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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의 수명과 물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2016년 CIA자료에 의하면 세계평균은 66.57세이며, 1위는 모나코로 89.73세, 2위는 일본으로 

84.41세, 3위는 대한민국이 83.01세이다. 반면에 아프리카는 평균40~50세 전후이다. 한편, 구석기

시대의 평균수명은 30세로서 19세기 인류나 조선시대 평균수명과 비슷했다.

 
그림1. 2천년간 인류의 평균수명(유아사망률 포함) 그림2. 연도별 한국인의 평균수명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인류의 평균수명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20세기 초 45세, 21세기 초 

75세로 증가한다. 갑자기 수명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직전인 1942년에 이미 평균수명은 23년 증가해 있었다. 이후 의사들은 60년간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투입했지만 의학은 고작 수명을 7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영국 요크 대학의 

데이비드 우튼은 “우리들 가운데 의학에 생명을 빚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한다1). 

버밍엄 대학의 토머스 멕케온도 “의사들은 자랑스럽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태아와 산모의 

사망률을 줄이는 데 8퍼센트밖에 기여하지 못했다. 나머지 92퍼센트는 영양 개선, 위생과 주거환경 

개선 덕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에서 100세 이상 되는 장수노인이 많기로 유명한 네팔 북쪽 티베트 근처의 훈자, 구 소련 변방 

1) 『의학의 진실』(데이비드 우튼 지음ㆍ윤미경 옮김)

》  칼  럼

 조선시대 한양의 위생과 물이야기
   
    김 용 록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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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서스의 아브하지야, 중미 에콰도르의 발카밤바 등 3지역에 장수노인이 그토록 많은지 연구한 

학자들은 고산지대의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때문이라고 언급2)했다.

 평균연령이 높은 지역과 80세 이상 장수노인이 많은 장수촌에서 음용수의 물리화학적 관계를 조사한 

논문3)에 따르면, 깨끗한 물이 장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2. 조선시대 평균수명

 서울대 의대 황상익 교수에 따르면4) 조선시대 평균수명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수명과 관련해 정확하게 남아있는 기록은 국왕 27명의 숨진 나이다. 가장 장수한 왕은 

만 81세 5개월에 세상을 떠난 영조이다. 두번째는 72세의 태조 이성계이다. 사망연령을 평균 내보면 

46.1세이다. 왕위에서 쫓겨나고서 16세에 살해당해 천명을 누리지 못한 단종을 빼면 47.3세로 조금 

늘어난다.

 의식주 생활이 전혀 궁핍하지 않았고 의료혜택도 가장 많이 받았을 국왕이 백성보다 오래 살았을 

것이란 점과 서유럽에서 산업화가 막 시작되던 1800년 무렵의 평균수명이 35세 안팎이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35세 내외, 혹은 그 이하였을 것이라고 황 교수는 유추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던 이유는 의료수준보다는 위생상태가 우선이다. 가령 어떤 물을 

마셨고, 평소 얼마나 자주 목욕을 했고,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했고, 분뇨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자세가 될 것이다.

3. 목욕의 역사

 고대 로마인들은 발달된 수리시설을 통해 도시로 

물을 끌어들여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즐겼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는 목욕 때문에 

멸망했다”고 할 만큼 로마인들을 목욕을 사회적 

미덕으로 여기고 즐겼다. 그러나 중세 유럽이 도래

하고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관념화

되고 보수화되고 폐쇄적으로 고착되어버려 목욕

문화가 사라지게 된다. 십자군이 터키 목욕탕을 그림3. 로마 시대의 공중목욕탕

2)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알기쉬운물환경경/지식관/물과 사람)

3) 양경철외, “장수촌지역 음용수의 물리화학적 특성”, 한국환경분석학회지 제11권 (제3호) 189~195, 2008 

4) 연합뉴스기사, “조선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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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도입하면서 목욕 문화는 번성했으나, 흑사병으로 사라졌다가 산업혁명 등으로 목욕은 

다시 성행했고, 현대는 병적일 정도로 청결에 집착하고 있다.

 조선시대 목욕 문화는 어떠했을까?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목욕 문화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어서 12세기 고려를 찾았던 송나라의 

서긍은 고려의 목욕 문화를 보고 감탄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유교사상이 지배했던 조선 시대는 여러모로 

중세유럽과 닮았다. 관념적이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신분질서를 중시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토지에 

얽매어 이동을 제약받았던 점에서 조선 시대는 중세 유럽과 비슷한 부분이 꽤 많았다. 조선 시대에도 

목욕 문화는 급격히 쇠퇴하게 된다. 신체 노출을 극도로 꺼렸던 유교적 관습 때문에 양반네들은 

목욕할 때도 옷을 다 벗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씻었던 것이다.

 세종 때는 일본의 발달된 목욕 문화를 듣고 조선에도 공중목욕탕을 만들고자 했었다.

박서생이 시행할 만할 일들을 갖추어 아뢰다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2월 3일 을해 5번째기사

1. (중략) 비옵건대, 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왜관 한증(倭館汗蒸)·광통교(廣通橋) 

등지와 외방의 의원(醫院)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두 욕실을 설치하여 돈을 사용하는 

법을 돕도록 하소서.

하지만 유교의 보수성과 백성들의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공중목욕탕은 빛을 보지 못했다.

4. 화장실의 역사

 중세 서양에서는 화장실을 갖춘 집들이 적었다. 동양에 비해 인분을 거름으로 쓰는 시비법5)이 

덜 발달되어 용변을 강에다 버리기도 하고 그냥 길가에 버리기도 했다. 예컨대 17세기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는 깊은 밤이 되면 갑자기 분주해졌다.6) 이 시각에 사람들은 길거리에 요강을 비웠다. 
그래야 밤새 차가운 공기 중으로 분뇨의 악한 기운이 날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제리

(jerry)라고 부르는 요강을 투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동양에서는 화장실이 있었다. 변을 모아 밭에 퇴비로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전통시대의 동양은 

서양보다 훨씬 깨끗한 분뇨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한양과 

같은 도시였다. 조선 후기가 되면 한양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데, 때문에 한양의 거리에는 대로변까지 

불법 민가가 들어서고 있었다. 조선초 10만 명이던 한양의 인구가 18세기로 들어서면서 흉년, 전염병, 

5) 토양이나 작물에 비료성분을 공급하여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농작법. 농사를 지으면서 토양에 비료를 주는 시비는 옛날부터 

시행되어 오던 농법으로 고려시대에 들어와 시비의 방법이 더욱 발전되면서 농업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 12세기 이후에는 수리

시설의 발전, 다양한 볍씨의 도입과 관련된 종자개량과 더불어 두엄 등을 거름으로 사용하는 시비법이 개발되어 농업생산력이 향상. 

두엄 외의 전통적인 거름의 종류로는 생초분(生草糞)·구비분(廐肥糞)·잠사분(蠶沙糞)·인분 등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6)  캐서린 애셴버그, “목욕, 역사의 속살을 품다”, 박수철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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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난 등에 의한 유민의 유입으로 20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분뇨처리도 갈수록 

문제였다. 시골에서는 분뇨를 비료로 쓰면 됐지만, 도성 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니, 당시 한양의 분뇨는 잘 말려, 인근 채마밭으로 내다 팔곤 했다. 분뇨를 버리는 

것도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다. 이때 사람들은 몰래 하천에다가 투기하는 일이 많았다. 당시 거리에는 

아무데나 싸고 버린 인분들이 널려 있었고, 청계천에는 그런 변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돌로 쌓은 둑에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큰비가 내려야만 분뇨들이 씻겨 내려갔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당시는 배수 시설이 형편없어서 똥물이 곧 민가를 덮쳤다는 게 문제였다.

"조선시대 한양은 냄새 고약한 분뇨 밟힌 거리"

연합뉴스, 2012년 10월 10일 게재 

사진1. 지층에서 발견된 회충알 사진2. 기생충알이 발견된 시청사부근 지층
 서울대 의과대학 인류학 · 고병리연구실 신동훈 교수팀은 "경복궁 담장, 광화문 광장의 세종

대왕 동상 아래, 시청사 부근, 종묘 광장 등 서울 사대문 주요 지점의 지층에서 각종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고 10일 말했다. 

 광화문 앞에서 세종로로 이어지는 서울의 중심가가 조선시대에는 냄새 고약한 분뇨가 밟히는 

더러운 거리였음을 실증한 연구가 국내 고고학계에 보고됐다.

 연구팀은 지층에서 간흡충(간디스토마), 회충, 편충, 광절열두조충의 알을 발견했다.

 이들 기생충은 포유류나 어류 등 동물을 숙주로 삼아 인체로 침투한 후 장기에서 기생하다 

변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온다.

