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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하공간 관리소홀에 따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잠실, 용산 등 일련의 

땅꺼짐 사고를 비롯하여 가산동 흙막이 사고나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 등 잇따른 지하공간 사고로 

나라 전체가 불안 증후군에 빠져든 것이다. 왜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일까. 지하공

간을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너무 소홀히 다루어온 것은 아닐까.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량

이나 터널, 항만 등 눈에 보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관리해왔지만 사실 지하공간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관리제도가 없었다. 지하공간안전에 절대

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 관리는 물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한 번 묻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불안의 근거가 무지, 즉 모른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실제 위험

요소는 극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극일부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우리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말 지하공간이 무지의 영역일까. 지하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하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말 볼 수 없는 것일까. 천만에, 그렇지 않다. 과거에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

했지만 지금은 눈이 아니라 지하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어 있다. 탄성파나 

초음파, 전기저항 등 물리탐사기법은 물론이고 실제로 땅을 뚫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안전에 관한 

우리의 부족한 관심이 문제였던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하굴착공사와 지하수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

이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렇게 불안을 해소하면 지하공간은 앞으로 놀라운 삶의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다. 

2. 호머 섬니우스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본 것을 부단히 현실의 세계로 퍼 나른다. 그 꿈은 황당하고 때로 기괴하며 

실소를 터트리게 하지만 인간은 이에 상관하지 않는다. 어쩌면 인간의 거주지는 꿈과 현실의 경계 

》  칼  럼

 미래의 지하공간, 어디로 갈 것인가
   
   김 재 성
      前 서울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제5기), ㈜동명기술공단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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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쯤에 있는 게 아닐까. 그 부단한 꿈꾸기는 대체로 허망하고 시지포스의 돌처럼 현실의 벽 아래로 

맥없이 굴러 떨어지지만 인간은 꿈을 멈출 수 없다. 호머 섬니우스1), 그는 바로 꿈꾸는 동물이기 때문

이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역시 누군가의 꿈으로 이루어졌다. 비행기를 처음 만든 것은 라이트 

형제라고 하지만 이카루스 신화를 비롯하여 다빈치의 설계도, 앙리 지파르의 비행선 등 날기를 원하는 

인간의 꿈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비행기가 만들어졌겠는가. 

  문명의 역사에서 중요한 진보가 있었던 사건을 보면 이러한 변혁이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군가 

끊임없이 꿈을 꾸고 이를 현실의 세계에 이앙시키려고 시도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1687년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통해 중력 법칙을 발표했을 때 세계에 대한 인식은 대전환을 맞았다. 그러나 중력법칙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고대 우주관과 코페르니쿠스의 전향적 

사고, 티코 브라헤의 정밀한 조사 그리고 케플러의 분석이 2천여 년 넘게 이어져왔으니 말이다. 라

이트 형제나 뉴턴은 그보다 앞서 꿈 꾼 이들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보통 꿈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와 대칭을 이루면서 병행한다. 그러나 꿈이 단순한 선망을 

넘어 구체적인 계획으로 기능할 때 그 경계는 무너진다. 바로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20세기 초 예술분야를 뒤흔든 쉬르리얼리즘의 모토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한다’는 것

이었다. 처음 이들의 행동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기행 정도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되면서 예술은 물론 인문의 전 분야로 퍼져 나갔다. 이후 기상천외한 건축물

이나 환상적인 교량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보면 공학 분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듯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할 수 있다는 쉬르리얼리즘의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며 미래를 꿈꾸는 공학자들에게 중

요한 모티브가 된다.  

3.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미래의 지하공간은 어떻게 변할까. 이것은 예

측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문학이나 영화에서 

바라보는 지하공간의 미래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형성해 온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지 

오웰이 그리는 ‘1984년’이나 ‘스타워즈’, ‘매트릭스’ 

등 SF 영화에서는 지하공간을 주로 추방된 자

들의 공간으로 그린다. 아마도 오랜 세월 지하가 

카타콤베나 도피처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지하공간 활용은 급속히 늘어

1) 호머 섬니우스(Homo Somnius). 꿈꾸는 사람이란 뜻의 라틴어는 섬니에이토르(Somniator)가 있지만 Homo의 상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어
하였다.

<영화 스페이스 오딧세이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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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지만 오랜 세월 인류의 머릿속에 각인된 고정관념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공간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민해 온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개방감을 

확보하거나 조명 환기에 대한 초점은 어떻게 하면 ‘지상과 다르지 않은 지하’를 구축하는가의 문제

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미래 지하공간에 대한 구상은 지상에의 추구에서 벗어나 지하공간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하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환경문제가 아닐까 

싶다.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 생활환경의 악화는 물론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 문제가 이제 어느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1년에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혹한과 혹서, 가뭄, 홍수 

태풍, 황사 등 기상 재해에서는 아직 이를 설명할만한 어떠한 패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무작위적이다. 프로이트는 불안의 근원이 사건의 실체나 이로 인한 결과보다는 대상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후변화에서 느끼는 인간의 불안도 그러한 무지 때문이 아닐까. 반복되는 

재해를 모델링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 말이다. 아무튼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지상보다는 지하가 재해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4. 지하공간의 두 가지 측면

  오랜 세월 유전자에 각인되어 온 지하공간의 두 가지 모습 즉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긍정

적인 공간인 동시에 습하고 어두운 부정적인 측면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영향을 줄 것이다. 공학자들이 

할 일이란 바로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놓는 일이 아닐까 싶다. 현대로 들어오면서 인

간은 이미 지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아늑한 지하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콘서트홀이나 

전시공간 음향연구소는 물론이고 정밀한 결과를 얻기 위한 시험실이나 첨단 연구시설이 지하에 설치

되고 있지 않은가. 지하뿐만 아니라 수중에 도시를 짓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지하공간이라는 용어는 지평면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의 공간을 의미한다. 아마도 가장 대표

적인 형식은 하향계단이나 터널 끝에 만들어진 공동일 것이며 그 곳은 지상에 마련된 입구를 통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이었다. 이 때문에 용어 자체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2). 공학자들이 해야 할 일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하공간이라는 말을 대체할 새로운 

개념의 조어다. 오랜 주거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랴오동이나 카파도키아의 석굴을 보면 지하공

간은 단순히 땅 아래쪽의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산이나 절벽을 이용하여 평균적인 지표면보다 위

쪽에 주거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공간은 지하보다는 지중공간 또는 석조공간3)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정해 보인다. 

2) 지하(Under space). 언어의 상징성에서 살펴보면 지하 또는 아래라는 말에는 부족하거나 보조적인 것 또는 계급적인 하부구조를 보편적으로 은유
해 왔다. 지상 또는 위라는 뜻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경우 이러한 측면은 더 두드러진다.    

