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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울시의 하수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하고, 고집적 형태의 도시로 가장 오래된 다양한 대규모 

하수시스템이 운영되므로 그에 걸맞는 고도의 하수도정책 수립과 시설운영이 절실하다. 최근 들어 

도심지의 대규모 동공이 발생하는 등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협까지 대두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중앙부처의 환경정책의 기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서울시 실정에 

맞게 하천수질 향상,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적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서울시 하수도 특성의 이해

가. 인구와 주택, 지형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발

 지난 30년간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주택형태와 가구수 변화, 

각종 개발 등으로 하수도 시설증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서울시 하수도는 양적 중심의 하수도정책 

위주로 발전해왔다.

(1980년 가구수 1,849,300세대 → 2014년 가구수 4,194,200세대로 가구수 약2.27배 증가)

》  칼  럼

 서울시 하수도의 비전과 당면 과제
   
    김 태 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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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 환경, 사회적 의식의 변화

 인구 고령화,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간 이동성 증가 및  

야간 도심 공동화 등이 진행되고, 임대형 단기거주인구 증가 및 가구면적 감소 등 도시 사회환경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식생활 패턴 변화, 외식비율 및 간편식의 증가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식생활 패턴으로 상수사용량에 산정되지 않는 생수 등 외부반입용수 등의 수요증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지에서 하수발생 Pick Factor 변화와 하수량 증감의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수도시설 규모 산정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 주거비용 상승에 따라 인구가 

인근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어 하수도 시설규모 감소와 질적 처리능력에 대한 동시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서울시 하수도의 비약적 발전

 급격한 도시화 등 도시환경 변화와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광역 하수처리 

기본계획(1978.12.) 수립 후, 현재까지 6차에 걸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수립 완료된 상태이다. 

서울시의 하수도정책은 시대 상황에 맞게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마침내 1997년을 기점으로 하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수도 정책방향의 변천

구분
광역하수처리

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1978년 1984년 1992년 1998년 2002년 2009년 2018년

목표 2001년 2001년 2001년 2011년 2011년 2020년 2030년

정책
배경
및

내용

-한강수질 개선 및 
안전한 하수처리
방안 제시

-통수능개선
-분류식수준의 
합류식시스템
에서의 오염 저감

-분류화 시범
사업 및 확대

- 도 시 확 장 에 
따른 시설용량 
추가 확보

-하수관망 전산화
-침수해소 기능 
강화

-고도처리공정 
도입

-도시계획인구 
재설정에 따른 
하수관로정비 
본격 추진

-강우강도 상향
-오수간선관로 
계획 수립

- 소블록단위 
하수도정비

- C S O s 관 리 
및 분뇨직투입

- 노후시설 현대화

서울시의 주요 하수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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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직도 산적한 하수도 과제

 서울시는 도시인프라 구축에 맞추어 약 40년간 하수도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상

이변에 따른 도시침수, 하수도시설 노후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따른 하수도 시스템 처리능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점과 몇 년전 발생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지 등에 따른 슬러지 대란, 수질오염

총량제 준수를 위해 필수적인 강우시 월류수 및 비점오염원 제어 등 아직도 산적한 하수도 과제들이 

있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 하수도의 주요 ISSUE

도시침수 노후불량하수관 노후 물재생센터 하수도 악취 초기월류수

기상이변에 따른 기록

적인 호우 및 침수로 

도시 기능 상실

노후불량 하수관에 의한 

도로 동공 발생

노후시설물 등 기능 

저하로 방류수질 초과 

및 유지관리 어려움

물재생센터와 하수관로, 

정화조 등 하수도 악취 

민원 발생

강우시 우수토실에서의 

초기우수 월류에 의한 

하천오염 발생

가. 침수 분야

 서울시는 2010년 9월 21일, 2011년 7월 27일 집중호우에 의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42개소 중점관리대상지를 선정 후 

관로 개선, 대심도 터널, 빗물펌프장 확충, 하천정비 등을 통한 도심 침수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주요 침수취약지구에 침수해소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도심지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하수관로의 통수능 확보 측면에서 하수관로는 

합리식, 빗물펌프장은 시간개념을 도입한 부정류해석 등 통일된 수리분석 

기준과 Tool이 없어 통일된 침수대응 하수도시설에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기후환경이 

끊임없이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맞는 기존시설 능력 및 운영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나. 노후불량 하수관로 분야

 2014년 8월 송파구 석촌동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는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지반침하 예방대책(2014.12)’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02곳의 지자체를 통해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 1만 5,600km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동공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큰 파손․천공 등 중대결함 하수관이 약7만 6,000개(4.9개/km)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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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4년을 시작으로 총4차에 걸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도심지 동공예방을 위한 환경부 노후불량 판정기준과 서울시 판정기준을 근거로 정비를 시행

하고 있다. 그 결과 하수관로 매설경과 년도에 따라 하수관로의 불량률이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도심지 동공 유발의 직접 원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관로 겉보기 조사의 기술적 한계성으로 

완벽하게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하수관로는 상시 하수가 흐르는 구간이 존재하고, 협잡물 

퇴적이 많아 예산과 시간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다. 물재생센터 분야

 서울시는 우리나라 1976년 최초의 중랑 물재생센터 15만㎥/일을 시작으로 

1980년대 서남, 난지, 탄천 물재생센터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강화되는 

수질환경 준수를 위해서 4개 물재생센터는 2000년대 초 활성슬러지 수처리

공법을 MLE공법으로 변경하여 질소, 인 제거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현재는 

중랑,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전체 시설을 단계로 구분, 시공하여 방류수질을 

상시 준수하면서 처리시설은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상부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설현대화 1단계를 당초 계획보다 늦게 완료 또는 시공 중에 있다. 이는 열악한 하수도 재정 때문인데, 

2030년 기준 전체 물재생센터 시설의 80%가 내구년한이 도래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구체적인 실행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약 0.82%, 여의도 면적의 약 67%, 초등학교 

300개소의 대규모 평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열악한 하수도 재원으로 

인하여 전체 시설 현대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 하수도 악취 분야

 국내 하수도 악취민원은 2010년 약 6,000건에서 2014년 약 11,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도서비스에 대한 평가에서도 시민 체감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서비스 수준 설문조사 결과(‘12, 대한상하수도학회)

 
하수도의 연상 이미지(복수응답) 하수도의 불편도 순위 하수도서비스 중 우선 개선해야 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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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G-20 정상회의(2010, 서울), 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1, 대구) 등 대규모 국제행사시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었으며, 해외 인터넷미디어, 블로그, 여행 관련 해외사이트( , 등)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하수도 악취 관련 내용을 다수 게재하는 등 국가 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악취발생원으로 정화조와 빗물받이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정화조 펌핑시 악취와 

오래된 합류식 배제방식 특성상 관로에서 하수의 청천시 최소유속 및 수심비 확보가 원활치 않아 

고형물 이송 소류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침수대응 위주의 양적 하수도

정비로 초기우수, 악취방지 등 질적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향후 분뇨 직투입시 악취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마. 초기 월류수 분야

 강우시 도시지역 하수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초기빗물로 인한 

방류수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초기빗물에 의해 발생하는 우수 ․오수 혼합흐름의 경우 

오수뿐 아니라 지표면 오염물질과 관로 퇴적물을 다량으로 포함

하고 있어 오염물질 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의 수십 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시의 여러 연구용역들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용량이 1997년을 기점으로 100% 확충되었으나,
방류수역인 한강의 수질은 2000년 이후 BOD 4.5~10.0mg/L로 수질개선 정체가 지속되었는데, 

한강수질기준 4.0mg/L 달성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하천오염물의 68%(초기월류수 60%, 미처리

방류수 8%)가 강우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서울시의 강우 초기 월류수 분야는 아직 

타 분야에 비하여 시설확충이 미진한 상태로 양평2, 응봉, 휘경, 가양 빗물펌프장 등 대형 유수지를 

활용하여 CSOs 저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적정 차집이 되지 않는 우수토실, 

용량이 부족한 차집관로,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지연과 장래 분뇨직투입을 연계한 강우 초기 월류수 