 이 때문에 신 교수는 "조선 사대문 안에서 기생충 알이 다수 나온 것은 한양의 번화가에 

인분이 널려 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당시 인분에 의한 흙의 오염도가 상당히 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요즘 흙에서 기생충 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은 위생시설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대도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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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시대 분뇨처리 방법

 분뇨처리 방법 중 하나는 배수로에 분뇨를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집주변에 나있는 배수로에 분뇨를 

그대로 버리는 것이 가장 간편한 처리방법 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분뇨 처리 방법은 개나 돼지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19세기말 조선을 방문한 조지길모아

(George W.Gilmore)가 “도성 내에 개를 기르지 않는 집이 없었고 집집마다 개구멍이 나 있었다”고 

할 만큼 도성에는 많은 수의 개가 있었다. 개에게 집주변에 버려진 인분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먹잇감이었다. 특히 어린 아이가 똥을 누면 개를 불러서 똥을 먹이고 어린 아이를 

번쩍 들어 밑을 들이대면 개가 핥는 모습은 조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역사학자 전우용에 

따르면 개나 돼지에 “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과거부터 개나 돼지에게 똥을 먹고 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양 도성민들의 인분뇨를 개와 개천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기는 조선 

초기에서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연구보고도 있다.7)

 또 다른 분뇨처리 방법은 근교농업이 성하게 되자 인분은 도성 밖 논과 밭에 훌륭한 거름이 되었다.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을 보면 적어도 조선후기에 똥장수라는 직업이 존재하였고 1년에 전 6천을 벌 

정도로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한다.

6. 인구증가에 따른 분뇨처리 한계성

 조선시대 서울에는 주택가 골목길 양편에는 하수도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골목길의 배수로는 

도심부의 하천(개천)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졌다. 그 때문에 개천의 중심기능은 처음부터 하수도일 수

밖에 없었다. 속어로 더러운 물을 똥물이라 불렀는데. 똥이 더러운 것을 대표하여 불렀기보다는 “똥이 

흘러 다니는 물”이라 해서 “똥물”이라 불렀다. 개천은 홍수 시에는 똥물을 원활이 흐려 보냈지만, 

건기 시나 겨울철에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인구 10만의 시기에는 그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

했지만 인구 팽창에 기능은 더욱 상실해갔다.

표1. 한성부(한양)의 인구변화

7) 김용선, “분뇨서사에 굴절된 대도시 한양의 팽창”,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206회 전국 학술대회(2016)’에서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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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계천과 준천

 도성을 통하여 흐르는 청계천은 도읍 당시에는 자연하천이었다. 

일반적으로 도랑으로 불릴 정도의 물줄기가 

도읍이 건설되면서 하상을 내고 물길을 

넓혀 인공이 가미된 개천으로 변하였다. 

태종에 이르러 물줄기에 대한 대대적인 

천거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도성 안 

개천(청계천)으로 흘러드는 물기는 대략 

24개 정도였다. 사료에 따라 다르게 기록

되어 있지만 영조 때 개천을 준설하고 쓴 그림4. 조선 강역도
《준천사실》에는 모두 23개의 물길이 나타나며, 《한경지략》에는 15개의 물기가 개천과 합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동국여지비고》에는 도성 내의 물기를 19개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록을 상호 비교하면 대략 24개의 물기가 도성 안에서 개천과 합류하여 흐르고 있다.8)

 개천에는 도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버리는 각종 오물들이 쌓여 갔을 뿐만 아니라 홍수 때면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좁은 개천을 막아버리기 일쑤고, 자연스레 물이 범람하면서 민가가 피해를 

입곤 하였고9), 전염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천을 준설하는 것은 홍수에 의한 범람을 줄이기 위함으로, 오늘날의 저수로 정비 및 하천정비와 

동일한 목적에 의해서 시행됐다. 운하의 건설은 지방에서 한양으로 수송되는 물자의 원활한 조운(漕運)을 

위해 계획되었다.

 역대 왕별로 주요공사를 보면, 태종은 최초로 도성을 관통해 흐르는 개천을 준설하고 순제(蓴堤)에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으며, 성종은 용산강의 물길을 돌리는 공사를 위해 현지에 오래 살고 있는 노인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성종은 대규모 관개(灌漑)공사를 위해 황해도에서 공사를 시행했다.

 중종은 조운을 위한 운하공사를 여러 곳에서 실시했는데, 각 구역별로 작업에 참여한 인부의 명패를 

세우고 허물어졌을 때 책임을 지는 공사실명제를 시행했다.

 영조는 개국 초에 실시했던 개천의 준설공사를 대규모로 다시 시행했는데, 이는 몇 년간 지속된 

기근으로 한양의 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도시빈민이 되어 개천주변에 살면서 개천이 하수구로 

더럽혀지고, 홍수시 범람 위험이 있자 대규모 준설공사 실시했다. 이 공사는 개천정비는 물론이고 

8) 박욱, “서울의 옛물길 옛다리”,  2006, 34쪽. 

9) 숙종실록, 권49 숙종 36년 9월 병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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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구제 측면의 대규모 공사이었다. 영조는 준천을 위해 유생을 통한 공청회,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4년간의 여론정치를 펴 준천이 모든 백성을 위한 일임을 천명하였고 그 결과 한양의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 공인까지도 참여하게 하였다.10)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재위기간과 하천공사를 수행한 기간의 관계를 보면, 519년의 왕조기간 동안 

46년간 하천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종 33년(1537) 이후 영조 11년

(1735)까지 약 200년간 하천공사와 관련된 기록을 실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8. 수인성전염병11)과 현대의 수처리

 물은 생명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이 흐르는 곳에 정착하고 결국 그들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물을 오염시켰다.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하면서 배설물의 처리가 위생문제로 떠올랐다. 마치 

자연이 인구를 조정하려는 듯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병들이 사망자를 내기 시작했다. 

인구가 많을수록 인체에서 기생하고 확산되는 병원성 원생동물에게 감염될 기회는 더 컸다.

 오늘날 수질오염 처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수처리 방법은 한때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인류에게 재해를 

가져왔던 병원균의 확산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1900년에는 상수도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영아사망률이 주요 사망요인으로 수인성전염병이던 것이 2005년에 수돗물 보급률 88.7%로 수인성

전염병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박테리아, 원생동물, 바이러스에 의한 오염과 화학적인 오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많은 산업폐수는 

화학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지만 생물학적인 오염물질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가정오수는 화학

물질은 없을 수 있지만 미생물들로 여전히 오염되어 있다.

 21세기의 하수처리공정은 단순히 박테리아의 수를 줄이기는 하지만 이를 박멸하지는 않는다. 대개 

처리수를 강으로 방류하는 경우 자체 정화를 거쳐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감소된다. 

이는 방류되는 수계가 방류수로 말미암아 생물학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는 정도라는 것을 말한다. 

만약 하수가 그대로 방류된다면 박테리아, 원생동물, 바이러스의 수를 증가시켜 강의 정화기능을 상실케 

할 수도 있다. 자연 정화능의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적당한 희석을 거쳐 하수의 수계로의 유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큰 비가 자주 온 후는 하수처리 공정이 처리용량을 감당해 낼 수 없어 원수가 수계로 

그대로 방류되는 것이다.

10) 노혜경, “영조의 청계천 프로젝트는 소통의 산물”(2014)

11) 수인성 전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된 물에 의해서 전달되는 질병으로 사람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을 섭취하여 발병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들은 오염된 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위장관에서 증식하면서 감염증

을 일으키고 분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나간다. 이는 다시 주변의 물을 오염시켜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다. 이러한 전파경

로를 분변-경구 전파경로라 하는데 수인성 전염병이 대표적인 분변-경구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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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맺으며

 한양은 여러 문헌에서 “풍수지리설과 유교적 이상도시론의 조화”가 어울어진 도시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한 점은 급격한 인구팽창과 이에 따른 위생과 물문제이다. 개국 초 10만이었던 

인구는 숙종 때 20만으로 팽창하여 중세 도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조선에서도 똑같이 

겪었다. 도성 내 백성의 삶에 필수적인 식량, 주택, 도로, 식수, 위생, 안전 등은 집권층인 왕과 양반에게는 

지속적 관심사였고 정권유지에 필수적인 고민거리였다. 이중에서도 물과 위생은 백성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생명연장에 중요한 문제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초 분뇨처리는 농사에 이용, 동물에 의한 처리, 하천에 의한 이송으로 

해결했는데, 이 또한 인구집중에 따라 과포화 되어 미처리된 분뇨가 거리 및 가옥에 방치되고 인근 

하천에 퇴적되어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청계천의 대대적인 준천에 

의해 일정부분 해소되었지만, 주거지 형성을 위한 불법 벌목 등에 의한 홍수시 산지의 토사유입은 

오염원 배출이라는 준천의 효과를 저감시켰다.