3) 석조공간(石造空間). 돌을 깨어내 조성한 공간이라는 뜻의 조어(造語)로 터키의 괴레메 암벽 수도원이나 중국의 용문 석굴, 둔황 석굴에 어울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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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드림허브 조감도>

  최근에는 부족한 도시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를 계획하는 초기단계부터 아예 지상과 

지하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신주거지역인 레 알 

프로젝트는 계획단계부터 교통과 거주환경 녹지공간을 비롯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지하와 지상에 

적절히 분산 배치하고 이러한 시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체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잠시 주춤

거리고는 있지만 용산신도시의 GEO 2020 프로젝트에서도 지하공간은 미래지향적 정주공간으로 새

롭게 부각되고 있다. 지상공간은 녹지와 수생환경을 그리고 지하공간은 도시 전체를 하나로 묶는 도시

기능 축으로 계획한 것이다.4).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지하공간이 지상공간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아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애플의 신사옥

4) 용산GEO 20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상공간을 대부분 보행로 녹지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면서도 지하공간을 통하여 도시기능

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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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어지는 애플의 신사옥은 많은 생각거리를 준다. 그동안 고층빌딩은 미래지향도시 또는 첨단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기능해왔다. 바벨탑을 쌓듯 모든 도시들이 더 높고 더 거대한 빌딩을 지어 

온 결과다. 엠파이어 스테이츠에서 버드 두바이, 잠실의 롯데타워까지 이렇게 위만 바라보던 건축가들이 

최근에는 지하공간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듯하다. 애플의 신사옥은 마치 우주선이 내려앉은 듯하다. 

내부는 녹지공간이며 에너지는 모두 내부공간의 설비시설로 공급된다. 

5. 지금 공학자들이 바라보는 곳은

  한편으로는 파울로 솔레리5)가 자신이 계획한 아르콜로지6)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간의 정주환경과 

생태가 복합된 단위생활공간으로 변화해 갈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계획에서는 고층건축물에 의한 

대규모 밀집주거보다는 지하에 소박한 정주공간을 마련하고 지상에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지하공간을 이용해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자외선 문제 등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트러스와 투명소재를 이용하여 거주공간 전체를 덮는 아이디어도 많이 보여

지고 있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활용되는 지하공간과 함께 도시계획 사례를 보면 앞으로 지하공간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한 도시를 꿈꾼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이나 추구하는 관

점이 다르겠지만,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행복의 전제조건으로 꼽는다. 일단 

안전해야 행복이든 뭐든 추구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지하공간에 있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

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현대를 특징짓는 말로 적절할 표현 하나는 꿈의 전쟁시대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지하공간도 무한한 상상 경쟁으로 늘 북적거린다. 세계 건설시장에는 지하공간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지하공간 개발기술을 선점하고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꿈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애초에 도시는 인간의 꿈이었고 

공학은 그 꿈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닌가.  

5) 파울로 솔레리(Paolo Soleri. 1919~ ). 미국의 철학자 및 공학자. 저서 미래도시(2004.이윤하역. 르네상스출판사)에 신개념의 도시 아르콜로지가 
나온다.

6) 아르콜로지(Archology). 건축(Architecture)과 생태(Ecology)를 합성한 신조어로 건축과 생태가 하나의 환경으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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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서울식물원 임시 개방  

 서울 최초 보타닉공원(Botanic Park)인 ‘서울

식물원’이 10.11.(목) 임시 개방하고, 6개월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5월 정식 개원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에는 국내·외에서 들여온 식

물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

하게끔 돕는 한편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운영 

상의 보완점 또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식물원은 시민이 일상 속 여가와 휴식을 즐

기는 ‘공원’과 식물을 전시하고 교육하는 ‘식물원’

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보타닉공원

(Botanic Garden+Park)이다.

 면적은 50만4천㎡로 축구장(7,140㎡) 70개 크

기며, 여의도공원(22만9천㎡)의 2.2배, 어린이대

공원(53만6천㎡)과 비슷한 규모다.

서울식물원(504,000㎡)

 공간은 크게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

지원, 총 4개로 구성된다. 이 중 야외 주제정원과 

세계 12개 도시 식물을 전시한 식물문화센터(온실·

교육문화공간)가 포함된 ‘주제원’이 식물원

(Botanic Garden) 구간으로 09~18시까지 운영

되며, 그 밖은 공원(Park)으로 24시간 개방된다.

 서울식물원은 시민 생활 속 식물문화 저변을 확

대하는 것이 도시형 식물원에 주어진 주요한 과제라 

보고 기존 공원과는 차별화된 교육 및 체험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임시 개방하는 ’18년 10월 현재 서울식물원은 식물 

3,1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집과 교류, 

연구, 증식 등을 통해 8,000종까지 확보한다는 계획

이다.

<온실(열대관 스카이워크)>

<서울식물원 야경>

   〔서울식물원 (02)2104-9783〕

서울시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 개최 
 서울시가 11.9.(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

지엄’을 개최한다.

 본 국제심포지엄은 자율과 창의, 융합의 미래 세

대를 위한 놀이터의 가치를 재조명해, 도시환경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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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100여 개의 

놀이 중심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아이 눈높이에 맞게 조성

해오고 있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모든 아동

들이 차별없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놀이에 

취약한 지역과 공간을 찾아 아동들과 함께 놀이

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국내외의 

민·관·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놀이정책, 놀

권리, 놀이연구, 놀이공간, 놀이터디자인 및 놀이터

운영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놀이터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한다. ‘놀고 싶은 서울, 어린이 놀이터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시작하고 주제별 

‘놀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놀이터’, 종합토론 

순으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7〕

‘새로운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설계안과 광장을 

둘러싼 주변 지역의 미래 구상안 마련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 10.12.(금)~11.23.

(금)까지 도시, 건축, 조경, 도로, 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참가등록을 접수한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올해 4월 서울시와 문화

재청이 공동 발표한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밑그

림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는 

사직·율곡로를 우회시켜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던 

월대(月臺:궁전 건물 앞에 놓는 넓은 단)를 복원,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한편, 현재 광

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확장해 광장과 

주변 도시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150여 명의 

집단지성 거버넌스인 ‘광화문시민위원회’를 비롯 

다양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모

지침을 마련하고, 설계안에 담겨야 할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10가지 이슈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관한 10가지 이슈와 과제

①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건축과 역사․문화적 경관의 중장기적 변화 방향 

② 전통적 대로(大路)의 속성과 현대적 광장(廣場)의 모습과 기능 연계 구현

③ 광화문 지역이 갖는 역사․철학적 가치를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

④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으로서의 고유성을 확보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 

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위상에 부합하는 공간구상 범위 설정

⑥ 한국적 자연경관과 현대화 된 도시경관을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는 방안

⑦ 휴식, 산책 등 일상적 행위와 행사, 축제 등 비일상적 행위가 공존하는 공간계획

⑧ 시민의 쉼터로서의 기능을 담는 조경 및 편의시설, 프로그램 계획

⑨ 광장과 접한 이면도로 및 주변 공공, 민간 건물군의 저층부 활용 전략

⑩ 기존 도시맥락을 보존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한 도시관리 구상과 전략

 

 공모 참가자는 10가지 이슈와 과제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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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자원 보존·활용 ▴주변지역 연계 ▴광장 

디자인 ▴조경 ▴도로 및 교통계획 ▴친환경 계획 

▴안전 등의 관점에서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해야 

한다.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사직·율곡로 등 

도로를 포함한 사업대상지(총 12만6,100㎡)뿐 

아니라 광장과 접한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공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

축가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등 

국내‧외 저명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를 운영,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1차 

서류심사('19.1.15.)에서 2차 심사 대상자 10개 

팀을 선정하며, 2차 심사('19.1.18.)는 선정된 팀

의 작품발표로 진행된다. 최종 당선작은 2019년 

1월21일(월) 발표된다. 