처리대책 등의 기술적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5. 서울시 하수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난 30년간 비약적인 양적 발전을 이루어 냈으며, 

최근 203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수도정책을 질적 중심의 

하수도 관리로 변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일반대중과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새로운 하수도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깨끗한(Clean), 안전한(Safe), 쾌적한(Pleasant)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발표를 하여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비전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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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도 산적한 하수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하수도시설의 주요 이슈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

가. 침수 분야

 명확하고 통일되지 못한 수리분석 기준과 Tool은 유역특성과 하수도 시스템 컨디션, 실시간 강우 변화 

등으로 인간이 정확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그간 축적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 등의 상호 비교분석이 가능한 Tool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검보정시 정확한 강우자료는 물론 침수면적과 수심, 펌프장 가동이력과 자연방류량, 하수도시스템의 

수위, 유량 등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측정인프라와 지속적인 Big Data 축적이 

필수적일 것이다. 아울러 빗물펌프장의 가동조건 변화 관찰 등 방재시설의 지속적인 관찰추적이 동반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첨단 Tool을 개발, 활용하여도 기초데이터가 없으면 무의미하며 

지속적인 침수대응 하수도시설의 관찰과 운영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노후불량 하수관로 분야

 서울시는 오랜기간 하수관로 정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의한 동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어려운 현장 조사여건과 

조사기법의 한계, 막대한 필요예산과 긴 시간 등을 극복해야한다. 최근 하수관로 매설 경과년수에 따라 

이상 항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30년이 초과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하수도에 의한 주요 동공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정 연결관의 최소화 및 

건축공사나 대형 지반공사시 하수도담당자 감독 강화, 강성 기초공법의 적용 확대, 최근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장 다짐 측정 방법 개선 등으로 하수관로 안전성의 기초 체력증대를 장기적으로 

꾀할 필요가 있다.

다. 물재생센터 분야

 과거 물재생센터는 여러 개로 분산 계획되었으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4개 물재생센터로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물재생센터는 대형화 되었으며, 시설개선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신중한 기술적 접근은 물론,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확보로 현대화를 꾸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화 이전의 기존 노후된 물재생센터에도 적기 예산 투입을 통한 안전한 도시 환경인프라

시설로 유지시켜야 한다.

라. 하수도 악취 분야

 하수도 악취에 대한 연구와 방법은 꽤 많이 알려져 있다. 주로 정화조 펌핑시 발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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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인 이상의 정화조에 대해서 신규 설치시설 이외에도 기존 

시설도 공기공급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적정 운영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원천적인 하수도 악취제거를 위하여 정화조 폐쇄를 위한 분뇨직투입이 장기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합류식을 존치할 경우에는 시설형태 개선과 운영방법 고도화 등 청천시 하수도

시스템의 분뇨 이송능력과 우천시 월류수에 의한 분뇨직투입의 영향 등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마. 초기 월류수 분야

 강우시 초기 월류수는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한강 목표수질 준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오염발생원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 합류식관로를 유지한 채 월류수 제어, 하천종단형 저류시설과 

분뇨 직투입 가능성을 연계한 한 단계 진일보한 계획을 과감하게 타진하고 있으며, 하수관로에도 

RTC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유량뿐만 아니라 수질까지 제어 관리하는 동시에 침수에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유역내 부하량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 모색하고 있다. 실패할 수 있는 어려운 사업이나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두려워 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의지와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하여 이미 선정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시민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향후 하수도시스템 개선 Test Bed로써의 지속적인 활용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6. 맺음말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거대하며, 다양한 종류의 하수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많은 현실적 

어려움에 맞서 다양한 기술적 도전과 정책 수행의 장기 지속성이 필요하다. 서울시 하수도 정책의 

비전 실현을 위한 하수도 기술의 끊임없는 도약으로 깨끗한(Clean), 안전한(Safe), 쾌적한(Pleasant)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기술자는 책임감, 정책 입안자는 일관성, 시민은 하수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마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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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강북횡단선 등 균형발전 견인 

10개 노선 추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제2차 서울시 도

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 계획(안) 노선도>

 이번 철도망계획에서는 경제적 논리에 치우친 

계획 수립 절차를 타파하는데 중점을 뒀다.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 있는 서울”을 

목표로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마련해 철도시설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면목선 ․ 난곡선 ․
우이신설연장선 ․ 목동선이 포함됐고, 서부선은 완 ‧ 급행 

계획 그리고 신규 추가된 강북횡단선이 이에 해당한다.

 지자체 최초로 기존노선을 개량해 4호선 급행화, 

5호선 지선 직결화를 추진하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으로 노선간 연결성도 높인다. 

또한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강일) 노선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높이고자 

조건부로 서울시 철도망계획에 포함한다.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해 추진이 지연됐던 

면목・난곡・목동・우이신설연장선뿐만 아니라 

신규 계획한 강북횡단선, 그리고 기존 노선 개량

(4호선 급행, 5호선 지선직결)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 최소기준을 만족하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10개 노선안을 선정, 2028년까지 

추진하여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경전철 6개 노선은 기존 

기본계획 노선 중 추진이 지연된 면목・목동・
난곡・우이신설연장선 4개 노선과 서부선 완・급행

계획, 그리고 금번 새롭게 계획한 강북횡단선이다.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km의 장대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했다. 동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서로는 5호선과 

연결되며,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

까지 환승 가능하다. 

 지자체 철도망 계획 최초로 기존노선을 개량하는 

계획도 담았다. 4호선 급행화와 5호선 지선간 

직결화다. 철도소외지역 중심 노선신설에 집중된 

기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네트워크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계/연장노선은 

서부선 남부연장과, 신림선 북부연장노선이다. 

각각 여의도와 서울대 정문 앞에서 상호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장해 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했다.

 이 외 9호선 4단계 추가연장노선(고덕강일1~

강일)은 ’21년 강일~미사구간과 함께 본 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실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안』을 마련, 

철도망계획 노선대안 선정시 반영하였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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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역낙후도 판단기준에서 의사수, 

제조업종사비율, 도시토지이용 등 대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을 없애고, 지역낙후도 외에 

동 단위로 분석한 철도 접근성 ‧ 밀집도를 추가, 

지역별 교통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노선 선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표 개선안>

<지역별 서울형 평가지표 적용결과>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 사업실행력을 확보

하기 위해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B/C 0.85 이상) 

최소조건을 만족하는 노선 중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에 따라 이번 노선계획을 수립했다.

 10년간 추진되는 도시철도 총 사업비는 10개 노선  

총 7조 2,302억 원이며, 국비 2조 3,900억 원, 

시비 3조 9,436억 원, 민간사업비 8,966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철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선 및 

광역철도와 경전철 간의 탄력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철도건설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상 철도부문 투자 규모를 늘려 향후 

매년 약 7,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전략노선으로, 필요시 시민펀드 

모집 등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시민 공유형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실현되면 철도통행시간은 평균 15% 단축되고,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30% 감소, 철도 이용 가능한 

신규 수혜자는 약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분내 철도서비스 가능지역은 현재 63%에서 

75%로 확대되며, 철도역 접근이 어려웠던 행정동도 

기존 170개→104개(40.1%→24.5%)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표적인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이었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시민들의 철도이용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현재의 65%에서 75%까지 

올라(지하철 수단분담률은 40% →50%) 대기오염이 

약 15%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실시(10개년 계획 수립 

5년 후 변경검토)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 할 예정이다.

  〔교통정책과 (02)2133-2241〕

서울의료원에 중증환자치료 ‘응급의료

병동’ 설치…‘20년 개관

 서울시는 2015년 전문 격리병동을 운영해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서울의료원에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병동을 

갖춘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병동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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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병동은 現 서울의료원 인근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3,669.62㎡)로 들어서며, 3월 4일 

공사 착공하여, 오는 2020년 개관할 계획이다.

 감염환자와 일반환자와의 동선의 사전 분리 및 

감염확산방지 시설과 특수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한 고압산소치료실, 화상치료실 등의 시설로 

24시간 상시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게 된다. 