 최근 서울시 일각에서는 분뇨(※향후 음식물도 직투입)를 하수도로 직투입하는 문제에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도시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인 정화조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반대 측에서는 서울시 하수도가 분뇨를 직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합류식이냐 분류식이냐”는 수십 년간의 논쟁을 어떤 식으로도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서울시민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자”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본 칼럼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도 방식만 다를 뿐 똑같은 고민을 해왔다.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 영조임금이 “아! 도성 안의 백성이 많아도 너무 많다.”고 한 것처럼 현대에도 커져가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고민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의 냉철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고,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인구집중에 따른 분뇨처리 문제 vs 분뇨직투입에 따른 하천 환경용량, 물재생센타 용량문제”
 “청계천 준천을 위한 영조의 여론 형성과정 vs 대규모 환경사업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
 “분뇨처리 vs 도시농업”,  “무분별한 개발과 위생문제 vs 체계적 도시 물순환”

<참고문헌>

1. 전우용, 『서울은 깊다(서울의 시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탐사)』, 돌베개

2. 류재근, 『수인성 전염병 발생원인과 관리』, 워터져널칼럼(2005)

3. 김현준, 『조선시대 자연재해사(조선시대 태풍·폭설 발생 및 대처 사례)』, 2007

4. 서울역사박물관, 고양시 화장실문화전시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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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네트워크 촘촘하고 편리해진다… 

'보행특별시' 5개년 계획
 서울시가 올해를 ‘보행특별시 서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19.~'23.)을 발표했다. 향후 5년 간 서울시 보행

정책의 방향이 될 중장기 계획이다. 서울 전역의 

각종 보행 ‧ 도로공간에서 '보행자'가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공간조성 계획과 원칙을 담았다. 

5년 간 총 약 6,42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버스, 지하철은 물론 따릉이, 나눔카 같은 

각종 친환경 교통수단과 걷기를 연계해 최적의 

맞춤형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보행-대중교통 통합

연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새로운 앱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도보경로 주변의 

보행 편의시설, 정류장 주변의 택시대기 대수, 대중

교통 내 교통약자지원시설 같은 각종 정보를 다양

하게 제공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행환경 개선은 폭염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보도블록에는 축적

되는 태양열을 감소시키는 특수포장을 시공해 여름철 

보행자의 체감온도를 낮추고, 버스정류장 같은 

보행자 대기시설에는 미세입자 형태로 인공 안개비를 

분사해 주위 온도를 2~3℃ 낮추는 '쿨링포그

(Cooling Fog)' 시설을 설치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같이 인지도가 높은 

서울시내 주요 건물과 시설물도 보행 네트워크가 된다. 

건물 1층을 보행통로로 개방하거나 내부 동선을 

활용해 건물로 인해 단절된 보행로를 복원하고 

우회 없는 최단거리 보행로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을 동시에 활성화하기 위해 

걸어서 쌓은 마일리지를 티머니(T-money)로 전환

하는 'BMW(Bus‧Metro‧Walk) 마일리지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현재 사대문 안에만 지정된 ‘녹색

교통진흥지역’을 타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13년 ‘보행친화도시’ 선포와 함께 최초로 

수립 ‧ 추진한 지난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하고 보행친화도시의 기초환경을 조성했다면, 이번 

2차 계획에서는 보행자가 최우선이 되는 ‘걷는 도시, 

서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3대 보행

기본원칙도 정립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3개 

분야, 총 53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23년까지 현재 

16.7% 수준인 보행수단 분담율을 20%까지 끌어

올리고, 인구 10만 명 당 보행 사망자수는 절반으로

(1.67명→0.84명) 줄인다는 목표다.

 3개 분야는 ▴보행공간의 지속적 확충으로 걷고 

싶은 거리 구축(23개 세부사업) ▴첨단기술 보행

시설 확대로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 구축(18개 

세부사업) ▴민간주도 ‧ 공공협력을 통한 보행사업 

선순환 체계 구축(12개 세부사업)이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전선 지중화 사업, 

거리가게 관리 같이 그동안 추진해온 기초 보행

환경 개선사업(18개 사업)들은 확대 ‧ 강화하고,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보행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시설개선도 새롭게 시작해 걷고 싶은 

보행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한다.

 둘째,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기관별로 별도 

관리되는 각종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DB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행안전

지도’를 작성, 사고다발 예상지점에 대한 선제적인 

개선사업에 나선다. 보행사고 다발지점에 무단횡단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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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시설,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을 설치하는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셋째, 시민 삶과 밀접한 공간인 골목길 개선을 

위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특히 동네 골목길의 최대 난제인 노상

주차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모델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보행정책과 (02)2133-2420〕

서울시, 미래 도시경관을 창출할 

도시 ‧ 건축혁신 시범사업 4곳 선정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혁신안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추진단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의 선제적 관리 필요 지역 ▴사업유형 및 

추진단계에 따라 공공기획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 ▴사업 효과가 크고 주민의 참여 의지 높은 

지역으로 자치구,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4개소를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2일 정비사업의 도시성을 

회복하고 새 경관 창출을 위한 「도시‧건축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비계획 결정 이전에 결정권자로서 공공이 먼저 

고민하여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하고, 아파트

단지의 도시성 회복과 건축디자인을 혁신하며,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서울시내 아파트의 56%가 정비대상이 

됨에 따라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시 ‧ 건축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사업별로 원팀(One Team)을 구성

하여 집중검토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침을 제시하게 되며, 이후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지원하고 사업관리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지의 추진단계 등을 고려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

하고, 신속한 계획수립으로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일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추진

하면서 미비점과 제도를 보완하여 내년부터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과 (02)2133-8319〕

서울시, 올 여름부터 '침수예측시스템'… 

폭우 대응 한 발 빠르게
 최근 국지성‧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역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기상이변으로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 강우량과 

침수위험지역을 예측하는 ‘침수예측시스템’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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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예측시스템’은 기상청 레이더 자료를 활용해 

비구름의 이동경로를 추적, 모니터링해 25개 

자치구별 침수위험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자치구가 대응준비 시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치구에 위험

상황을 통보, 예비비상을 발령한다.

 서울시는 강우량과 강우지속시간에 따른 80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각 시나리오별 침수위험도도 

새롭게 작성했다.

 자치구별로 침수취약지역 현황과 방재성능이 모두 

다름에도 그동안은 서울 전역을 단위로 한 기상청 

레이더 자료에 따라 서울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풍수해에 대응해 왔다. 시는 '침수예측시스템'을 

활용하면 자치구 단위의 보다 세밀한 맞춤형 선제적 

예방 ‧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34개 침수취약지역 해소

사업은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현재 27개소가 완료된 상태. 하천 내 고립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하천 진출입 

원격차단시설’(현재 5개 하천 50개소)을 올해 

불광천 등 사고발생이 높은 11개 하천 127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서울시는 올 여름 집중호우, 태풍 같은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5월15일부터 10월15일(5개월 간)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이번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은 ①침수예측시스템 

운영 및 하천 고립사고 대책 ②방재시설 및 침수

방지시설 확충 ③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물 점검 

④사전 모의훈련 및 관계자 교육 ⑤시민참여, 

유관기관 협력 바탕 재난대응, 5개 분야 세부

대책으로 추진된다.

 첫째, 올해부터 새롭게 가동되는 ‘침수예측시스템’은 

강우별(시간당 강우량) 침수위험 예상지역에 대해 

맞춤형 침수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내용이다. 집중

호우시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 물로 인한 고립

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출입 원격차단시설’(올해 

11개 하천 127개소 설치)은 기존 수동 방식이 

아닌 상황실에서 원격조종이 가능하도록 해 급격한 

수위상승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한 ‘예‧경보시설’도 지속적으로 설치

한다. 올해는 자동경보시설 3개소, 문자전광판 6개소, 

CCTV 29개소를 설치한다.

 둘째, 2010년 ‧ 2011년 침수피해 이후 서울시내 

34개 침수취약지역에서 추진해온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은 현재까지 27개소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7개소(강서구청사거리, 오류역, 길동, 사당동, 망원, 

강남역, 광화문 일대)는 '2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현재 7개 빗물펌프장에서 증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중 6개소(상수, 당인, 염창1, 행당, 

한남, 증산)가 올 여름철부터 가동된다. 또, 하천

제방 보수 ‧ 보강(1.4㎞), 하수관로 개선(22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위험절개지 개선(51개소), 

사방사업(43개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방대책도 우기 전까지 집중 가동된다.