 최종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

지며, 2등 1억 1천만 원, 3등 9천만 원, 4등 7

천만 원, 5등 5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가작 5개 팀에도 각 3천만 원의 작품제작비용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번 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기

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에 

들어가 2021년까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

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을 설계하자’ 홈페이지(http:// 

project.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광화문광장추진단 (02)2133-7739〕

양화대교 LED 경관조명 점등
 서울시가 그동안 장기 미점등으로 노후화된 양

화대교 조명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11월 2일부터 

점등하였다. 

  

 이번에 교체된 LED조명은 다양한 조명연출이 

가능하고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적다. 기존 저압 

나트륨등(58,728W)에서 LED조명(30,284W)으로 

교체한 후 약 48%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화대교는 아치형 교량으로 아치의 우아함을 

살리기 위해 화이트·골드톤의 조명을 설치했고, 

다리 난간은 여러 가지 색을 낼 수 있도록 화려

함을 강조했다. 또 교량 아래엔 유람선이 다니는데 

관광객들에게 따뜻하고 인상 깊은 이미지를 주

도록 다른 교량보다 조명색이 밝은 것이 특징이다.

 양화대교는 최초 한국기술로 건설돼 역사적 상징

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구교로 설치된 교량이다. 

이번 경관조명은 1965년 준공한 제2한강교라 

불리던 구교, 1982년 준공한 신교와 함께 탄생한 

양화대교로 ‘신·구의 화합을 통한 번영’의 주제로 

디자인됐다. 아치 구조물과 여러개의 버팀대를 

LED 순백색 빛을 조명하여 신·구 화합의 매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또 선유도공원 등 양화대교 주변경관과 연계한 

조명디자인을 검토했으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

로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망권을 계획했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유도공원과 양화·망

원한강공원 등 한강변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

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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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점등 시간은 ‘일몰 후 ~ 23시’이며, 시민

들이 한강 둔치로 밤 나들이를 많이 나오는 

5~10월엔 24시까지 운영한다.

 현재 한강교량은 총 25곳으로 이중 경관조명은 

이번에 점등하는 양화대교를 포함해 총 19곳이

며, 내년엔 잠실철교 경관조명을 보수해 점등할 

계획이다. 나머지 천호대교, 마포대교, 마곡대교도 

’20년 이후 연차적으로 점등할 계획이다.

〔도로시설과 (02)2133-167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

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는 등 그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가.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엘리베이터 피트, 집수정 등 지반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이 적은 국부적인 굴착구간은 굴착

깊이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

항제1호)

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함(안 제17조제2항)

라.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는 경우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안 별표 1)

【시행규칙】

가. 안전점검 대상인 전기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규격을 규정하여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3)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4〕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

침」,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공원부지

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4개 지침의 일

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16일까지 의견

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공원녹지 기본

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

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의 존속기한 및 재검

토기한 각각 3년 연장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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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

기 위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마감재료의 기준

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안 제8조제1항)

 ○ 2개소의 직통계단이 상호간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화재 시 2개소의 직통계단 모두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직통계단 간 

이격하여야 할 최소 기준을 신설

나. 방화구획 설치 기준 강화(안 제14조제1항)

 ○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던 1층과 2층을 층간 방화구획 대상

으로 포함하고, 필로티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닫힘 규정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제1호)

 ○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방화문은 방화구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 연기 또는 불꽃 

감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

도록 규정

라. 방화댐퍼의 기준 개선(안 제14조제2항제3호)

 ○ 방화댐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 화재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에 대

하여 주ㆍ야간에 식별이 가능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바. 외벽마감재료 기준 강화(안 제24조)

 ○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의 특성 별로 적용되는 기준을 세

분화하여 규정

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제도 도입(안 

제26조)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강화

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

장의 품질 관리 상태 확인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사용토록 함

아. 기타 법령 정비(안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5조 등)

 ○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도를 개선

하고, 직통계단 설치 및 마감재료 기준 개선 등 

화재안전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건축물의 구조·

화재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지·관리가 미비한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가. 감리중간보고서 작성 시기 추가(안 제19조제3항)

 ○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주요 공정을 추가

나.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 개선(안 

제19조의2제1항)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착공시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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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종류를 정함

다. 건축물의 보행거리 기준 적용 방법 개선(안 

제34조제1항)

 ○ 그간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행거리 기준을 2개소의 

직통계단에 적용토록 하여 계단이 건축물 

중앙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던 바, 이를 개선

하고자 함

라. 용어의 명확화(안 제38조, 제56조)

 ○ 그간 건축법령에서 ‘관람석’으로 표현하였던 

사항을 기준의 취지에 따라 ‘관람실’로 변경

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자 함

마. 방화구획 기준 완화 대상 추가(안 제46조제2항)

 ○ 층간 방화구획을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1층과 2층을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며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 

경우(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는 당해 구획 내에서 방화구획 

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

(안 제61조제1항)

 ○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는 모두 내부마감

재료 기준을 적용토록 함

사.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

(안 제61조제2항)

 ○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필

로티에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로 확대

아. 자동방화셔터의 근거 규정 추가(안 제64조)

 ○ 자동방화셔터의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 조항을 마련

자.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안 별표15)

 ○ 그간 화재안전, 구조안전, 유지ㆍ관리 미비 시 

시가표준액의 3%만을 부과토록 하여 왔으나, 

이를 10%로 상향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

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건

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가.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안 제30조의2)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

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

금액 50억 미만 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

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안 제34조)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

가격 대비 하도급계약 금액이 60%를 미달

하는 공사에서 64%로 확대

다.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안 제35조)

 ○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현장 개수를 3개에서 2

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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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종 명칭 변경(안 별

표 1, 별표 2)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종명칭이 동 업

종에 포함되어 있는 온실공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변경

마. 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안 별표 5)

 ○ 현장대리인의 정규직 채용 장려를 위하여 공사

예정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

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배치

【시행규칙】

가. 직접시공 실적 가선(안 별표1 제1호 가목, 

별표2 제2호 가목)

 ○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

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 시공

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을 가산

나. 현장경력자 창업시 인센티브 부여(안 별표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 무등록 시공팀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