 병동 1층은 응급환자, 중증환자, 소아환자 등을 

위한 진료실, 2층은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치료

하는 고압산소치료실, 3층은 중환자실이 들어선다.

 평상시 재난상황 대비 및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며, 중증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계층 및 중증환자를 위한 치료시설로 

활용되어 서울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시기반본부 건축부 (02)3708-2618〕

서울시, 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해소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어 현재 가장 실효적인 

계약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 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①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②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③공종분리 검증

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④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⑤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단,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

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둘째,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 원 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

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

 넷째,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다섯째,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여 주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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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을 정착하도록 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

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한다.

 〔건설혁신과 (02)2133-8107〕

시민참여로 4년간 보라매공원 916종 

생물종 서식 확인

 박물관에 가거나 깊은 숲 속에 가야만 만날 법한 

희귀 동 ․ 식물이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

공원’에 가득하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총 4년간, 어린이와 어른이 참여한 자연탐사 

프로그램을 통해 총 916종의 생물종이 보라매

공원에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 자연탐사대’, ‘신나는 보라매 생태

학교’ 등 어린이들이 공원의 생태를 관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라매공원에서 운영해왔다. 뿐만 

아니라 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인근 대방중학교 

학생들이 결성한 2개 동아리를 통해 한 달에 

1~2회씩 꾸준히 활동해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민들이 보라매

공원의 생태계에 관해 조사하고 정리한 생물 서식 

현황 데이터 및 모니터링 결과는 상당히 놀랍다. 

 이번 4년간의 조사 결과가 더욱 의미 있는 점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생물들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황조롱이 등 법정 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이 5종, 

쌍꼬리부전나비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5종, 

기타 쇠딱따구리, 도롱뇽 등 서울시 보호종이 

20종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후변화 지표종이 17종, 서양

등골나물 등 토종 생태계 교란 생물도 4종이 

발견되었다. 

 한편,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올 해도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자연체험 ․ 관찰 프로그램을 

보라매공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에서 매월 2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나는 보라매공원 생태학교’는 3월 

4일부터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02)2181-1182〕

서울시, 시민과 함께 안전대진단 추진
 서울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2.18~4.19)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 등 2만 2000여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시설물에 따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점검대상 전 시설물을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등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강화시킨다.

 점검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 투입, 

점검장비 사용 등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위해요인 유무를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올해도 점검자, 점검분야,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사용자)가 보수·보강조치 완료토록 독려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 13 -

점검분야별 안전 관련 정보를 표기하여 별도 공개

하여 시민들에게 시설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서울 안전대진단엔 지역사정에 밝은 

시민이 스스로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 거버넌스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도 확대 한다.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생활 속 모든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24개 소방서에선 제천 ‧ 밀양

화재와 같은 화재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4만 3,577개 등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안전과 (02)2133-8217〕

서울시, 건설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VR(가상현실) 체험교육’ 도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인식 부족과 사고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안전 불감증으로 공사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IT기반으로 현실처럼 체험하는 

VR(가상현실)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

한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안전모, 안전고리 등을 착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를 실제 사고와 동일하게 미리 

체험함으로써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가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경각심을 일으켜 

안전 불감증과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고 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강의나 영상 상영 등 주입식 

안전교육만으로는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부족했다. 

 특히 신규근로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현장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상현실 

체험으로 건설현장 환경과 상황인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9월에 VR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0월부터 별내선(1공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 48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VR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

<안전사고 체험(구조물 낙하)>

<추락 체험>

 VR 안전교육을 받은 48명의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존의 주입식 교육보다 

http://eungdapso.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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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VR 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매우만족 83%(40명), 보통 

17%(8명), 미흡 0%(0명)으로 응답했다.

 서울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VR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2019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5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02)772-7180〕

마곡에 대학 ․ 연구소 입주 '산학연 기술

혁신 거점' 조성 착수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에 산·학·연 기술혁신 거점인 

‘M-융합캠퍼스(가칭)’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21년 착공, '24년 준공이 목표다. 

 ‘M-융합캠퍼스’는 국내외 우수 대학과 연구소가 

입주해 마곡산업단지 내 기업과 협력, 기업·연구소·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R&D를 수행하고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산학융합형 인력을 육성하는 

산·학·연 협력 공간이다.

<조 감 도>

 산업현장에 적용할 기술을 연구·교육하고, 자체 

재원으로 연구시설 확보가 어렵거나 연구 여력이 

부족한 마곡의 중소·벤처기업에게 연구 인프라를 

제공한다. 특히 석·박사 과정·학점 인증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현장형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서울시는 ‘M-융합캠퍼스’가 조성되면 국내외 

150개 기업이 입주한 첨단 연구개발 중심 ‘마곡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에 걸맞은 

R&D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 마곡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상반기 

중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국내 대학중 R＆D 

기반이 우수한 대학 등과 ‘M-융합캠퍼스’ 협력에 

대한 MOU 체결을 추진한다. 

 ‘M-융합캠퍼스’는 마곡산업단지 내(산업시설용지 

D29-2, 3) 부지면적 4,495㎡, 연면적 26,000㎡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4층~지상8층에 산·학·연 

연구공간, 기술이전센터, 강의실, 실습실, 도서관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건축물 구축계획과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M-융합캠퍼스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입찰 공고한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투자사업관리

센터(LI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업체는 공고기간(2.21.~3.12.)을 거쳐 향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3월에 서울시와 용역계약 체결 후 6개월간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2월 21일(목)부터 

3월 12일(화)까지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에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나라장터를 확인

하거나 서울시청 서남권사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서남권사업과 (02)213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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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대학생 

공모전 개최
 서울시가 사람과 장소 중심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대학생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마을재생활성화’ 부문을 신설, 총 2개 

부문, 총 상금 4,100만 원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전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2월 21일(목)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모전 개최를 공고하고, 

오는 3월 22일(금)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생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접수는 8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이틀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 응모자들은 공모대상지를 지정하여 

주는 ‘지정대상지’와, 서울시 내의 대상지 조건에 

맞는 ‘자유대상지’를 선택하여 마을만들기 및 

마을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또한 지역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 아이디어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12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

이며, 오는 9월 수정작을 선정하고, 10~11월중 

수장작 전시회를 개최, 서울시민 누구나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 당선작 중 자치구 및 주민 의지, 

사업실현 가능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개소에 대해서는 신규  ‘마을만들기(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재생활성화’ 부문의 아이디어는 

시설조성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설명회 일정 및 수상작 선정

결과 등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

시설과 지역공공시설인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행위 허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 및 설치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를 구체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도서관 

확대(안 별표 1 제1호마목·제3호바목)

 개발제한구역에서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건축연

면적을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을 

1,000㎡에서 2,000㎡로 확대

나. 서바이벌 게임시설의 설치자격, 원상복구 등 

마련(안 별표 1 제1호러목)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서바이벌 게임관련 시설’의 설치주체, 설치장소, 

원상복구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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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농업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 부대시설 허용(안 별표 1 제1호버목 신설)

 도시농업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에 

필요한 에 필요한 실습교육장,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허용

라.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허가요건 정비(안 별표 1 제3호)

 허가요건을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 하는 시설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로 정비

마.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주체 및 요건 

마련(안 별표 1 제3호라목)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바. 장사관련 시설 중 ‘경내’의 범위 및 정의규정 

마련(안 별표 1 제3호타목)

 사찰의 경내는 ‘토지의 새로운 형질변경이 수반

되지 않고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사찰의 

경내지는 ‘전통사찰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통사찰 보존지’로 정비

사. 야영장의 부대시설 종류 및 규모 명시(안 별표 1 

제5호사목)

 주민생업시설로 허용하는 야영장의 부대시설을 

관리실, 세면장, 공동취사장 등으로 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 이하로 규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5574〕

「유해 ․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시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통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유해 ․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기간을 연장(현행 

부칙 제3조)

 2018년 3월 30일「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 당시 이 규칙 시행 전에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부칙에서 정한 기간까지 