 셋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앞서 3~4월 간 

총 11회에 걸쳐 하천과 하천 내 공사장 등 수해

취약지역과 방재시설물 24개소에 대한 합동점검과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합동점검은 외부 전문가, 

시 ‧ 구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맡았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주택가 

옹벽 등 재난취약시설 총 6,400여 곳을 자체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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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하천 준설 7,600㎥, 

하수관로 준설 1,654㎞, 빗물받이 청소 48만개 등 

빗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넷째, 풍수해 현장 대응력과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상황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간부부터 

실무직원, 시민에 이르는 각 주체별 행동요령도 

현실성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했다. 

 다섯째, 재난피해 예방에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SNS, 

모바일앱 등 친숙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안전홍보를 

강화하고 귀여운 동물 캐릭터를 활용한 동영상 

등을 통해 시민행동요령을 딱딱하지 않고 쉽게 

전파한다. 또, 태풍‧강풍 같은 풍수해를 간접 체험하고 

재난 대응력을 키우는 ‘풍수해 체험관’을 목동유수지에 

올 6월까지 건립하고 연내 운영 예정이다.

 침수취약지역과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체계와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에 침수취약가구와 

담당공무원을 1:1로 매칭해 침수피해 여부 확인부터 

재난 이후 원상복구까지 전 과정 지원하고 있는 데 

더해 올해부터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통 ‧ 반장, 

자율방재단 등을 추가로 지정한다. 기습폭우시 공무원이 

현장출동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긴급상

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민 ‧ 군 ‧ 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대 64만여 명까지 동시수용 가능한 규모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는 등 재난상황 발생 이후 

신속한 피해복구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하천관리과 (02)2133-3863〕

정원조성 도와 드립니다~! 서울시, '정원

지원센터' 8개구에 시범운영

 우리 동네 자투리땅에 정원을 조성하고 싶거나 

우리 집 화단의 정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꿀 수 

있는지 조언을 얻고 싶은 주민들에게 정원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해주는 서울시 ‘정원지원센터’가 

8개 자치구(중구, 용산, 중랑, 강북, 도봉, 은평, 

양천, 강동)에서 시범 운영된다.

 ‘정원지원센터’는 정원 전문가가 지역 내 공유지에 

정원 조성 시 지역 여건에 맞는 설계를 돕고 

주민들에게 식물 키우는 방법 등 정원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또 개인 가정집에서 화분 가꾸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상담해준다. 정원 관련 서울시 

사업 홍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주도형 정원활동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정원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원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 도시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시민정원사들이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일자리도 창출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정원지원센터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 

세부 액션과제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정원지원

센터 조성 및 운영 관련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25개 자치구로 

지역거점 ｢정원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정원지원센터｣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미리보는 ‘정원지원센터 

홍보관’을 금년 10월까지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앞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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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을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 수직정원부터 

실내정원까지 건물 내 · 외부를 입체적으로 녹화

하는 등 하나의 정원 · 조경 집합체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조경과 (02)2133-2107〕

서울시, 중‧대형 신축건물에 발전특화 

수소연료전지… 설계기준 만든다

 화석연료인 석유 ‧ 석탄이 고갈되어 가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수소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새로 짓는 민간 

중 ‧ 대형 건물에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이상 높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SOFC)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 

마련에 나선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다. 화력발전처럼 연료를 태워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태양광의 1/300, 

풍력의 1/30 정도의 공간밖에 차지하지 않아 설비 

크기 대비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높다.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인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SOFC, Solid Oxide Fuel Cell)는 발전효율이 

최대 60%로 현존하는 수소연료전지 가운데 가장 

높아 ‘발전특화’ 연료전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건물 관리를 위해 야간에도 항상 전력이 필요한 

중 ‧ 대형 건물이 많은 대도시에 적합하다는 평이다. 

미국 ‧ 일본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돼 건물 ‧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올해 1월 경기도 

분당에 발전 사업용으로 최초 도입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중 ‧ 대형 민간 건물에도 고체

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성능표준값)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고시하고, 고시 즉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면적 10만㎡ 이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물부터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연면적 3천㎡ 이상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심의대상) 건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신축 건물은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 인산형 연료전지(PAFC), 고체

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등 선택 가능한 연료

전지 종류가 총 3종으로 확대돼 건물의 크기와 

용도, 에너지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맞춤형 연료

전지를 선택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달 초 

기존보다 6.5% 인하된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이 

신설돼 수소추출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요금 대비 

전기발전 실익이 커지는 만큼, 실가동률도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국내 업체에서 개발 중인 건물용 고체

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제품들의 상용화가 

목전에 있고 정부도 올초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이 분야의 R&D를 지원 중인 만큼, 

이번 설계기준 마련을 통해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시장을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따라 민간건물의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점점 늘고 

있으며, 올해 총 400kW 규모로 신규설치가 예상돼 

연간 100억 원대의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조성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5년 간 총 102MW

(▴발전용 100MW ▴건물용 2MW)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보급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생산 전력량은 18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

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7억9천만kWh)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주요설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에너지과 (02)2133-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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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시티즌' 주도로 도시문제 

해결… 15개 과제 선정

 정년퇴직자, 경력단절여성, 시장상인, 고등학생, 

대학생 창업동아리 등 나이도 분야도 관심사도 

다양한 서울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만든 15개 

스마트시티즌 커뮤니티가 제안한 ICT 기술 아이디어가 

‘스마트시티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이 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스마트시티즌 커뮤니티(Smart 

Citizen Community) 지원사업｣을 시작, 4월 진행한 

공모를 통해 15개 팀을 최종 선정해 지원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의 도시문제를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분석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

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민 커뮤니티의 연구 ‧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민 주도의 연구 ‧
개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단은 15개 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시제품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3개월 간 

기술교육, 멘토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집중 

가동한다. 최대 500만 원의 활동비도 지원해 

자유로운 연구‧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향후 사업화 가능성이 큰 우수 과제는 실제 정책에 

반영하거나 스마트시티 기업 기술과 매칭하는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통해 해결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디지털재단 시민협력팀 (02)570-4647〕

서울시, '미세먼지 통합연구소' 발족…

저감기술 개발 ‧ 분석 전담

 서울시는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 분석을 총괄

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간 

상시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관 간 융합형 

연구를 추진하는 연구소다. 미세먼지 정책 ‧ 측정 ‧
기술 개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3개 기관은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연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개별적으로 

수행 중인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문제해결이 시급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공동 연구를 함께 추진한다. 보건환경연구원 내 

사무국이 설치된다.

 향후엔 베이징 등 동북아 도시와 대기질 개선 

관련 공동연구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온실

가스 등 미세먼지와 밀접한 대기연구와 연계하는 등 

미세먼지 연구영역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은 IoT 기반의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 정보를 정밀화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하철 간이측정기, 도시대기 

측정망 등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 

개선기술 평가 및 지능형 관리연구와 지하철 환기

설비를 활용해 대기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위해도가 높은 미세먼지를 

우선 저감하기 위해 서울시 내 미세먼지 구성성분에 

따른 건강위해성 연구를 추진한다.

 현재 서울연구원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설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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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서울시 미세

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업무를 일원화하는 ‘신기술 접수소’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기술 제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기정책과 (02)2133-4437〕

서울시, 하수처리 공동연구를 위한 

'물재생기술 R＆D센터', 개관

 서울시가 기업(LG히타치워터솔루션), 대학(서울

시립대)과 손잡고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물재생

기술 R&D센터’를 조성하여 개관하였다. R&D

센터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연구 ‧ 개발을 

통해 물재생 기술을 고도화하고 서울시 4개 물재생

센터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동연구를 위한 중랑물재생

센터 내 부지 제공 및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지원

하고, 서울시립대는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연구계획 

수립 및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며, LG히타치워터

솔루션은 사업투자 및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 상용화를 맡는다. 

< R&D연구센터 외관 >

 금번 개관하는 물재생기술 R&D센터는 실제 현장에서 

처리되는 하수 원수와 하수찌꺼기 등을 활용해 

하수처리 분야 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현장 중심’ 

연구소로 운영된다. 기존의 하수처리 연구가 대부분 

실험실(Lab-Scale)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연구시설은 중랑물재생센터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상 1~2층 규모로 구축하였으며, 

1층(198㎡)에는 핵심시설인 ‘수처리 파일럿 플랜트

(Pilot Plant)’를 설치하고, 2층(459㎡)은 기기

분석 및 연구실을 갖춘 시설로 금년 초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다.