해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립시 

보유기술자에 대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

다. 부당 내부거래시 공사실적 삭감(안 별표1 제

1호라목, 별표2 제1호 라목)

 ○ 건설업자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제

2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을 

삭감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9·21 주택

공급대책 후속조치 및 그 동안 제도운영 상 미

비점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가. 수소충전소 입지 완화(안 별표 7~11, 22 개정) 

 ○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 완화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대상 확대

(안 제42조의3제1항, 제46조제1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개선

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건축제한 명확화(안 별표 

4~7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

업의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 규정이 불일치하여 

입지제한 통일

라. 기타 미비점 개선(별표 4~6,  8, 11, 13, 

16~17, 19, 21, 23)

 ○ 자연녹지지역 등 야영장이 수련시설 설치 시 

야영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별도로 분리 필요

【시행규칙】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

 ○ 가스공급설비 중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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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조건 

명확화(안 별표2 제7호)

 ○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

구역’의 100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

으로 명확히 표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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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차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

사업 설계심의 

○ 석재포장은 유사 시공 사례를 참고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등 시공 및 유지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할 것

○ 자전거도로 포장 관련 강우시에 미끄럼 방지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할 수 있

도록 검토할 것

○ 현 배수시설이 강우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지 검토할 것

○ 토양검사로 식재지역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

합한 경우 환토 등 토질개선 방안 수립할 것

■ 제108차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입찰

안내서 심의

○ 계약상대자의 처리비용 부담기간이 인수일과 

인수일전까지로 상의하게 표기되었으며, 만약 

준공후 장기간 인계인수가 지연될 경우 시공

사의 크레임 우려도 있으므로, 처리비용 등의 

계약상대자 부담기간을 준공일, 준공검사일, 

인수일, 일수일 전까지 중에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바르게 수정하기 바람

○ 우선 시공분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 10

개월 포함)으로 표기해야 하며, 총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 입찰사의 설계 차별화를 위해서 배점항목/분

야의 과감한 단순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검토 반영하기 바람

○ 혐오시설로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서는 건축물과 조경이 중요하며, 건축공사비와 

토목공사비의 비중을 고려하여 건축분야의 

배점을 높이기 바람

■ 제109차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설계심의

○ 상류부 유역분리를 통한 ‘유출입관로-집중형

저류조-중간빗물펌프장’ 계획과 관련하여, 사

업의 효과, 공사비 등 경제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것

○ 저류조, 중간빗물펌프장의 방재성능 및 효율 

극대화를 위해 빗물받이 연결관 조사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우수가 원활히 유입되어 계획 

시설물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할 것

○ 가시설 계획시 대상지(홍제천 인근), 지하수위 

등을 고려, 지반 그라우팅 높이를 재검토하여 

공사중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

○ 어스앵커 설치가 계획된 가시설 구간은 시공

중 앵커의 응력발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 계획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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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빗물펌프장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구간의 

하부구조체 지지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수

직하중과 횡하중을 지지하는 벽체가 기초까지 

연속되지 못하므로 해당부위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시할 것

○ 도면에는 접지 및 피뢰설비와 관련하여 접지

방식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누락된 MCC 

결선도 보완할 것

■ 제110차 면목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포장부에서 발생한 손상은 상부슬래브의 균열, 

방수층 손상, 토공부의 침하 등 복개구조물

과의 인과관계를 연계 조사하여 원인 및 대

책을 제시할 것

○ Type3 구간 내구성조사 염화물함유량 시험

결과 내부로 갈수록 염화물함유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므로, 해당구간 포장 하면의 추

가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제시

할 것

○ Type1~7구간(Type3구간 제외)의 상태평가

시에는 “개착식터널(박스형철근콘크리트 구조

물)”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외관조사시 조사

된 부재별 결함상태의 파악이 어려우므로 

“라멘교의 거더있음(복개구조물)” 기준을 적

용하여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점검 및 

진단시 평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할 것

○ 구조안전성 검토는 대상시설물 전구간에 대

해서 실시하고 기 진단시 검토된 결과와 상호 

비교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제111차 묵2동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

○ 노면배수 불량시 포장층과 노체사이로 빗물이 

유입되어 토사유실로 인한 도로함몰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노면배수시설(우수받이, 측

구, 연결관 등)에 대한 조사 및 정비 계획을 

과업내용에 추가할 것

○ 하수관로 조사시 맨홀구조물의 균열, 유·출입 

관로의 파손 등 맨홀조사 및 정비계획이 수행

되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하수관로 보수·보강 판단기준 및 전제보수의 

굴착, 비굴착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공사시방서 작성시 개정된 서울시 전문시방서

(2018)의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활용서를 

추가 작성토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하수관로 파손이 도로함몰의 주요 원인이므로 

도로함몰과 관련된 유지관리계획을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제112차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건축 비구조 요소에 의한 지진 안전조치(내진

관련) : 내부 조적 및 칸막이벽, 설비 시설물 

등에 대한 지진영향성(전도, 탈락 등)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것

○ 2TG1(13m) 전이보 및 2B6, 2B7 등 부재에 

대한 상세해석(응력, 처짐), 철근배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짐 검토에 따라 배근 변경 등 

보강 방안을 제시할 것

○ 피난이 어려운 재실자 특성을 고려해 화재구역 

축소를 위한 방화구획은 긍정적이나, 오작동 

및 고장의 우려, 피난에 지장이 있는 방화셔

터는 지양할 것

○ 지하주차장 배기팬을 내열성 제품으로 설치

하고 방재센터에서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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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D가 아닌 M.F.D로 설치할 것

■ 제113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공모지침 관련 교통분야 개선 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대상지 현황자료에 교통현황 

내용을 반영하고 버스정류장은 인접 지하철 

역사와의 환승을 고려한 연결방안을 제시토록 

할 것

○ 공모지침 관련 안전성은 향후 유지관리 측면

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시공시 인접

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검토, 지하구조물 

상태 및 손상여부, 침수 및 우수배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역사광장과 시민광장 각각의 조성 목적에 적합

하도록 포장 계획을 검토하고 겨울철 차량을 

이용한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도 고려할 것

○ 조경시설(투수성 포장, 저류조, 녹지 등) 계획

시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기

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114차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 용역

발주심의 

○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 사업 등 한강내 개

발사업 또는 개발계획 조사’를 개발계획 조

사항목에 추가할 것

○ 신곡보 상하류 제방 기초 조사시 ‘수위변동에 

따른 제방 기초유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시설물 안전성 조사는 ‘시설물 안전 및 개선

비용 확인’ 외에 모델링 구축의 기초데이타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아래 내용을 추가 반영할 

것

 - 수위 하락에 따른 시설물 안전 및 개선비용 

확인, 신곡수중보 개방 전·후 모델링구축의 

기초자료 수집 및 검증을 위해 실시한다

○ 지하수 영향 검토와 관련하여 주변 건물 및 

도로 등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지하

수위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 범위가 제시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제115차 로봇과학관 건립 설계 용역발주심의