별표 6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특례를 규정하였으나, 교육내용 중 

실습형 실기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타워크레인 실습장 건립(‘20.6월까지 

준공예정)을 통해 가능하므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자격 취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특례

기간을 연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809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시 면적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여유 부지에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현재 도시공원 

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만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와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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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을 허용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안 제11조

제5항, 별표1 개정)

 1)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산 면적은 공원시설 면적의 20%를 초과

할 수 없으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적용을 배제(근린공원 전체 부지면적 제한 

40%는 변동 없음)

 2) 혁신도시․행복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

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요청

에 따라, 지자체․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

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해취약성분석 

등 국토계획법 상 재해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지자체․법제처 등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

도를 개선․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

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0일까지 의

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안 제19조의2제3항, 제30조, 제45조제3항, 

제79조제3항, 제85조제1항, 별표1의2제1호, 

별표23)

 1) 조례로 용도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 제조업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재분류

 2) 민간 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가능지역 및 건축제한 

완화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

 3) 특․광역시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로 허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광역지자체에서 입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시설을 위한 진입도로

(50미터 이하인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안 제21조

제2항제4호, 제84조제6항제1호)

 1) 공업지역에도 방화지구 지정시 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의 방화지구 

지정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

 2) 비도시지역에서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도록 면제대상에서 제외

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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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시설 면적․건축물 용적률․건축물 높이 5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51조제2항)

 성토재로서 재활용 골재 범위는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지자체가 농지 개량으로서 성ㆍ절토 가능 

범위를 2미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안 제113조의3)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방법을 확대, 열람 외 사본 제공도 허용

바.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개선(안 제33조제1항)

 도시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취지에 맞게 세분된 

용도지역으로 보도록 이미 법령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어 조문 개정

사. 도시관리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적용 관련

(안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제56의3제5항)

 다른 호와 저촉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을 재분류하여 명확히 구분

아.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시설의 

용도변경 제한 관련(안 제57조제2항)

 심의제외 시설로 개발행위 완료 후 심의대상 

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안 제6조

제1항제5호․제6호)

 1)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규정 시설로 가능하도록 개정

 2)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미한 변경 

명확화(안 제1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대상여부 판단시 용도변경에 대한 조문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혼선방지

다. 도시관리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적용 관련

(안 제3조, 제16조)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ㆍ도시

계획시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

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중소기업 창업자 

여부’추가(안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제조업소 등을 설치(창업)

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서식 보완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의 도시․군계획

시설 확대(안 제31조제4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칙(자동차정류장 

공동차고지)에 추가・신설

나. 유원지 설치 대상 입지 규제완화 (제57조제4호)

 준주거․일반상업․자연녹지지역에도 생산관리·보전

관리지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원지 설치 수용

다. 옥내 변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확대

(제67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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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 삭제

라. 전시시설의 입지규제 완화(제97조제3호)

 조례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

녹지지역(제1종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지역은 4층 

이하)에도 설치 가능토록 확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그 

잔재물 등을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골재, 유리, 

시멘트 등)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아스콘, 

고화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강열감량 기준 및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ㆍ개선하고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재 등의 재활용 기준 개선(안 별표 5의3)

 - 소각재 재활용시 강열감량 기준(현행 3%이하)을 

소각시설의 소각재 강열감량 기준과 동일

(5%이하)하게 하되, 별도의 제품기준이 있는 

경우(댐 등에 사용되는 시멘트 제품, 3%)에는 

이를 충족하도록 함

 - 소각재를 고화제 제조로 재활용 하는 경우, 

배출단계에서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기준(250.0㎎/L 

이내)를 초과해도 재활용 단계 중에 이를 준수

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0〕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설계

단계에서 적용한 보강설계 내용이 조합원 이주 후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주 전 분담금 확정 총회안건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상정토록 의무화하여 

조합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6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변경 가능성 총회 안건 상정의무화

(안 제7조제5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설계단계에서 

적용한 보강설계 내용이 조합원 이주후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

하고 사업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도록 이주전 

분담금 확정 총회안건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상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6〕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였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가 균형있게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물관리의 최

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등을 규

정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5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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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2. 공포, 2019.6.13. 시행)되어 통합 

물관리의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물관리기본법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일까지 의

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물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물분쟁 조정 

신청서, 조정신청 통지서, 조정변경 통지서를 규정함

나. 선정대표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3조,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다수인이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될 때 선정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통지서와 해임ㆍ변경 통지서를 규정함

다. 대리인 선정과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4조, 

별지 제6호서식)

 당사자가 물분쟁 조정 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규정함

라. 조정의 종료를 통보하는 서식을 규정(안 제5조, 

별지 제7호서식)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 조정을 각하하거나 종료

하는 경우 당사자등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서를 규정함

마.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서식을 규정

(안 제6조,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물관리위원회가 당사자등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출석요구서와 

자료제출 요구서를 규정함

바. 조정안과 조정조서와 관련한 서식을 규정

(안 제7조, 별지 제10호 및제11호서식)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 조정안을 마련하거나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정안과 

조정조서 서식을 규정함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비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인정‧평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청, 인증이 

가능하도록 신청 및 인증서 서식 변경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설치된 발전 

대지 주소, 설비 설치 용량, 대지 내/대지 외 

에너지자립률 정보 등 기재란 마련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전문성과 역량 

높이도록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는 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도 퇴출한다.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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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특히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한다

②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를 없앤다

③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④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49〕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발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2월 25일 고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 하였다.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이밖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

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4〕

’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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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서울시 내수침수위험지역 실시간 예측

기술개발 용역발주심의

○ 강우강도에 다른 침수예상범위 및 침수깊이를 

도형화하여 재난 대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반영할 것

○ 광망자료와 연계하여 우 · 배수관으로 연결되는 

빗물받이 유입 조건을 고려한 침수시나리오가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

○ 침수지도와 침수취약지도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하여 두 가지 지도가 분리되어 과업내용이 

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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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침수 예측시스템의 수방기간 운영에 따른 

서울시 행정구역별 정시단위 실황에 대한 

‘행정구역 단위’를 명획히 제시할 것(구/동 단위 등)

 

■ 제6차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 

용역발주심의

○ 정거장 표준모델은 경(중)전철, 환승(일반), 

유(무)인, 터널(개착)식, 설치위치, 이용인구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타입별 정거장을 사전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대표 표준모델을 선정하도록 할 것 

○ 기존 정거장의 설치 조건, 형태 및 구조, 공간 

활용(이용공간, 사공간[Bad Space]), 이용시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현황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이 표준모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공조시스템과 전기, 통신, 방재 등 각종 설비는 

연계 검토하고 설비, 장치 및 기능실 등은 

통합 배치방식으로 정거장 공간을 최적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13차 2040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취수원 다변화 및 대체 수원개발의 상세 검토를 

위해 ‘정수장간, 배수지간 연결체계 구축, 

신규 취수시설 설치 등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과업내용을 추가 반영할 것

○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기존 사업실적 

분석 및 향후 순환 관망, 비상연계관로, 이중화 

등의 단계별 시설계획 수립을 반영할 것

○ 재해 및 위기관리 대책에 폐수발생시설인 

정수시설에 대한 배출수 처리시설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수도권 인근 3기 신도시계획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수립중이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계획급수량 이외 서울시의 여유시설 

활용성 극대화 계획 등)

■ 제14차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기능 재정립 방안

수립 용역발주심의

○ 도시고속도로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장기간 

축적된 자료 조사가 필요하므로 서울시 교통

정보시스템 및 서울시 교통안전시설 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조사·활용토록 하고, 경제성 분석을 

위해 필요한 속도자료 조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

○ 도시고속도로 심층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 시

뮬레이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추가할 것

○ 기본구상에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지하

연계 운영방안 모색 및 강남·북 보행교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할 것

○ 용역목적에서 시민에게 한강 돌려주기에 대한 

과업내용을 구체화할 것

■ 제15차 서울 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발

주심의

○ 과업내용의 병합과 순서 변경할 것

○ 도시 ․ 생활공간 생태축과 바람길숲 생태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추가 보완할 것

○ 서울시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과 바람길숲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할 것