 주요연구 과제로 ▴물재생센터에 적용 가능한 

수처리기술 ▴하수찌꺼기 처리공정 개선 ▴악취

배출 저감기술 ▴에너지 자립형 물재생센터를 

목표로 한 에너지 관리기술 ▴물재생센터 온실

가스 저감기술 등에 대한 연구 ‧ 개발을 공동 진행할 

계획이다. 

  〔물재생시설과 (02)2133-3826〕

건축사 자격시험,“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

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 ~ 1.5배로 연장된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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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

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5〕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

 첫째,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둘째,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셋째,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건축설계 선진화 이끌 차세대 건축가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배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넥스트 

프리츠커 프로젝트(이하 NPP사업) 사업을 시행한다.

 참가대상은 국내 및 해외 건축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

한지 3년 이내인 청년건축사로서 모집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연수를 마친 참가자들은 연수실적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매년 우수 연수자를 선발하여 시상 

등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 관련 협회ㆍ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참여를 통해 

건축설계 전문가로서 사회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응모요령 등은 NPP사업 홈페이지(www.2019NPP.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8.2.)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과 함께 해외 유수의 설계사무소에 국내 

건축인들을 위한 별도의 연수 자리를 미리 확보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5〕

http://www.2019NP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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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1.4.7)에 따라 기존 4～5층 

어린이집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휴게음식점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거실 

내부를 다양하게 구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대수선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제7호 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

제2호)」이 개정(’17. 4.17)되어 용도 지역 ․ 지구 

중 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되거나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함.

나.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내실화(안 제14조제4항

제3호 신설)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상호 간의 용도변경 

또는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을 의무화 함.

다.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 제2호다목 12) 

및 제3호파목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4～5층에도 

어린이집의 보육실 설치를 허용(’11.4.7)하면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그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는 비상계단을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도록 강화함에 따라 2011년 4월 7일 

전에 설치된 기존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라.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창의적 공간구획 허용

(안 별표 1)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거실의 일부를 바닥판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함.

마.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안 제6조

제1항, 제23조의2, 제119조의2)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령 개정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정(‘15.8.11)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물환경보전법」개정(’17.1.17)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관련 규정과 

함께 정비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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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로용량 증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로시설 설치규정을 추가하고 도로의 기능별 

구분체계 및 도로관련 용어 수정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규정 마련(안 제12조

제8항 및 제9항)

  현재 일부 고속국도에서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

하고 있어 설치 운영 근거가 없어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나.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규정 마련(안 제2조제44호, 

제38조제4항)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정온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함.

다. 긴급구난차량의 안전을 위한 시설 규정 마련

(안 제12조제7항)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한 길어깨에서 구급차 등이 

구난활동 중 발생하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라. 도로의 구분체계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고속국도법이 도로법에 통합(‘14.7)되어 고속

국도를 다른 도로법 상의 도로와 함께 도로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함.

마. 도로의 기능분류 수정(안 제3조제3항)

  도로는 기능별 분류(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건설할 

수 있는 도로를 제한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 시 제약이 되므로 해당 규정을 보완함.

바. 도로관련 용어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제37조)

  도로관련 용어 중 같은 의미로 쓰이는 중복 

단어, 다른 의미이나 구분없이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자표기를 삭제하는 등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390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내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 미화원 등 다수 근로자가 근무 중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나, 사업주체는 직접적 의무이행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시점에 설치를 하지 

않고 있어, 건설 시점에 휴게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냉방설비 배기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마련하고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사무소 중 일부로서 경비원 ‧ 미화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 (안 제28조

제1항 일부 개정)

 1) 공동주택 내 경비원‧미화원 등 다수 근로자가 

근무 중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므로, 

입주예정자 등은 건설 시점에 이에 대한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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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나 사업주체는 직접적 의무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한 상황

 2) 특히, 공동주택 건설 이후 이를 새롭게 설치

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며 행위허가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어 설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

사무소 일부 중 하나로 규정하여 건설시점에 

용이하게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냉방설비 배기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마련하고자 

위임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7조제5항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기차 전용 충전기(급속‧완속)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설치된 구역에 다른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경우 충전이 곤란하며, 

차량 이동과 관련하여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한 

상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의무화

되어 있는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을 확대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냉방설비 배기

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을 사업

계획승인 전체 주택단지로 확대하고 설치비율은 

주차단위구획의 4%까지 확대(안 제6조의2

제4호 일부 개정)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전기차 전용 급속 및 완속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 내 다른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이동과 관련하여 입주민 간 

갈등 발생하고 있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더 많이 확충해달라는 요구가 제기

 2) 이동형 충전 콘센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설치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현행 2%에서 4%로 

확대하여 입주민 간 전기차 충전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향후 전기차 증가에 대비하여 공동

주택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 부재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2)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주거생활공간과 

분리되도록 구획화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배기장치 규격에 가로 0.5미터, 

세로 0.7미터를 더한 공간으로 마련하도록 함



- 21 -

 3)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세대 내 

거실 및 침실이 2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

되어 있는 경우 최소한 2개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목재의 규격·품질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및 소비자 보호, 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과태료 

규정 정비, 부적합한 목재제품 유통·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성 평가 대상에 목재를 추가(안 제17조)

  목재제품 원료인 “목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

나. 목재등급평가 자격시험 및 자격증제도 도입

(안 제19조의6 신설)

  종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이수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 받도록 함.

다.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의7∼ 안 제19조의10 신설)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사유, 자격증 발급 절차, 자격취소 규정,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 함.

라. 목재등급평가업 등록제도 도입 및 등록 절차등 

신설(안 제19조의11∼제19조의15 신설)

  1)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목재

등급평가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목재등급

평가업을 등록하도록 함.

  2) 목재등급평가업 등록절차, 결격사유, 직무 

및 취소사유 등을 규정 함

  3) 목재등급평가업 등록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한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마. 목재제품 허위표시 금지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목재제품이 아닌 제품을 목재제품으로 표시하거나 

목재제품명으로 판매·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설

바.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결격사유 

규정(안 제20조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 함.

사.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 위반자등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안 제45조)

  1) 목재·품질 기준 위반자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확하게 정비

  2)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증 관리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아. 목재제품 규격·품질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7조)

  1) 처벌 규정중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2) 자격증 제도 도입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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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5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 바로가기(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 제71차 불암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설계심의

○ 순환산책로 조성에 따라 기존의 등산로와의 

연결, 일부 폐쇄 및 노선조정을 검토하고 생태적인 

식생복원 계획을 반영할 것

○ 데크 기초하부 등 관목 식재대상지역은 식생

현황을 조사하여 관목류 생육에 지장을 초래는 

아까시 등 수종에 대한 제거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것

○ 횡단경사가 급한 구간은 지반조사 및 구조계산에 

따른 지지력 확보, 공사시기, 시공가능성 및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데크기초 설치 계획을 보완할 것

○ 촉지안내판은 설치위치와 기재내용을 도면에 

표시할 것

○ 안전난간은 용접부위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이용시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계획할 것

○ 경사도 8%이하의 평탄한 지역은 인위적인 데크

설치를 최소화하고 흙길 또는 야자매트 등 

자연스런 소재의 숲길 조성을 검토할 것

■ 제72차 올림픽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실시

설계 용역 설계심의

○ 조형물 PIPE에 설치된 포인트 조명은 세찬바람 

때문에 탈락할 우려가 있어 지지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1) STS 필림밴드와 등기구지지대의 접속부분

   (2) STS 필림밴드와 PIPE의 접속부분

○ 기존 등주 철거 후 선로의 재사용으로 되어 

있는 바, 열화 소손 정도의 진단 후 재사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기존 케이블이 EV

케이블이면 교체가 타당하고, 정상상태에서 

30년이면 내용년수가 지난 것으로 판단됨)

○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과 시공시 

안전관리 및 교통처리 대책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할 것

○ 특기시방서의 레이저 외함(TYPE "K" LASER)에 

대하여 IP 보호등급을 부여하여 명기하기 바람

○ 시공시 위험할증 및 고소할증 등을 고려한 

인건비, 경비, 자재운반비 등을 산출하여 설계서에 

반영 조치할 것

■ 제73차 창동 ·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교통량 조사 및 수요예측 분석 시 보행교통량 

뿐만 아니라 차량교통량에 대한 분석도 추가할 것

○ 환경영향 검토 시 겨울철 설해 대책을 검토

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 비탈면 보호공법 검토 시 

절리상태 점검을 위하여 육안 관측이 용이한 

보호공법을 검토토록 할 것

○ 장경간 보도교로 가설될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군중이 통과하는 경우의 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조해석시 반영할 것

○ 가시설 구조는 실제 시공과정을 고려하여 2차원 

구조가 아닌 3차원 구조로 검토되어야 하며, 

구조계 변화에 대한 계측시행 시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형의 변화를 측정하여 안전시공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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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천 둔치에 매설되어 있는 대형 난방관