○ 시공시 과업구간의 지층상태, 지하수위 및 주변 

구조물 위치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막이 도면’ 표기 필요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이 

’18년도에 개정되었으니 수정바람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1호, ’16.3.8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44호, 

’18.4.23) 제52조(설계VE 검토 조직)

○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할 것

○ ‘도판에서 종이, 축적, 방위, 컬러, 3D 등의 

표현은 공통사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별

도 기술된 것이 없으니 보완할 것

○ 예비심사위원이 00차심사위원인지 부기 필요

○ 유지관리 부서와 발주부서, 설계자는 설계단계

부터 준공시까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

■ 제116차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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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뚝기초 등 토질 및 기초분야의 조사 및 설

계를 전면 보완할 것

 - 교각위치의 지반조사 부족으로 상세설계가 

미흡하므로 연직·수평지지력, 부재력, 예측침

하량, 상시/지진시 안전성 등의 설계내용을 

전면 보완할 것

 - 지반상태의 불확실성에 따라 말뚝 형상, 근입

깊이, 본수 및 배치 등 안전율이 과다한 비경

제적인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 RCD 굴착시 바닥면 및 수직도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방서 등에 조치할 것

○ 종횡단경사가 크고 변화되는 곡선교이므로 

박스내부 콘크리트 합성구조의 품질확보를 

위한 방안과 시공 후 들뜸 발생 등에 대한 

유지관리방안 및 대책을 강구할 것

○ 램프C는 곡선반경 및 제한속도, 경사가 급격

히 변화되므로 이용자(운행차량)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영등포정수장 입구 교차로 안내표지판을 추

가할 것

 - 종횡단 경사를 고려하여 미끄럼방지시설을 면

밀히 검토 적용할 것

○ 보강토 옹벽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

을 고려하여 설계를 보완할 것

 - 우리시 보강토 옹벽기준을 준수하여 높이 5m 

초과구간의 설계를 재검토할 것

 - 옹벽과 구조물 접속부에서 누수, 침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신축이음장치 인접하여 배수구를 설치하고, 

배수관거 연결시 이음부 접합되도록 조치할 

것

■ 제117차 월드컵대교~서부간선도로 직결램프 

설치 실시설계심의

○ 말뚝기초 등 토질 및 기초분야의 조사 및 설

계를 전면 보완할 것

 -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설계’와 연계하여 

기초분야 설계를 재검토할 것

 - 말뚝의 비선형해석에 의한 수평변위 및 지지력 

검토를 통해 근입깊이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

 - 안전율이 과다한 비경제적인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재

검토할 것

○ 종횡단경사가 크고 변화되는 곡선교이므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보완할 것

 - 박스내부 콘크리트 합성구조의 품질확보를 

위한 방안과 시공 후 들뜸 발생 등에 대한 

유지관리방안 및 대책을 강구할 것

 - 종횡단 경사를 고려하여 미끄럼방지시설을 면

밀히 검토 적용할 것

 - 램프의 종단선형이 단구간에서 변곡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

○ 종횡단경사가 있거나 변화하는 구간의 배수

(토공, 교면 등)에 대한 상세설계를 보완할 

것

○ 공사중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 램프상부에 설치하는 방음벽은 영향분석을 

통하여 방음벽 높이 등 최적설계를 시행할 

것

○ 신축이음부 배수관거 연결시 이음부 접합되도록 

조치하고, 부대시설 등에 풀림 방지 볼트 적

용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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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차 흑석동 도서관 복합시설 신축 설계

용역발주심의

○ 편리한 복합시설이 되도록 사용자(도서관·어

린이집·실내어린이공원) 모두에게 유니버설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 터파기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절토 및 성토가 최소화되는 친환경적 구조로 

계획할 것

○ ‘공연장(강당)을 가변적으로 사용하되 계단식

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가변적인 공간은 

계단식 보다는 평바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

람직하므로 재검토할 것

○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 외 시설물의 개방 

확대를 고려한 구체적인 보안 및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 장애인주차장은 주차 이후에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할 것

○ 장애인화장실의 사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

방형화장실로 계획할 것

○ 유지관리 부서와 발주부서, 설계자는 설계단계

부터 준공시까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

■ 제119차 도로관리 빅데이터시스템 구축(2단

계) 용역발주심의

○ 도로포장 의사결정과 관련한 PCI(Pavement 

Condition Index, 포장 평가지수) 제안은 

국내 기관 및 국외의 제안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도로포장 상태 조사 장비의 빠른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국내외 도로포장 조사장비 비교·

분석할 것

○ 포장공사 품질관리체계(PQMS) 검증 및 개선 

시 폐기물(절삭한 아스콘 등)에 대한 관리기능 

구현 추가할 것

○ 포장정비 지수의 검증 및 개선방안 수립 과업 

수행 시 도로포장상태 및 공용성 예측모델 

개발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완할 것

○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시행중에 있는 ‘도로

포장상태조사 및 분석’ 용역과 유사한 과업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상호 연계 및 공유 

방안 제시하도록 과업내용 추가할 것

■ 제120차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2.3.1 기본방향’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

 - 본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B/F 인증 최우수등급 대상

으로서 이에 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

라인’ 내용 반영을 검토할 것

○ ‘(7) 보도설계’(p.73)에는 ‘도로 연석(보차도

경계석) 품질향상 방안’(보도환경개선과

-4328, ’18.4.11.)에 따라 설계 및 시공관리 

개선 등 해당 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보완

할 것

○ 기계설비계획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p.96)

 -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27% 이상을 적용한다.

○ 설계하중 관련 구조물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을 

하는 부위 및 옥상녹화 부위는 집중호우에 

따른 토양내 강수 하중과 조경 식재에 따른 

생육하중, 이용자 하중 등을 추가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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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차 금천소방서 신축공사 설계심의

○ 구조 안전성 재검토

 - 구조재료 강도 : 콘크리트 · 철근의 강도가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상이

 - (X7~X8)열, (X3~X4)/(Y1~Y4)열 편측 토압 검토

 - 건축구조물에 주동토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한지, 또한 주위의 벽체와 달리 배면에 수압이 

작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 전체적으로 지하수위에 대해 토질기술사의 

확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

 - 건물골조 시스템의 철근콘크리트 보통 전단벽에 

적합한 연성상세 재확인

 - 실시설계 도서는 시공이 가능하도록 부재 칫수, 

LEVEL, 단면상세 등 추가

○ CIP심도와 굴착면고와 차이가 2.5m 이므로 

지하수위아래에 토류판을 설치할 경우 지하수 

유출과 함께 토입자 유실 가능성 검토

 - 옹벽(건축구조 캔틸레버) 구조 검토 결과 제시

○ 8미터 후면도로에서 장애인 겸용 승강기(장애

인용 리프트)의 설치 적합성 및 덤웨이터

(D.W)의 이용에 있어서 물류 동선과 효용성, 

편리성 등 동선계획 재검토

○ 하향 또는 미계획 된 분야는 최상등급 인증 

계획을 반영할 것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등급 : 미 

계획 → 인증(최우수 인증)