  - 바람길숲 조성 사업의 추진에 있어 기존의 

도시계획, 공원계획, 도시생물다양성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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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의 설계지침과 용역발주 세부사항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할 것

■ 제16차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미래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보완할 것

○ 주요 이용계층인 어린이의 관심분야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세부내용을 

제시할 것

○ 어린이도서관의 건축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 관련 사항을 추가할 것

○ 계절별 또는 상설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별 

도입활동에 대한 구상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직 및 운영인력에 대해 검토할 것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것

■ 제17차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성능

개선 개·보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물질수지도 분석 

및 단위공정별, 단위조작별 기본설계 내용이 

분석될 있도록 보완할 것

○ 현황 조사 내용에 악취발생량, 악취발생농도, 

복합악취 희석배수에 대한 조사사항을 추가할 것

○ 상수, 연료, 전기 및 계측제어 계통 등 유틸리티 

계획과 우수, 오수, 폐수 연결 계획이 검토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할 것

○ 내진등급 관리기준 및 필요시 보강조치에 대한 

설계 및 지진 이외의 재난에 대비한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할 것

○ 본 사업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과업기간 

60일 내 설계VE 및 건설기술심의 진행이 곤란

함으로 과업기간을 적정 조정하여 계획할 것

■ 제18차 구룡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라이닝 천정 종방향 보수부 재균열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고 일부 

균열은 현장손상과 외관조사망도가 서로 

다르므로 재확인하여 정확한 균열폭에 따른 

적정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시점부(상행) 산마루 측구부에 토사유실 방지을 

위하여 임시 흙포대를 설치하였으나 우수시 

추가 토사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강방안을 제시할 것

○ 기존에 시행된 GPR탐사 조사자료와 기존 섬유

보강, 탄소섬유보강, 강판보강, 유리섬유보강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바, 관련 조사 및 

분석 내용을 보완 제시할 것

○ 시설물안전법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물의 적극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것

■ 제19차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빗물펌프장 이전 사업으로 기존 유입 배수체계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신설 빗물펌프장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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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관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설되는 유입

관로 내용을 설계업무편(기본설계,실시설계)에 

반영할 것

○ 수전, 변전, 배전, 동력, 비상방전, 신재생에너지, 

중앙감시반설비에 대한 시스템방식 및 형식, 

용량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초기강우 또는 유량조절시 소형펌프 계획이 

유리하므로 펌프설비는 배수유량 조절을 위하여 

대소용량 2종류로 계획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을 적용하고 개정된 시방서는 코드화된 

표준시방서(KCS)를 인용 하였으므로 공사

시방서 작성시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추가 적성하도록 할 것

■ 제20차 청담2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PSC BOX 바닥판 하면에 발생된 종방향 균열에 

대한 원인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현재는 균열

보수가 완료된 상태지만 원인이 불분명한 균열의 

경우, 설계도면을 통한 수치 분석만으로는 안전성을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균열 진전여부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할 것

○ 교면포장 체수는 바닥판 콘크리트 열화, 아스콘 

들뜸, 포트홀 등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므로 

재포장시 구배를 정확히 조정하고, 열화된 바닥판 

보수시 양생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정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시행토록 방향 설정할 것

○ 포트받침 편기현상에 대하여 현재는 상부 

플레이트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허용 지압

응력은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지진 발생시 

변위량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신축이음 하부 콘크리트 마감불량으로 철근노출 

및 박락이 존재하므로 향후 신축이음 교체시 

면밀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신축이음부 누수에 

의한 거더 및 하부구조의 표면 열화 등 손상 

방지를 위해 유도배수로 시공 및 청소 등 

유지관리 철저 필요

■ 제21차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하도급 관련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하도록 할 것

○ ‘지반조사’에서 『서울특별시 지반정보통합관리

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센터』 자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보완하고 성과품에 안전관리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활화중(LL, LS) 및 교량(1등교, KL-510) 등은 

한계상태설계법에 따라 표기할 것

○ 보도설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되 ‘설계 준공 전 

보행정책과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제22차 G밸리 도로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남측교량 하부 구조물 기초 계획에 필요한 

지반조사 내용을 추가할 것

○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에 국가건설기준센터

(2016.6.30. 코드제정)의 국가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을 추가할 것

○ ‘지반조사’에서 『서울특별시 지반정보퉁합관리

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센터』 자료를 조사·활용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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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보완하고 성과품에 안전관리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성과품 작성의 구조물도면 설계방법 표시에 

도로교 설계기중에 맞추어 한계상태설계법을 

추가할 것

■ 제23차 헌릉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심의

○ 선형설계 관련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m 

이상으로 하되 2층 버스 운행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교차로 구간 등의 배수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선배수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할 것

○ “설계방법은 최신의 설계법을 적용하되, 설계

공종 상호간 상이한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5조 및 동규칙 

제6조에 따른 설계의 안정성(Design for Safety)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

○ 구조물 설계 관련 활하중 표기방법을 한계상태

설계법의 LL, LS로 수정할 것

■ 제24차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로공간 개편 

종합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첨단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한 검토 내용을 추가할 것

○ 지상부 도로공간 개편 및 지하도로 계획시 

주변교통 및 시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할 것

○ 조사업무에서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방지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

관리 항목을 추가할 것

○ 성과품 작성(설계방법 표시) 관련 한계상태

설계법을 기준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허용응력

설계법, 강도설계법을 적용토록 할 것

○ 지반조사에서 『서울특별시 지반정보통합관리

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센터』 자료를 조사·활용토록 할 것

■ 제25차 수유교 재설치사업 등 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 기존 교량의 개선을 위한 과업이므로 하부

구조의 활용 또는 철거의 결정을 위해서는 

기존교량의 현상태 조사 과업 추가할 것

○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설계자의 참여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설계안전성

검토 시행여부 검토)

○ 수리계산시 홍수위, 유속, 소류력 검토 추가할 것

■ 제26차 미아역 역사환경개선(냉방)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중간기에는 외기 도입에 의한 외기냉방으로 

에너지절약 되도록 시스템 구축, 운전자가 외기

냉방 판단이 어려우므로 필터 교체 시기 및 

엔탈피를 고려한 외기냉방 자동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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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와 소방을 연동하는 경우 제연풍량이 충분

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SMD(smoke 

motor damper) 누설에 의하여 제연풍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밀성 인증된 제품 사용 

및 시뮬레이션이 시행되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공조 및 환기 장치는 자동제어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전되도록 제어 알고리즘 설계

되고 그 적정성을 전문가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할 것

○ 미세먼지에 의한 공기질 피해가 우려되므로, 

실내공기질을 모니터링하여 기준 공기질 내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할 것

■ 제27차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심의

○ 원형강관 보강공법(TCB) 적용 시 작업[용접, 

충진구 설치(위치, 규모), 콘크리트 품질관리, 

블리딩방지 등] 수행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공 상세도 작성 및 시방서 보완 등 관리방안 

제시할 것

○ 보행교량 특성상 사용성 검토 시 변위와 진동을 

조합하여 검토할 것

○ 무바닥판 구간에 계획된 화강석 포장 및 강화

유리바닥 설치관련 구조검토 및 시공계획 제시

하고 특히 연결부 등에 누수 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강화유리 사용여부에 대해 

상세 검토할 것

○ 현장타설말뚝은 모래 자갈층에 대한 굴착공 

유지 등의 시공방식에 대한 검토 내용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시공성과 경제성,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단일공법의 적용에 대한 

기초계획 확인할 것

○ P4 현장타설말뚝의 강재연결부에서 앵커프레임 

간격이 150mm이고 외측부와의 이격이 약 

150mm정도이므로 장기적인 변화(외력에 의한)에 

의한 균열발생여부 등의 구조적인 문제 검토할 것

○ 암반층에 대한 분류 기준은 서울시 지반조사

편람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풍화암층으로 

조사된 B.H. No.1∼5에 따르면 풍화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확인할 것. 