(현실적으로 이설이 불가능함) 등의 보호방법 

및 조사 대책을 과업에 포함할 것

○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성폭우가 발생

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적용 강우강도를 재검토할 것

■ 제74차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1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가시설 설계에서 ‘주변 하천 및 지하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차수 공법을 선정’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

○ 과업 노선 주변 도로 소음측정은 통계적인 

접근에 근거한 Pass-by 기법을 이용하고 소음

지도에 입력변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지하차도 설계 관련 ‘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지하수위는 실측조사 수위와 설계

수위를 검토하여 반영’ 및 ‘집중 호우시 지하

차도내 우수유입 배제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배수시설 설계 관련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2030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것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고,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작성토록 할 것

■ 제75차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2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 노선 주변 도로 소음측정은 통계적인 

접근에 근거한 Pass-by 기법을 이용하고 소음

지도에 입력변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조경설계는 ‘서울시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

라인’을 준수토록 하고 다음 내용을 추가 할 것

  - 띠녹지 내에 일정 간격으로 가뭄시 급수작업을 

위한 관수시설 및 우수 활용시설 설치 검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배수시설 설계 관련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2030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것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고,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작성토록 할 것

■ 제76차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가시설 설계에서 ‘주변 하천 및 지하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차수 공법을 선정’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

○ 과업 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측정은 통계적인 

접근에 근거한 Pass-by 기법을 이용하고 소음

지도에 입력변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지하차도 설계 관련 ‘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지하수위는 실측조사 수위와 설계

수위를 검토하여 반영’ 및 ‘집중 호우시 지하

차도내 우수유입 배제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 24 -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배수시설 설계 관련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2030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것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고,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작성토록 할 것

■ 제77차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4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가시설 설계에서 ‘주변 하천 및 지하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차수 공법을 선정’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

○ 과업 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측정은 통계적인 

접근에 근거한 Pass-by 기법을 이용하고 소음

지도에 입력변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지하차도 설계 관련 ‘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지하수위는 실측조사 수위와 설계

수위를 검토하여 반영’ 및 ‘집중 호우시 지하

차도내 우수유입 배제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배수시설 설계 관련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2030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것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고,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작성토록 할 것

■ 제78차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본 설계를 통해 

유휴시설로 존치되는 시설물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시민을 위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의 전체 내용과 항목 중 

본 실시설계와 부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내용은 삭제 필요

○ 아스팔트포장 본 과업내용서상의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함한, 상온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등 다양한 친환경 

도로포장공법과 특수포장 공법에 대한 검토는 

개정 지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계획되고 조성되는 녹지는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계획, 설계 및 식재수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녹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예산투자 효율성에 

대한 검토 측면에서 친환경성의 강조와 함께 

조성되는 공간의 이용강도가 높은지에 대한 

공간이용 효율성 분석 필요

○ 지진, 홍수, 폭염 등의 자연재해와 교통, 안전, 

방법 등의 사회적 재해에 대한 공간과 시설, 

시스템의 방재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입체교차로를 평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본 사업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에 해당될 경우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과업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성과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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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차 삼양동 빈집활용 임대주택 및 복합

커뮤니티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용역에 대한 이해도와 설계수행 방향에 

배점을 높여서 건축사가 본 프로젝트에서 제시

하는 아이디어와 계획의 이해, 제안중심으로 

평가하고, 배치계획, 동선계획 등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평가 배점항목 부여를 검토할 것

○ 당선작으로 설계시 입상작의 내용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용하도록 과업내용서 과업범위 보완

○ 과업의 내용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 반영 및 인증 목표 등급을 명시할 것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2호)을 

반영하여 계획토록 내용 추가할 것

○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관련 설계자문위원으로 

서울시 ‘공공 조경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

○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을 참고하여 각 분야

(건축, 기계, 전기, 토목, 소방, 조경) 설계지침을 

보완할 것 

■ 제80차 5호선 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화곡,마장) 실시설계용역

○ 과업내용서의 책임기술자는 전기관련기술자로 

선임하며, 책임기술자 포함 9명이 180일 동안 

본 과업에 참여해야 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의 

용역비 산정 기준에 따라서 총공사비(관급자재

포함)를 감안한 적정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책정하여 

용역사의 과업수행시 문제가 없도록 검토필요

○ 기존 용량을 철저히 분석하여(부하율, 수용율 등) 

과다용량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 기존시스템을 운전상태에서 개량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교체시 설비의 고장, 안전에 문제없도록 

특별안전대책을 강구한다

■ 제81∼84차 2018년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4구역) 설계심의

○ 금회 과업대상 중 미조사 구간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미조사 구간(250km)은 조사대상 관로 중 

조사가 어렵고 상태가 가장 취약한 구간이므로, 

세부조사 방안을 포함한 향후 계획 등 조치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 

○ 관로 되메우기시 침하 안전성 확보 필요

  - 인접한 매설물 등으로 인한 협소공간 되메우기시 

관로의 활동, 도로의 침하방지를 위해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다짐방법을 제시할 것

○ 관로 보수부 유지관리 대책 마련 필요

  - 보수관로 상부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

준공 일정시간 경과후 보수부의 침하상태 및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유지관리 대책을 검토할 것

○ 부분보수시 기존하수관 손상 방지대책 검토 필요

  - 부분보수 구간의 하수관 절단시에는 기존 

노후 하수관 손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절단기 사용 의무화, 굴착기(백호) 제외 등 

대책을 검토할 것

■ 제85차 백년다리(한강대교 공중보행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강풍 등 기상상황 악화시 통제 기준을 마련

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보행자가 한강대교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안전

장치를 고려하고 긴급 상황시 대피 및 구급

하는 방안을 제시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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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설계관련「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을 참고

하여 ‘공법검토’ 및 ‘구조설계’ 항목을 추가할 것

  -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등

○ 기존 교각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성과품 작성에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및 보강 설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것

○ 신소재·신공법을 사용한 구조물 설계시 현 건설 

여건에 부합하고 시공성도 확보되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고,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작성토록 할 것

■ 제86차 바람길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도시숲은 도시열섬을 저감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염을 대응하는 녹화방안에 

대한 제안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2개 도시숲 조성 대상지를 대상으로 접지기층 

열환경 분포를 분석하여 열대야, 열섬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설정하여 집중 도시숲 조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설계업무의 업무범위에 “미기상 조사 분석(기상청

자료 활용 등)” 추가

○ 생태적 환경조사 단계에서 생태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생태연결성 확보와 바람길숲 조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미세먼지, 열섬현상 완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추가 필요

○ 성과품 목록에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를 추가할 것

■ 제87차 BT-IT 융합센터 건립 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기간’은 기존 건물 현황조사 및 지침서 검토, 

유사건물 조사 비교기간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공휴일 포함 최소 150일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용역기간 확보 검토할 것

○ 재난 상황에서 옥상공간을 활용한 긴급 피난이 

되도록 계획하며, 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상 주차공간과 

연계하는 외부공간을 계획토록 내용 수정할 것

○ 최신 건축구조 기준을 적용하여 증축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 보수·보강공법을 제시하도록 

내용 추가할 것

○ 화재시 강제 또는 자연적으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 적용할 것

○ 건축물 옥상에 노출형 수·배전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형 배전반으로 계획토록 내용 추가할 것

○ ‘하수도 계획’의 강우강도 공식은 변경된 최신

기준을 적용할 것.

■ 제88차 서울교통공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

○ 참여기술인의 도로분야의 경력과 실적을 인정

하여 철도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시행 시 경험이 

없는 참여기술인이 참여할 경우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보완

○ 업체 유사용역실적 평가 시 도로분야의 실적을 

인정하여 철도분야 정밀안전진단 시행 시 경험이 

없는 업체가 참여할 경우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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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차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논현초교 인근 등 개착 구간 복공계획 재검토 

필요

  - 논현초교 인근 등 개착 구간의 복공판 설치 

높이가 높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어려우므로, 

교통안전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복공계획을 

재검토 할 것

○ 비개착 공법의 적용성 검토 필요

  - 논현초교 및 역삼초교 인근 비개착 공법 

적용시에는 관로의 용량, 시공안전성, 지장물 

이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 지장물 간섭 여부 추가검토 필요

  - 미확인 지하매설물로 인한 공사 지연,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장물로 인한 

시공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할 것

○ 야간 공사비 검토 필요

  - 공사비 산출시 공종별 주·야간 공사비를 분리

하여 적용할 것

○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마련 필요

  - 공사대상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상가 민원, 차량 및 보행자 교통불편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제90차 서부간선도로변 장미정원 조성 설계심의

○ 트랠리스 기초 설치로 인한 제방사면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치수과 및 토질 · 구조 

전문가 입회하에 제방사면 안정성을 재확인

하여 트랠리스 수량 조정 및 기초부 도면을 

수정할 것

○ 하천의 기본인 치수(治水)분야 안전성 확보 

재검토

  - 시공 중 예상되는 문제점 최소화를 위하여 

현장 기술자문을 통해 시공하는 방안을 설계와 

시방서에 명시하시기 바람

○ 건설기술심의 후 바로 공사발주 · 시행을 할 경우 

입찰 및 계약절차 등 감안시 공사기간이 우기

(5.15∼10.15) 뿐만 아니라 장마철(6∼7월)과도 

겹쳐 제방사면 및 시공 안전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문관측자료 계획구간과 연계검토 필요

○ 관급자재인 장미의 하자보수 책임소재를 공사

시방서에 명기

○ 포토존 시설물 모서리부분 사고 우려 상세도 

보완이 필요

■ 제91차 세곡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심의

○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편의를 위해 회차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용여부 검토할 것

○ 수영장 천창(ACW-6)이 T42 로이삼중유리로 

적용되어 있는데 유리가 파손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에 대한 방안 검토할 것. 