 (2)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 → 최우수(그린1

등급)등급 인증

 (3) 지능형 건축물(IB) 인증 : 미 계획 →1등급 

인증

 (4)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으로 인증 : 도면 

미반영 → 1등급 인증

■ 제122차 2018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

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3단계 5차) 

용역발주심의

■ 제123차 2018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

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3단계 6차) 

용역발주심의

○ 계약상대자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

시 필요한 자료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측량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설계보고서에 전문가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와 내진설계 자료 요약

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조계산서 작성 제출 

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내용을 보완

할 것

○ 굴착구간은 지반특성과 주변 건축물의 노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침하, 진동 등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대책 수립 

시에는 주변 건축물(상가, 주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제124차 원효교수문 외 6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조작대 접근성 검토시 시설물 관리대장 자료를 

적용한 계획홍수위는 하천기본정비계획서 등을 

통한 확인 검토가 필요하며, 확인된 내용을 

시설물 관리대장에 반영할 것

○ 문비의 Skin Plate의 설계두께보다 현재 운영

중인 Skin Plate의 두께가 두꺼운 것으로 판단

되니 당초 설계두께, 현재두께 측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권양능력 포함)

○ 금회 시행한 다양한 조사시험 결과 및 보수

보강방안과 연계하여 취약부위에 대한 점검

주기, 방법 등 유사시 관리자가 지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유지

관리지침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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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제844호)

(보호기간 :  2018. 08. 10. ～ 2026. 08. 0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병렬로 설치한 지면 접촉식 차량탑재형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탐사차량 하부에 부착하여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고 중첩

해석기법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절차 및 방법

ⓛ 사전 조사 ② GPR 장비 점검 및 탐사 준비 ③ 목표구간 고속 탐사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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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밀 탐사 ⑤ 천공 및 시추 
⑥ 시추공카메라 투입 및  
   심도별 지하공동 육안확인

⑦ 지하공동 정밀조사 ⑧ 탐사 종료 및 종합 보고서 작성  

2.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 사 명 발주자
안전진단

기관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 금액)
비고

1
도로동공 탐사장비 

제조납품
서울시 이성(주) 15.12.21 662,000,000 662,000,000

제조
납품가

2
봉소지구 옹벽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당진시 (주)장민
17.05.29

∼
17.07.12

19,800,000 19,800,000
안전진단

비용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3년간 국내외 시장 규모가 5% 수준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동성, 고정밀성, 

비접촉성의 장점을 가지는 경우 상당한 성장세로 시장 진입 예측됨

  ○ 국내 : 공공기관(국토교통부), 지자체(서울시, 부산시)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 추진

  ○ 해외 : 국내 Reference site를 토대로 해외시장 적극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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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탐사심도는 GPR 안테나 대역폭에 연계되며 자사는 다양한 모듈 개발 완료

      · 1,000MHz : 0.1m∼0.5m

      · 500MHz  : 0.1∼2m ☜ 가장 많이 사용

      · 150MHz  : 2∼6m

      · 50MHz   : 4∼6m 

  (2)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차량용 GPR시장(억원)>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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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공사(안전진단)비                                              

구 분 기존 비교기술 신기술 비 고

규 격 측선설정 및 측정 측선설정 및 측정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의 원가계산
방식과 절차를 기준으로 분석

계산기준 km당 km당 지반조사 표준품셈 3.4.2.1.

재료비 1,738 869 경유 기준

노무비 56,632 28,316
기존 차량 2대(4명), 
신기술 차량 1대(2명)

경 비 169,293 106,493

총 합계 227,663원 135,678원

증감액 227,663 – 135,678 = 91,985

 (2) 유지관리비

구분 금액
시간당

손료계수
손료

GPR 
탐사기

신기술 481,706,448 3,082 148,461

기존기술  608,957,342 3,082 187,680

승합차
신기술   99,293,552 3,082 30,602

기존기술   66,042,658 3,082 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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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차량 2대에서 1대로 운영함에 따른 에너지 절감으로 환경부하 저감

     · 지반탐사외에 국방(지뢰탐사), 유물탐사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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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철도노반의 침하억제를 위해 섬유보강 및 확대된 말뚝캡을 

이용한 지지말뚝공법의 설계 및 시공기술(제845호)

(보호기간 :  2018. 08. 24. ～ 2026. 08. 2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연약지반구간에 노반 건설시 최소 허용잔류침하량(30mm 이하)을 만족하고 건설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타원형 아칭이론과 등분포형 토목섬유 하중전달이론을 이용한 설계법을 적용하여 

상부 성토체와 교통하중을 산정하고, 토목섬유 앵커리지를 이용한 하중전이층(Load Transfer 

Platform)과 확대된 말뚝캡을 통해 말뚝으로 직접 전달하여 원지반에 잔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침하억제형 섬유보강 지지말뚝공법의 설계법과 이를 이용한 시공기술에 관한 것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에서는 지지말뚝으로의 하중전이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지말뚝의 말뚝캡을 확장

하였고, 아칭효과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토목섬유, 직포 및 40mm 이상의 혼합골재(또는 

성능을 만족하는 일반성토재)를 이용하여 하중전이층을 시공하였다. 하중전이층 시공시 토목섬유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토목섬유 양 끝단부에 토목섬유 튜브를 이용한 수동저항체 

앵커리지를 형성하여, 하중전이층의 상하부 마찰저항력과 수동저항체 앵커리지를 통해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키고 지지말뚝 사이의 토목섬유 처짐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수동저항체 앵커리지가 고정체

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중전이층 및 성토층 시공시에 토목섬유의 유동이나 접힘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토목섬유의 균질한 포설 및 토목섬유의 설계인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토목섬유로 구성된 하중전이층을 이용한 성토지지말뚝의 시공절차 및 시공도면은 <그림 2, 3>과 같다.