또한 강관말뚝의 직경이 ∅500mm일 경우 

풍화암으로 판단된 토층에는 최소한 말뚝 직경의 

5배 이상 관입시키는 방안으로 재검토할 것

○ 강관말뚝기초 시공시 지지층이 풍화암으로 적용

된 바, 선굴착시 지지층이 교란되어 지지력 

확보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수립할 것

○ 독산한내보도교와의 접속부는 항후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대책을 강구

하거나 개선바람(특히 커버플레이트 재검토할 것)

○ 케이블 및 강교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 교량과 접하는 상단 경사로의 고정받침을 P2에 

배치하였으나 온도 신축길이가 길어 주교량에 

불리하므로 주교량에 가까운 P1으로 이동

하도록 검토할 것

○ 주탑구조물 상부 피뢰침 설치 검토할 것

○ 엘리베이터, 계측기 등 평시와 홍수시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계획서 제시할 것

○ 주탑 및 케이블 시공, 상부 거더의 단계별 가설

계획 보완 검토할 것

○ 횡단보도 및 경사로에서 새벽결로, 비, 눈 등의 

원인으로 보행자가 미끄러져서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할 것

○ 거더 거치시 크레인 용량 설계시 안전율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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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차 손기정체육공원 리뉴얼 실시설계 용역

발주심의

○ 식재설계는 계절적 변화를 느낄수 있도록 식재

수종의 선정을 검토하고 근원직경 20㎝ 이상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전 뿌리돌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

○ 공원내 동선설계는 차량통행로, 자전차로, 보행로 

및 마라톤 연습로 등으로 구분할 것

○ 공원등기구는 과업의 기본방향에서 제시된 주변 

수목 및 공원분위기에 맞는 광원과 등기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할 것

■ 제30차 세종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도로공간 재편

사업(을지로, 퇴계로) 및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할 것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등

○ 배수설계 관련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2030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정할 것

○ 전기분야 ‘배선, 점멸방식, 수신기’에서 ‘전력

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 

전압강하계산서 등의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

도서에 반영’토록 할 것

■ 제35차 창작연극 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3TSG1)SRC 거더에 얹히는 기둥(C3)검토

  - 3TSG1에 상부층 하중(4개층)이 C5로 집중

하중에 대한 검토 자료 제시

  - 내부철골 크기 및 배근이 구조도면과 구조

계산서가 서로 상이함

  - C5 주근의 정착상세를 작성하고 시공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블랙박스극장 및 소극장의 무대 상부슬래브 검토

  - 블랙박스극장 및 소극장의 무대 상부슬래브에 

매달리는 장치 등 설계하중에 반영

  - 무대 쪽, 다른 쪽 하중도 검토

○ 장애인 주차 후 건물연계 동선 검토

  - 장애인 주차 후 부출입구를 통한 건물 진입 

동선의 편의성 검토

○ 화장실 모두 다른 위치 배치에 따른 경제성과 

안전성 검토

  - 각층의 화장실 위치가 모두 다른 위치에 

배치에 따른 배관설비의 경제성과 안전성 검토

  - 하부층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외기 동파방지, 

보온, 전기화재 등)측면을 설계 반영

○ 목표 예산 운영계획 수립

  -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목표예산, 

공종별 소요 예산액 등)을 수립

  - 암반 등 공사비 증액관계로 설계가 무용이 

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 후 

공사비 증액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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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를 이용한 프리텐션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Pre-Deck공법) (제852호)

(보호기간 :  2018. 11. 22. ～ 2026. 11. 2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현장작업을 최소화 하고 교량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바닥판에 

균열을 억제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정착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결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주요 기술

    (2) 신기술의 시공순서

ⓛ확대머리 가공 ②강선 및 철근배치 ③강선 긴장 ④콘크리트 타설, 양생

강선절단및확대머리가공 강선 설치, 교축방향 및
전단연결철근 가공․조립

연동 가능한 멀티잭으로
강선동시 긴장

호퍼를이용하여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시행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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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긴장력 도입 ⑥횡방향연결장치체결 ⑦바닥판 운반, 설치 ⑧바닥판 설치 완료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 도입

정착구에 횡방향
연결장치 설치

바닥판 운반 후 거더
상부에 설치 바닥판 설치 완료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교량명) 발주처 시공사 공사기간 교량 연장
및 폭원 위치

1 적성～전곡 1공구
(남계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한라 2013.10.29 ∼

2016.12.31
L=50m,
B=20.9m

경기
연천군

2 인천～김포 4공구
(금호교, 검단7교)

인천김포
고속도로 두산중공업㈜ 2014.10.02 ∼

2016.11.30
L=150m,
B=12.4m

인천
서구

3
인천～김포 3-2공구
(청라국제교,

공촌천교, 접속1,2교)

인천김포
고속도로 금호산업㈜ 2014.11.27 ∼

2017.03.22
L=970m,
B=32.0m

인천
서구

4 인천～김포 4-2공구
(대능1교)

인천김포
고속도로 현대엔지니어링㈜ 2015.07.20 ∼

2017.05.31
L=50m,
B=24.5m

경기
김포시

5 무한천신장지구
(종경교)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삼영글로벌㈜ 2015.09.24 ∼

2016.12.31
L=297m,
B=12.4m

충남
예산군

6 강진～마량
(삼신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동현건설 2015.10.12 ∼

2016.03.28
L=80m,
B=12.4m

전남
강진군

7 부산외곽순환 10공구
(노포교) 한국도로공사 ㈜케이씨씨건설 2016.03.18 ∼

2017.12.31
L=315m,
B=20.6m

부산
금정구

8 흥해우회도로
(곡강천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해유종합건설㈜ 2016.07.18 ∼

2016.12.31
L=210m,
B=20.9m

경북
포항시

9 감포～구룡포
(전동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남경건설㈜ 2016.10.14 ∼

2016.12.31
L=50m,
B=20.4m

경북
경주시

 나. 향후 활용전망

    이 기술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사용함으로써 재래식 공법에 비하여 시공중 안전성이 증가되었고, 

PSC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균열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경간장을 확대되었으며, 

프리캐스트 바닥판과 현장타설부 간에 연결장치를 적용하여 연결부 구조성능을 개선하여 균열 

등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를 방지하여 교량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공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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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RC 계열 PSC 계열

현장타설 Con’c Slab 프리캐스트 Slab 프리캐스트 Slab

기
존
기
술

개 요 - 거푸집을 이용한 현장타설콘크리트슬래브
-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 철근이 주 인장재

-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 강연선이 주 인장재

개요도

제 품 - 범용공법 - LB-Deck
- Rib-Deck

- 범용공법(미국, 캐나다)
- Hi-Com(국내)

문제점
- 거푸집설치･해체공정필요
- 거푸집해체시추락사고위험
- 건설폐자재 발생

- 얇은두께로 균열발생 많음
- 종횡방향 연결없음

- 긴장재 정착장치 없음
- 종횡방향 연결없음

신기술의
개선사항

- 이 기술은 프리캐스트 바닥판공법으로 시공중 안전성이 증가되었고, ①확대머리
단일강봉과 정착장치를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기존기술 대비
균열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②연결장치를 이용하여 바닥판 연속성 확보로
내구성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① 확대머리 단일강봉과 정착장치 ② 연결장치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단일 강봉과 정착장치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착장치에 연결장치를 

체결하여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닥판과 완전 일체 거동을 하도록 하여 안전성 및 시공성, 경제성 

등을 향상시키므로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기술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공장에서 생산하고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균일한 

고품질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정착구를 사용함으로써 전구간에 균일하게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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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시공 중 균열에 대한 우려성이 적어지고 시공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탈착이 가능한 

연결 장치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탈착한 후 시공이 가능하다. 

 이런 연결방법은 다양한 공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다방면의 건설기술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건설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 원/m2)

구 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 가 비 고

Pre-Deck 87,695 14,544 8,099 110,338

  (2) 공사비 (B=20.9m, L=3@50=150.0m기준)

기존기술 (현장타설) 기존 신기술 Pre-Deck공법 비 고

130,856원/m2

(114%)
124,271원/m2

(108%)
114,913원/m2

(100%)

  (3) 공사기간 (B=20.9m, L=3@50=150.0m기준)

기존기술 (현장타설) 기존 신기술(1.2×L) Pre-Deck공법(2.4×L) 비 고

107일 79일 76일

    공사기간 단축 요인으로 현장타설 공법에 대해서는 시공기간이 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해체 

공정 감소와 현장 조립 철근량 감소가 주된 원인이며 기존 신기술과 비교하면 가설하여야 할 

바닥판의 개수가 감소되어 바닥판설치 공정에서 공사기간 감소가 예상된다.