○ 건축물 외벽에 건식 석재붙이기의 긴결철물 

화스너는 단열재용으로 재작성 바람

○ 외부 창호와 외벽 석재마감의 수평, 수직 줄눈이 

맞지 않아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창호 

크기 또는 외벽 마감재 간격을 조정하여 일치

시키는 방안 검토할 것

○ 수영장 환기계획 재검토 요함(결로 방지 및 

수증기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영장 내부는 

부압으로 하고 환기용량을 확보되도록 함)

○ 가시설 계획은 부지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 28 -

Strut 공법으로 계획되었으나, 동측과 남측을 

사보강 Strut로 추가하는 방안으로 검토 바람

○ 영구배수 공법에 따른 지하수 이용 계획을 

검토할 것

■ 제92차 북부간선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도시개발공사 구간의 강박스거더 하부플랜지 

좌굴에 대한 안전율 부족으로 제시한 하부플랜지 

플레이트 덧댐 보강방안은 모래 천공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종리브 증설 

및 지점부 콘크리트 채움 등의 대체 방안 검토 

필요

○ 본교의 통행 차량의 설계하중이 총중량 10톤

임에도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의 대책이 

미흡하니, CCTV설치 및 축중계 활용 등의 

추가 단속방안을 수립하여 철저한 단속 필요

○ 교면포장 및 붕수층 열화에 의한 누수유발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 재포장을 통해 강박스

거더 및 신축이음 등의 누수 차단 필요

○ 본교 유지관리(배수시설 막힘 및 파손, 신축

이음부 토사퇴적 등)에 따른 청소 및 순찰 

횟수를 조사하고, 적정 주기에 대한 분석내용을 

보고서에 수록 할 것

■ 제93차 탄천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탄천물재생센터내 초기우수처리시설 계획시 

기존 하수처리 시설과의 간섭여부 및 연계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초기우수 성상의 변화가 강우강도, 누적 강우량 

및 강우지속시간의 영향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초기우수 수질 조사에 

대한 조사방법 및 계획을 보완할 것

○ 전체 처리방식의 단위 공정별 설비기종에 대한 

효율성, 내구성, 경제성 등 면밀한 비교검토와 

초기유량, 수질 등 변동성에 대비한 운영방안을 

고려할 것

○ 수처리 구조물의 콘크리트 균열발생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구조물의 내구성, 수밀성, 강도확보를 

위한 레미콘 품질관리대책을 검토하여 보완할 것

■ 제94차 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설계 용역

발주심의

○ ‘전문가가 모두 참여가능’의 설계공모 참가자격 수정

○ 건립부지 하부(지하철 5호선)의 안전성 확보 

위한 사전조사 결과 제시

○ 건축구조 규준 및 규칙은 최신 기준으로 수정

○ 거동이 불편한 재실자, 환자의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방재 계획 반영

■ 제95차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실행

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시 컨버터 관련 내구성에 대한 

성능 제시 요구해야 하며, 중간 교체 설비에 

대한 환경적 대책 필요

  -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중 화재 관련 문제에 

대해 대응책 수립 요구

○ 수소차

  -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차에 대한 개스 

저장과 용량 문제 제고와 수소자동차 증가를 

대비한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운영방안에 “마곡 

u-City의 시통합운영센터와 스마트에너지시티 

운영센터의 통합관리 방안” 과업 내용 추가



- 29 -

○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실행계획 마련에서 

스마트에너지 통합플랫폼  구축에 “시설물과 

에너지관리의 지속적 지도관리 방안” 과업내용 추가

■ 제96차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현장조사 및 선진지하철 통합관제 운영실태 

파악 등 감안시 착수일로부터 180일의 과업

기간 절대부족으로 300일로 조정필요

○ 기술관제 분야별 서버는 안정성 및 상호 보완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호선별의 정도를 달리 적용

하며, 분야별로 동일한 시스템 서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통합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은 운용 및 

관리자에게 편리성 및 사용 용이성을 제고시키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한 이중구조로 사용이 용이한 

형태로 설계하여야 한다

○ 4차 산업혁명 기술중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필요하는데 대심도 구간의 

철도안전을 위한 화재, 지진, 대패용 엘리베이터, 

터널경보장치, 승강장안전문 등의 각종 안전

설비를 관제사가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안전관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종합관제실내 중요장비가 구축되는 장소에는 

지진에 대비한 ~~

   → 종합관제실내 중요장비가 구축되는 장소 

및 장비에는 지진에 대비한 ~

■ 제97차 군자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비(非) 구조부재 요소 중 지진시 가장 취약한 

조적(시멘트벽돌, 치장벽돌, 경량 및 중량 콘크리트

블럭) 및 커튼월 등은 상세설계를 통해 내진

성능 확보가 가능하도록 내용 추가할 것

○ 가시설 시공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 시공

단계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내용 추가할 것

○ 수종 선정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고, 녹량이 

풍부한 수종을 우선 사용토록 내용 추가할 것

○ ‘과업기간’에 과업기간 변경 조건에 관한 내용 

추가를 검토할 것

○ 과업내용서에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

라인’ 내용 반영을 검토할 것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터파기공사를 시행할때는 대상사업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받도록 내용 보완할 것

■ 제98차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설계 용역

발주심의

○ ‘전문가 모두 참여가능’의 설계공모 참가자격 

수정 검토할 것

  → 공모당선자는 공동응모 구성원 모두 수의

계약 대상자이므로 모두 계약 및 설계용역 

수행 가능(건축법 제23조 제1항)해야 하므로 

‘전문가가 모두 참여가능’ 참가자격 수정 필요

○ 지하철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 검토할 것

(장애인 고려하여 지하철 대합실에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건물 내부까지 이동 등)

○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는 대공간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실 냉·난방 설비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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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필요, 특히 대공간 동절기 난방에 대한 

방안을 면밀하게 고려하기 바람

○ ‘과업기간’에 과업기간 변경 조건에 관한 내용 

추가를 검토할 것

○ 안내표지시설의 건축물 내부 및 실명 안내사인물 

계획 추가를 검토할 것

  - 표지 체계(Signage)는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기본설계시 디자인

(채색시안)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검토 받도록 할 것

○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시에는 조경분야 자문

위원으로 서울시 ‘공공조경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99차 북악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심의

○ 북악터널은 대형트럭으로 인하여 제트팬 추락

사고가 있었던 사례가 있으므로 터널 입구부 

차량통과 높이를 강제로 제한 할 수 있는 시설을 

반영할 것

○ 강지보재와 기초부가 노출되어 있어 외부 충돌 

등에 대한 충돌방지책, 완충제 등의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 H-Beam과 콘크리트 라이닝은 최대한 밀착

되도록 계획하고, 시공후 이격이 있는 부위는 

충진 등의 방법으로 밀착될 수 있도록 시공

방안 제시할 것

○ 터널 내 화재시 보행자 통로로 화재연기 유입 

및 처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 예상계약용량 500kw이므로 저압수전 용량 

증설대비 예비 PAD TR 설치부지 확보를 검토

하여 반영할 것

○ 북악터널은 운영 중인 터널이므로 터널 내 

제트팬 설치시 차량 통제가 필요하므로 교통

통제 계획을 수립할 것

■ 제101차 흑석동 도서관 복합시설 신축공사 

설계심의

○ 지상1층 보일러2와 보일러실3 함께 계획 검토

할 것(보일러 가동시 진동, 소음 우려되므로 

처리방안 강구 등)