                 <그림 1> 토목섬유 튜브를 이용한 앵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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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정리 및 측량 지지말뚝 시공 지지말뚝두부 철근 배근

지지말뚝 말뚝캡 시공 1차 LTP층 포설 직포 및 1단 토목섬유 설치

2차 LTP층 포설(앵커리지 시공) 2단 토목섬유 설치 3차 LTP층 포설 및 완료

<그림 2> 섬유보강 성토지지말뚝 시공절차

<그림 3> 섬유보강 성토지지말뚝 시공도면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처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위치 비고

1
연약지반구간 교량대체를 위한 
침하억제공법 개발 연구과제 중 

성토지지말뚝공법 시험시공
철도시설공단

본선(L=40m) 
연약지반 토공사 

및 말뚝시공

2016.10.17.
∼ 2017.12.15.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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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 철도시장을 분석한 결과, 간선철도 및 고속철도 신설구간의 전체 연장중에서 평균 3% 정

도가 연약지반인 것으로 나타나 연약지반 대책공법으로서 교량을 대체하여 공사비(km당 약 120

∼150억원) 절감이 가능하고, 침하저감 및 측방유동방지의 목적으로 보강토구조 및 근접접속부 

등의 특수구간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기준이 가장 엄격한 철도분야에서 적용성이 확보되

면 타분야에서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현재 유럽 설계기준에 사용하고 있는 지반아칭이론은 한 가지 형태의 아치구조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조건에 따른 아치구조 변화 및 성토체에 작용하는 상재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신기술에서는 3차원 타원형 아칭이론과 등분포하중을 적용한 한국형 

설계법 개발을 통하여 실험값 및 이론값의 약 90%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설계

법을 적용한 설계프로그램 및 시공기술 개발을 통하여 향후 동남아시아와 같이 대규모 연약지반

구간이 존재하는 국가들에 기술이전 등을 통한 수출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연장 40m, 직접공사비 기준)

공 종 명 공사금액(원) 공 종 명 공사금액(원)

1. 토공 479,983,987

 1-1. 본선 및 지축토공 39,850,458  1-2. 연약지반 440,133,529

  1-1-1. 흙쌓기 4,101,672   1-2-1. 여성토돋기 및 철거 1,261,332

  1-1-2. 유용토운반 13,258,080   1-2-2. 성토지지말뚝 시공 257,347,872

  1-1-3. 사토처리 6,460,560   1-2-3. 하중전이층 부설 62,325,153

  1-1-4. 흙깍기 7,341,840   1-2-4. 성토지지말뚝 계측 93,300,000

  1-1-5. 강화노반 2,660,946   1-2-5. 부대공 472,440

  1-1-6. 비탈면보호공 6,027,360   1-2-6. 자재대 25,426,732

  (2) 공사비 및 공사기간                                                   

      연장 1km, 성토고 5m, 연약층두께 15m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존기술들과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을 비교·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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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기술 교량(PSC BOX) 치환공법

개 요

침하기준 만족여부 만 족 만 족 Variable

공사비(설계비) 270 억원 400 억원 350 억원

공사기간 12 개월 22 개월 28 개월(방치기간 포함)

  (3)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지지말뚝을 이용한 하중전이층 시공후 지상으로 돌출되는 공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공법이다. 연장 

40m에 대하여 공용기간 100년, 실질할인율 2.0%의 조건으로 LCC 분석한 결과, 연약층 두께 

20m 이하에서 교량보다 최소 50% 이상 비용이 저감되어 신기술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성토고 높이별 LCC 분석 (b) LCC 분석(공용기간 100년) 

<그림 4> 교량공법과의 LCC 비교·분석(연약층두께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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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Bothnia Line에 대한 환경성적지표(2010)를 바탕으로 교량공법과의 이산화탄소 발생

량을 비교한 결과 69%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또한 국내 생산자재를 

적용한 섬유보강 지지말뚝공법 이론 및 설계방법 확립을 통한 한국형 설계기술을 개발로 인하여 

향후 동남아시아와 같이 대규모 연약지반구간이 존재하는 국가들에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고용

창출 및 타산업 활성화 등의 간접적인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신기술 교량 비 고

CO2 발생량(Ton) 2,500 8,045 69% 절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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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화물자동차 군집주행 동향 및 

시사점

들어가며

 화물자동차 군집주행(Truck platooning)은 자율

주행의 한 분야로서, 두 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무선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선두차량의 리드에 

따라 후속차량이 짧은 간격(약 0.5초)을 두고 

꼬리물기주행(Tailgating)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는 승용차보다는 화물

자동차 부문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및 대기환경비용 감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편익이 승용차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군집주행은 화물운송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는 대안으

로도 거론된다. 또한, 기술적으로 운행경로가 비

교적 일정하여 돌발변수가 적은 화물자동차에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하기 쉽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4년 구글이 내놓은 구글카를 시작으로 승

용차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IT기업들이 앞서 있지만, 

화물자동차 군집주행 기술은 화물자동차 제조업

체들이 선도하고 있다. 다수의 화물자동차 업체들이 

위치한 유럽,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는 유럽의 물류

허브라는 이점을 활용해 군집주행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화물자동차 군집주행 발전동향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European Truck Platooning Challenge 2016

 지난 2016년 4월 로테르담에서는 네덜란드 국토

교통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의 주최로 “European Truck 

Platooning Challenge 2016”이 개최되었다. 

유럽 5개국(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

란드)에서 출발한 화물자동차들이 군집주행을 

통해 로테르담 항으로 도착하였다. 선두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여 리드하면 후속차량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미국 자동차기술학회(SAE)의 자율주행 

단계 가운데 Level 1에 속한다. 

 이 행사에는 유럽 각국의 화물자동차 제조사(네덜

란드 : DAF Trucks, 독일 : Daimler Trucks, 

MAN Trucks&Bus, 이탈리아 : Iveco, 스웨덴 

: Scania, Volvo)를 비롯하여 물류업체 및 유관 

정부기관들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스웨덴 화물자동차 제조업체 Scania의 화물자동차

들은 스톡홀름에서 로테르담까지 4개 국가를 횡단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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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약2,000km에 이르는  가장 긴 수송거리를 

기록하였다. 이 행사는 화물자동차 군집주행의 

도입을 상용화하기 위해 유럽내 국가간 법률과 

제도의 차이를 검토하고 실제로 주행하는 최초의 

시도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같은 해 암스테르담

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입안자 및 자동차 

제조업체관계자들이 모여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해 최초로 회원국간의 협력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를 “암스테르담 선언(Declaration of Amster 

dam)”으로 발표하였다.  

Experience Week Connected Transport 2018

 한편 올해 10월에는 지난 “European Truck 

Platooning Challenge 2016”에 이어 “Experience 

Week Connected Transport”가 네덜란드에서 

개최되었다. 지난번 행사가 군집주행에 필요한 

유럽연합 가입국간의 법률 및 제도를 논의하는 

장이었다면, 이번 행사는 첨단교통신호운영, 물류

센터에서의 상하차 및 항만에서의 화물선적 등 

보다 실제적인 군집주행 기술적용 및 물류수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두차량의 자율주행 단계는 Level 1로 동일하다. 

네덜란드 6개 도시(Helmond, Tilburg, Rotter 

dam/Maasvlakte, Moerdijk, Roosendaal, 

Aalsmeer)에서 10월 1일에서 10월 5일까지 5

일간 개최된 본 행사는 250대의 화물자동차가 

튤립 회랑(벨기에 : Rotterdam-Antwerp, 독일 

: Amsterdam-Ruhr)에서 군집주행을 통한 물류

수송을 선보이며 여러 기술들을 시험하였다. 대형 

소매업체인 알버트 하인과 여러 화물 운송업체들이 

참가하여 소매 클러스터 내(물류센터-소매점)에서 

차량-인프라 간 통신(V2I)을 이용한 교통신호운

영을 시험하였다.