  (4) 유지관리비

    이 기술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PSC구조로 인장응력 저항능력이 

커서 유지관리 빈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소정의 강도에 도달되면 즉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

하여 양생 및 초기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발생 가능성도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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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은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건설 폐기물을 최소화하였고,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였다.

해외 기술은 주로 강연선을 사용한 프리텐션 방식이며 연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균열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이 기술은 시공성을 해치지 않고 구조적 안전성을 증대시킨 공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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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 전단연결재를 설치한

각형강관 매입형 중공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 (제853호)

(보호기간 :  2018. 11. 30. ～ 2026. 11. 2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대형 단면의 기둥을 시공할 때,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한 각형강관의 외부에 스터드 

전단연결재를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가 일체로 합성되도록 공장제작하고, 현장에서 각형강관의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각형강관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기둥의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별도의 거푸집, 기둥철근 배근과 내화피복이 불필요하고 시공되는 

보는 구조재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접합부 시공이 가능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

(이하, Hybrid PC 공법)이다.

(b) 철골보 접합부

(a) 구성요소 (c) PC보 접합부

그림 1. Hybrid PC 공법 개념도



- 33 -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Hybrid PC 기둥 공장 제작

① 각형강관 제작 ② 각형강관+철근 배근 ③ 기둥 몰드 제작

④ 각형강관 배치 ⑤ 기둥 콘크리트 타설 ⑥ 부재 생산 완성

   (2) Hybrid PC 기둥 현장 시공

① 부재반입 ② 부재검수 ③ 양중 및 설치

④ 각형강관 용접 ⑤ 수직도 확인 ⑥ 거푸집설치 및 모르타르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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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
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규모 공사기간 위치 특징

1
일산 풍산 이마트
신축공사

㈜이마트
지하1층
∼

지상7층

2013. 07.
∼

2014. 0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대형할인마트

2
수원 신동 트레이더스

신축공사
㈜이마트

지하1층
∼

지상6층

2013. 07.
∼

2014. 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창고형 상가

3
월계 트레이더스
증축 및 신축공사

㈜이마트
지하1층
∼

지상5층

2018. 01.
∼

2019. 0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창고형 상가

4
김포 이마트몰
물류센터 신축공사

㈜이마트
지하1층
∼

지상5층

2018. 02.
∼

2019. 1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물류센터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외 건축물의 대형화 및 단위모듈확대로 PC공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 부재의 

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은 각형강관의 중공형성을 통해 단위부재 중량을 절감할 수 

있어 수많은 건축물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중공을 유지하는 각형강관이 매립되도록 형성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둥 공법으로 기존의 

PC 공법과 유사하게 공장에서 제작되므로 규격화된 품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거푸집공사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작업이 생략되므로 3D 업종을 기피하는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존 PC 기둥 대비 중공을 갖는 기술로 자중 감소로 인하여 운반, 양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므로 특히 고하중, 장경간 건축물에 적용되는 대형기둥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 외에 경제적 이점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타 구조와 비교하여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내 건축공사의 시공성, 공기단축 및 생산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 설계 표준화와 시공 효율 극대화, 품질 향상 등을 동반하게 되어 

PC 건설회사간 연구개발 및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를 통해 추후 해외건설 현장으로의 시장 

확대가능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35 -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김포 이마트몰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기준층 1개층에 대하여 비교)

구 분 Hybrid PC 공법 일반 PC 공법 SRC 공법

재료비 1,997,712,755 2,248,530,105 2,257,906,516

노무비 331,130,282 369,822,658 571,922,180

경 비 253,769,046 298,108,271 314,909,171

순공사원가
2,582,612,083

(100%)
2,916,461,034

(113%)
3,144,737,867

(122%)

  (2) 공사기간 (※신청기술은 기존기술인 SRC기둥 대비 공기를 약 20% 절감)

<Hybrid PC 공법 적용> 

 

<기존 기술(SRC) 적용> 

  (3) 유지관리비

    각형강관의 외부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일체로 합성되도록 공장제작한 것으로, 강재가 외부에 

노출되는 CFT 기둥과 달리 별도의 내화피복(내화 뿜질 또는 내화 페인트 도포)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에 있어서 내화피복재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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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이 적용된 김포 이마트몰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센터 모듈(12.5m x 11m)에 대하여 동일

조건으로 신청기술인 Hybrid PC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SRC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신청기술은 비교기술인 SRC 공법에 비해 CO2 배출량이 

약 35.7%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내외 PC공법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 시공인력, 

관리기술인력 등의 신규고용창출이 기대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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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후 교통기반시설 자산관리 및 

재원조달 방안

뉴욕주 및 뉴욕시의 노후한 교통기반시설

 지난해 삼선에 성공한 미국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

(Andrew Cuomo) 주지사의 올해 2019년 중점 입법 

아젠다는 맨하탄 교통혼잡세(Congestion Pricing) 

부과이다. 노후하고 운영상태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뉴욕 광역시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재정을 맨하탄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의 톨비를 올려 

마련하려는 제안이다.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일부 교량과 터널에는 이미 

톨을 부과하고 있고, 뉴욕과 뉴저지주를 연결하는 

조지워싱턴 브리지, 링컨터널 그리고 홀랜드 터널의 

경우는 차종에 따라 최소 1만 2천원부터 최고 13만원 

상당의 톨을 부과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교량과 터널의 

유지보수, 철거 및 교체에 재투자해오고 있다.

 맨하탄 및 주변 교량의 경우 1928년에 개통한 

가슬스 브리지(Goethals Bridge)와 베이온 브리지

(Bayonne Bridge)가 철거되어 새 교량으로 교체

되었고 1955년에 지어진 태판지 브리지(Tappan Zee 

Bridge)의 경우도 새 교량으로 교체되었다. 1925년에 

개통된 아우터크로싱스 브리지(Outer Crossings Bridge)는 

철거 및 교체를 위한 계획단계에 접어들었다.

 재건설 비용조달을 위해서는 연방 및 주의 재정지원, 

교량 소유기관의 독립재정, 민간 자본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대중교통 인프라의 관리 및 건설 재

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포괄적인 도로교통혼

잡세에 관한 논의와 제안은 1970년대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그간 별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올

해의 경우는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

치적으로도 교통혼잡세가 노후한 교통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 중 가장 좋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혼잡세의 입법이 좌절

될 경우, 지하철과 기차요금의 30% 인상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의 수십년 동안 고속도로 기반시설의 

건설로 시작된 편익을 누려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도로와 대중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였던 결과, 기반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화된 교통 기반시설의 

적정한 유지보수를 위한 재정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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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기반시설 성적표

 미국의 교통기반기설 (노후화) 현황을 언급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자료는 ASCE(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의 리포트카드이다. ASCE는 

4년마다 16개 부문에 대해 미국 내 교통기반시설을 

평가하여 A부터 F까지 학교 성적표와 같은 형식의 

사회기반시설 리포트카드(Infrastructure Report 

Card)를 제공한다. 수용 용량, 물리적 상태, 재원

조달 여부, 운영 및 관리 상태, 재정투자 수요, 안전 

상태, 회복탄력성, 그리고 혁신성 등의 8개 기준에 

의해 현재와 미래 상황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는데, 교통분야의 경우, 도로, 철도, 교량, 항공, 

항만, 대중교통에 걸치는 6개 부문을 포함한다. 

