 

산업혁명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AMP(Advanced manufactu 

ring Partnership), 독일과 중국에서는 ‘인더스트리 4.0’ 

(Industrie 4.0)이라고도 한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

용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창시자는 기존 

산업분류(콜린 클라이크 방식)에서 정의되지 않는 모든 

산업이 가져올 세계 경제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렀다.

 증기기관 발명(1차), 대량 생산과 자동화(2차), 정보기술

(IT)과 산업의 결합(3차)에 이어 네 번째 산업혁명을 일

으킬 것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이다.

 이전까지의 공장자동화는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시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생산설비는 제품과 상황에 따라 능동

적으로 작업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생산설비가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의 통제를 받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서는 각 기기가 개별 공정에 알맞은 것을 판단해 실행하게 

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한 기기 간 인터넷의 발

달과 개별 기기를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의 도입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모든 

산업설비가 각각의 인터넷주소(IP)를 갖고 무선인터넷을 

통해 서로 대화한다.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해선 스마트센서 공장자동화 

로봇 빅데이터처리 스마트물류 보안 등 수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선 

표준화가 관건인데 독일과 미국은 표준통신에 잠정 합의해 

이 분야를 선도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