 수송단(Convoy : 군집주행을 하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과 도로 인프라(교통신호등, 차량검

지기)는 상호 소통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컨트롤

타워는 이를 이용해 교통신호를 제어하여 원활

하고 안전한 교통흐름을 목표로 한다. 수송단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

호등의 녹색시간을 연장하는 “konvooigroen”이 

한 예이다. 로테르담 Maasvlakte 항만에서는 항만 

내 컨테이너 화물 반입절차(gate-in process)를 

검증한다. 또한, A16 고속도로에서는 검지기를 

이용한 수송단 감지, 돌발상황 대처능력, 도로 

매설 실시간 타이어 공기압감지 시스템(Real- 

time TirePressure Monitoring System) 등을 

시험할 예정이다.

시사점

 화물자동차 군집주행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물류혁신기술로 평가받으며 관련 연구 

및 상용화에 대한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상용화하기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법적 문제들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신

기술 도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네덜란드 정

부의 모토는 “Learning by doing”이다. 실증적인 

경험과 국제적인 교류를 토대로 신기술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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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행정적, 법적, 제도적 제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유럽의 Vision2025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친 군집주행 기술개발 및 법·제도 개선 

목표를 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물자동차 군집주행 운영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착수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3

단계에 걸쳐 군집주행 도로체계 구현 및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군집주행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충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및 군집주행에 활용가

능한 기초 기술들은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응용기술 개발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실증계획으로 안전

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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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8년 10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11
묵2동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 노후하수관로 조사 : CCTV조사 

10km, 육안조사 3km

․ 노선측량 및 실시설계 4km

(220)
조건부

채택
토목

113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광장 조성 및 세종대로 동측 보도 

정비 : 약 66,513㎡

․ 도로공간 재편 등

59,830

(3,068)

조건부

채택
토목

114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 용역
․ 위치 : 잠실수중보~한강하류 (946)

조건부

채택
토목

115 로봇과학관 건립 설계 용역
․ 규모 : 지하1/지상4, 연면적 6,053㎡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21,790

(1,144)

조건부

채택
건축

118
흑석동 도서관 복합시설 

신축 설계 용역

․ 규모 : 지하2/지상4, 연면적 4,260㎡

․ 용도 : 도서관,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11,492

(567)

조건부

채택
건축

119
도로관리 빅데이터시스템 

구축(2단계)

․ 분석기법 정형화,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 기반 마련
(575)

조건부

채택
토목

120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설계 용역

․ 규모 : 지하2/지상5, 연면적 11,000㎡

․ 용도 : 교육연구시설

33,584

(1,581)

조건부

채택
건축

122

2018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3단계 5차)

․ 지하철 2호선 9개소, 3호선 2개소, 

4호선 1개 역사
(747)

조건부

채택
토목

123

2018년도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3단계 6차)

․ 지하철 2호선 3개소, 3호선 4개소, 

4호선 5개 역사
(793)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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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설 계

심 의

107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

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 위치 : 돈화문로 등 7개 가로

․ 내용 : 자전거도로 신설  및 차로 

석재포장, 보도 석재포장, 가로수

정비, 도로선형 조정, 입체보행데크, 

E/L설치 등

14,289

(442)

조건부

채택
토목

109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설계

․ 중간빗물펌프장 Q=1,500㎥/min

․ 저류조 V=30,000㎥

․ 하수관로 개량 L=1.92km

93,997

(1,389)

조건부

채택
토목

112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

공사 설계

․ 규모 : 지하2/지상4, 연면적 12,130㎡

․ 용도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1,300

(51)

조건부

채택
조경

116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 설계

․ 위치 및 교량형식 변경, 연결로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종단 검토

61,249

(1,298)

조건부

채택
토목

117
월드컵대교~서부간선도로 

직결램프 설치 설계
․ 램프A~D 직결램프 설치 32,071

조건부

채택
건축

121 금천소방서 건립공사 설계
․ 규모 : 지하1/지상6, 연면적 5,249㎡

․ 용도 : 공공청사(소방서)

10,900

(557)
재심의 건축

정 밀

안 전

진 단

심 의

110
면목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

진단용역

․ 폭 : 15.6~25m, 연장 : 1,900m

․ 구조형식 : 라멘, 벽식, 기둥식
(225)

조건부

채택
토목

124
원효교 수문 외 6개소 정밀

안전진단용역

․ 원효교 수문, 한강교 수문, 외인아파

트 수문, 중경고교 수문, 청탑아파트 

수문, 서빙고1 수문, 빙창 배수문

(213)
조건부

채택
토목

입찰

안내서

심의

108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음폐수바

이오가스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 대형폐

기물 처리시설 등

168,745

(20,218)

조건부

채택
기계



- 33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8년 10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8.10.

건     축 
강일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78건

8,900 8,186

교 통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 7건

1,130 1,080

기 계 설 비
서울대공원 유인원사 노후설비 개선공사 등 
10건

508 450

도 로
도시고속도로 사고위험지점 종합 분석 및 
구조개선 검토 등 24건

10,767 10,203

도 시 계 획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7건

17,338 16,008

상 하 수 도
배수지 등 구조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 등 15건

6,820 6,447

소 방 소방선박 신규 건조사업 설계용역 등 5건 223 196

전 기 통 신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용역 등 22건

6,251 6,194

정 밀 진 단
2018년 성북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7건

496 478

조 경
잠실 주,보조경기장 그라운드 잔디교체공사 
등 18건

844 781

지 하 철
2018년 선로설비공사 레일용접부 
비파괴검사용역 등 7건

2,918 2,744

하 천
수유교 등 3개교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1건

3,257 3,143

기 타
2019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개선용역 
등 17건 

5,480 5,129

 계 258건 64,932 6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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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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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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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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포닉스
 (Aquaponics)

    

 물고기양식(Aquaculture)과 식물의 수경재배

(Hydroponics)를 결합한 신기술로,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이용해 식물을 수경 

재배하는 순환형 친환경 농법을 말한다. 즉, 

물고기 배설물은 미생물로 분해돼 수조 속 식

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고 

남은 깨끗한 물은 수조로 다시 돌아가는 방식

으로 이뤄진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수조와 식물의 선반을 

연결한 파이프를 통해 물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시스템이다. 보통 양어장에서는 물고기의 배설물이 

많아지면 이것이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 

교체를 자주 해야 하지만, 아쿠아포닉스에서는 

물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또 비료와 농약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버려지는 자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농법이다. 아울러 물고기에게 모이를 주거나 수

경재배용 파종 작업 외에는 사람이 신경 쓸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적은 노동력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은 물 소비량이 일반 농장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물론 최근 

친환경 농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