지난 20여년간의 교통부문 평가내역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7 리포트카드에 의하면 

미국의 도로는 D등급으로서 대중교통 및 항공분야와 

더불어 각각 D 또는 D- 라는 기준이하의 형편없는 

성적을 받았다. D등급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많은 

도로들이 사용수명연한에 이르고 있으며 도로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 사용용량에 있어서도 심각한 

혼잡이 우려가 되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도로의 

정상적 기능이 불가능한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ASCE의 2017 리포트카드에 따르면, 미국 전체에서 

40%의 도시지역 도로가 혼잡을 겪고 있고, 교통

혼잡으로 인해 160억 달러에 달하는 시간과 연료가 

낭비되고 있다. 또한 20%의 도로 상태가 기준미달이고, 

교통사상자 또한 4년전인 2014년과 비교할 때 7% 

증가했다고 평가한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수년간 도로교통시설의 보수 

및 유지에 저투자되어 온 결과 8,360억 달러 상당의 

시설투자비용이 적체되어 있고, 그중 절반에 달하는 

4,220억 달러가 현 도로시설의 보수에 필요하며, 

교량보수 작업에 1,230억 달러, 도로시설의 확장에 

1,670억 달러, 그리고 1,260억 달러가 안전, 환경, 

그리고 운영 분야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과 TIGER(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 융자프로그램 및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가 주요 재원이지만, 2014년의 경우 

연방정부는 총430억 달러,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48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고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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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반시설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도로시설은 미국의 중추 교통체계로서, 승용차, 

화물차 및 버스,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를 수용한다. 

도로네트워크는 경제를 지원하고,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양적 수준의 교통시스템을 건설해왔다. 

이들 교통기반기설은 도로의 전 생애주기를 통해서 

재원투자를 고려하고 자산으로서 관리해야 하지만, 

그 중요성이 저평가 되어왔다. 2012년 7월, 미국의 

교통재정투자관련 법인 MAP-21(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은 자산관리 

원칙들을 법제화했다.

 미연방 도로국(FHWA)의 정의에 의하면,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는 도로와 같은 시설물의 

생애주기동안 최소의 비용으로 양호한 보수상태

(State Of Good Repair, SOGR)를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의 구조적 이행과정을 유지, 보전, 보수, 재생 

및 철거의 순서로 진단하는 등급정보에 근거한 

공학적 경제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시설물을 운영·

유지관리·개선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

 주정부 및 관련 기관은 도로시스템의 성능과 도로

자산의 상태를 증진하고 보존하기 위한 자산관리

정책을 만들고 장기 교통계획 내에 통합하며 교통

재원을 마련하고 분해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시설물의 성능등급과 보수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관리비용을 

명시해야 한다.

재정 조달 방안

 평가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증대가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대안이지만,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더구나 위험등급에 가까운 

시설상태에 처한 많은 도로와 대중교통의 보수를 

위해서 연방정부에 의존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교통기반시설을 위한 재원으로는 우선적으로 연방도로

신탁기금을 재조정해야 하고, 자동차 연료세의 인상이나 

교통혼잡세 부과, 그리고 주행거리에 근거한 도로주행세 

등의 도입 및 I-bank와 같은 교통 기반시설 기금은행

(Infrastructure Bank)의 설립이 제안되고 있다.

시사점

 노후 교통기반시설의 자산관리 및 등급개선을 위해 

뉴욕을 필두로 미국의 대도시 지역 및 주정부와 

지방정부 등은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교통혼잡세와 도로주행료 부과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율주행자가 도입됨에 

따라 그 논의는 더욱 진지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된다. 30년 정도 일찍 시작되고 일찍 시설노후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교통혼잡을 줄이고 도로의 사용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확실한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너무 늦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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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9년 2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3
서울시 내수침수위험지역 
실시간 예측기술개발

․ 서울시 상세 내수침수 취약지역 
선정 및 지도제작 등

(400)
조건부
채택

토목

6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
모델 개발

․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 (272)
조건부
채택

토목

13
2040 서울 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립

․ 상수도에 대한 포괄적,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900)
조건부
채택

토목

14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기능 
재정립 방안 수립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기능 재정립 
방안수립

(800)
조건부
채택

토목

15
서울 바람길숲 조성 기본
계획

․ 바람길숲 개념 정립
․ 바람길숲 조성 기본구상 및 방향 등

(119)
조건부
채택

조경

16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기본
계획 수립

․ 면적 536,088㎡ (300)
조건부
채택

조경

17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성능개선 개․보수 기본 및 실시설계

․ 300톤/일(음식물류폐기물)
․ 노후 설비 개보수

5,626
(415)

조건부
채택

기계

19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 빗물펌프장 이전 =1,760㎥/min (1,400)
조건부
채택

토목

21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 노들로 구조개선 등 (438)
조건부
채택

토목

22
G밸리 도로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 철산교 하부도로 확장
․ 남측교량 신설

23,450
(928)

조건부
채택

토목

23 헌릉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 연장 1.3km, 왕복10차로
․ 내곡IC 연결로 신설 0.59km

28,214
(799)

조건부
채택

토목

24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로공간 
개편 종합계획 수립

․ 지상 및 지하도로망 구상 제시
․ 지상공간의 친환경적 이용방안 제시

(900)
조건부
채택

토목

25
수유교 재설치사업 등 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 수유교, 쌍한교, 신창교 교량 철거 
및 재설치

9,018
(300)

조건부
채택

토목

26
미아역 역사환경개선(냉방)
공사 실시설계

․ 냉방설비 설치 등 전면 리모델링 
6,367㎡

18,000
(621)

조건부
채택

기계

28
손기정체육공원 리뉴얼 실시
설계

․ 규모 : 29,682㎡
․ 식재계획 변경, 러닝센터 신축 등

3,100
(157)

조건부
채택

조경

30
세종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차로축소후 보행공간, 자전거도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18,788
(263)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27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보행교량 설치
․ 폭 4.5m, 연장 200m

8,650
(250)

조건부
채택

토목

35 창작연극 지원센터 건립공사
․ 지하2층/지상6층 
․ 연면적 7,201㎡

23,400
(1,144)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18 구룡터널 정밀안전진단
․ 종별 : 1종(1989년 준공)
․ 연장 : 1,180m(4차로)

(190)
조건부
채택

토목

20 청담2교 정밀안전진단
․ 종별 : 1종(준공연도 1985.12.)
․ 규모 : 폭 17.4m~21.0m, 연장 500m

(149)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 4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9년 2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9.02.

건     축 
청계천 생태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30건

7,308 6,870

교 통
신방화사거리~공항대로 송배수관 부설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등 19건

1,638 1,506

기 계 설 비
상도신동아 외 1개단지 개별난방 전환공사 
설계용역 등 10건

1,378 1,239

도 로
서울문화고등학교 방음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5건

1,490 1,437

도 시 계 획
강일, 장지차고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등 18건

8,209 7,904

상 하 수 도
활성탄 재생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등 
35건

7,797 7,756

소 방 
본사 소방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6건

200 185

전 기 통 신
성동도로사업소 청사 태양광발전 설치공사 
등 12건

860 833

정 밀 진 단
종묘공영주차장 외 3개소 정밀점검용역 등 
6건

469 456

조 경
난지천축구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100건

2,030 1,953

지 하 철
우장산역 외 2개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등 2건

443 432

하 천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마스터플랜 용역 등 
6건

231 230

기 타
2019년 예방 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 등 
12건

5,138 5,124

 계 271건 37,191 3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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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9년 제117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04~1.10 1.27 3.08 3.04~3.13 4.13~4.22 5.03

< 2019년 제65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25~1.31
3.09~
3.10

3.14 3.15~3.21 4.13~4.26
5.03
5.24

< 2019년 제1 · 2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25~1.31 3.03 3.14 3.15~3.21 4.13~4.26
5.03
5.22

3.29~4.04 4.27 5.17 5.20~5.23 6.29~7.12
7.19
8.16

< 2019년 제1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04~1.10 1.19~1.27 2.01 2.18~2.21
3.23~
4.05

4.19
4.26

3.22~3.28 4.06~4.14 4.19 4.29~5.03
5.25~
6.07

6.21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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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무교별관 6층( 04520)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  
 E-mail : songsam100@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레몬법(Lemon law)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

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됐다.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http://www.q-net.or.kr
http://ter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