○ 최상층 고측창 부위는 향후 방수하자 등이 

생기기 쉬운 형태이므로 태양광 시설 설치 디테일, 

창호 상부 물끊김, 충분한 방수턱 높이 확보 등 

방수하자요인 최소화를 위한 설계 바람

○ 고열처리 탄화목을 현장 절단후 세워 시공시 

절단면이 옥상 외벽의 바닥 빗물에 침수, 젖을 

경우 변색과 부풀음 등 하자 우려됨으로 대책 요함

○ 지하층만 있는 구조체에 대해서는 부상력에 

대한 검토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 바람

○ M-501 우수드레인 천정속 수평배관은 보온을 

하여, 겨울철 눈이 녹아 흘러내릴 때 실내와의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발생되니 보온 조치할 것

○ Strut와 벽체가 경사진 곳은 버팀보를 3차원 

해석 필요(버팀보와 토압이 직각으로 작용하지 

않음)

○ 영구배수 공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적용이 

필요하다면 지하수 활용 계획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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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적층하여 제작된 난연 보강섬유 패널 및 시트에 

난연성 접착제를 부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제863호)

(보호기간 :  2019. 03. 28. ～ 2027. 03. 2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정성 향상과 함께 공사기간 단축 및 화재발생 대응력을 강화

하기 위해 구조용 유리섬유(Glass fiber)를 골형화 성형하고 그 위에 탄소섬유(Carbon fiber) 

원사를 적층하여 제작된 난연 보강섬유 패널과 시트에 난연기능을 갖는 에폭시 접착제 및 코팅제를 

부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절차 바탕면 정리 접착퍼티 도포
고강도 보강 구조물

부착/압착
표면정리

공정내용
전처리‧면처리

:설치물 제거,평탄화

보강판 절단,

접착제 교반 및도포

보강판 부착

및 압착

표면정리

및 코팅제 도포

비고

 다. 상세도면 및 개념도

패널보강
시트보강

압착식 접착식 매립식 기둥증타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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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최근 5개년)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건수(건) 39 19 25 20 16

    ※ 연도별 주요 활용실적(발주처, 공사기간, 현장위치)

      - 16-공-도서관 리모델링 시설공사 중 구조보강공사 

        (국군재정관리단, 2016.12.27.～2017.06.30., 충북 청주)

      - SDI 울산사업장 증설공사 중 울산소재 양극(LCD) 구조보강공사

        (삼성SDI주식회사, 2018.01.22. ～ 2018.06.30., 경남 울산)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건립사업 건축공사 중 구조보강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2017.05.10. ～ 2017.12.31.충북 청주)

      - 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 중 구조보강공사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8.08.10.～2020.02.18., 서울 중구)

 나. 향후 활용전망

     건축경기의 성장세 둔화 및 경제 성장률 저하,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건축동향이 신축에서 

유지․보수 또는 리모델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오염과 시간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균열 

및 중성화, 용도 및 구조변경에 의한 하중조건의 변화 등으로 구조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강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신기술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재건축 규제와 내구연한 경과 구조물 증가에 따른 구조보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에 대비한 정부 주관 내진 및 녹색건축물 확대 추진정책으로 

구조물의 수명연장을 위한 구조보강 기술은 향후 지속가능한 신기술로 시장범위를 확대될 전망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신기술 기존공법

편의성

-곡면, 원형부 등 시공환경의 제한 없음

-경량소재로 현장시공 용이

-두께, 폭, 길이 다양으로 이음없는 시공

-비전도체성으로 시공 적용범위 확대

-길이제한으로 용접시공 필요

-구조물의 형태 및 위치에 의한 제한

-전도체로 보강위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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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2014년 공공주택의 수직증측이 허용되고 1970년~80년대 시공 구조물의 균열 및 노화발생, 

용적률 제고 등으로 구조물의 리모델링이 증가하고 있다.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이 정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이 건설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구조물 보강으로 경제성을 향상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효과와 친환경을 도모할 수 있어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우수한 인장력으로 내구성을 향상하였으며, 난연 기능으로 화재 취약성을 개선하여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여 성능기준 이상의 제품을 다양한 규격과 형태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구조재의 경량화로 고하중용 장비 사용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편리한 시공으로 

시공기간을 단축하여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원)

구분 설계규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패널
GC3.0, 매입보강 M 74,600 94,311 2,357 171,268

GC4.5, 매입보강 M 90,100 97,623 2,440 190,163

시트

GC-S200, 1겹 M2 70,245 192,339 0 262,584

GC-S200, 2겹 M2 126,630 262,342 0 388,972

GC-S300, 1겹 M2 92,190 192,339 0 284,529

GC-S300, 2겹 M2 170,520 262,342 0 432,862

시공성
-고하중용 장비 미사용 및 지장물에 의한

영향 미비하여 공기 단축

-과다중량에 의한 고하중용 장비 필요

-공기층 발생시 부착력 저하

유지

관리성

-시공후 들뜸현장이나 기포 미발생

-부식 미발생

-육안관측으로 변형시 즉각진단 및 대응

-전체 시공시 유지관리 곤란

-부식, 들뜸, 기포 발생

경제성
-인장강도 향상으로 자재 소요 감소

-시공기간 단축에 의한 시공비용 절감

-보강 비용대비 효과 미흡

-장비 사용 및 앵커시공에 의한 비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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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단위:원)

구분
신기술 기존공법

GC4.5난연압착보강 GC-S300보강 DP 300 압착보강 HA-S200A보강

재료비 88,740 92,190 134,400 110,670

노무비 57,676 192,339 70,677 305,410

경비 1,441 - 1,766 -

합계 147,857 284,529 206,843 416,080

비율(%) 100 100 139 146

  (3) 공사기간

구분
신기술 기존공법

GC패널 보강 GC시트 보강 유리섬유패널보강 탄소시트보강

① 바탕면 정리 (2일) 바탕면 정리 (2일) 바탕면 정리 (2일) 바탕면 정리 (2일)

② 접착퍼티 도포 (2일) GF-800 도포 (2일) 접착퍼티 도포 (2일) 프라이머 도포 (2일)

③ 보강구조물 부착(2일) GF-922 도포 (2일) 앵커볼트 설치 (2일) 에폭시레진 도포(2일)

④ 양생 (1일) GC 시트 부착 (2일) 보강패널 설치 (2일) 섬유시트 부착 (2일)

⑤ 양생 (1일) 양생 (1일) 양생 (1일)

합계 7일 8일 9일 10일

  (4) 유지관리비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였을 경우 기존기술은 일반적인 유지관리와 함께 보강재의 부식에 

대비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나 신기술은 장기적인 성능유지가 가능함에 따라 일반적인 유지관리만 

요구된다. 보강 후 들뜸이나 기포가 거의 발생되지 않으나 현장여건(타공정 부주의)에 의해 국부적으로 

보강재가 들뜨거나 공극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주기적인 유지관리점검(육안확인)으로 구조물의 

손상과 변형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를 실시할 수 있어 유지관리 경제성을 향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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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면적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구조보강 시 기존기술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약94% 감소할 

수 있어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분 신기술 기존공법

동일면적 기준 CO₂발생량
(30,000㎡기준)

761,124㎏CO₂ 42,460㎏CO₂

나무심는 효과 798,515그루(10년생 소나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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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구경 상수도관로에 관 파쇄기술을 적용한

비굴착 상수도 관로 교체 공법(제864호)

(보호기간 :  2019. 05. 01. ～ 2027. 04. 30.)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굴착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협소 구간이나 지장물이 많은 구간 등에 노후된 

15mm～80mm 소구경 기존 상수도 관로를 굴착하지 않고 매설관 위치를 탐사하여 파쇄헤드 및 

파쇄날을 견인장치에 연결하여 기존관(PE, PVC, STS)을 파쇄하는 동시에 파쇄헤드 후미에 연결된 

신관으로 교체하는 비굴착 상수도 관로 교체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전후단부 터파기 와이어삽입 와이어&신관 견인

①터파기(작업구) ②관로위치탐사 ③견인와이어 삽입 ④견인장비 설치

⑤파쇄헤드 및 신관 연결 ⑥기존관파쇄/신관 설치 ⑦기존관 연결 ⑧되메우기(작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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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구분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신기술공사
금액(천원)

비고

1
2017년 물야면 북지리
노후관로 교체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특수
건설

2017.10.23∼
2017.12.21

D20mm
∼D40mm

20,495원 준공

2
2017년 석포면 노후관로
교체공사 중 비굴착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특수
건설

2017.12.13∼
2017.12.28

D20mm
∼D40mm

60,000원 준공

 나. 향후 활용전망

     배수지관 및 급수관과 같은 소구경관, 특히 수용가의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대부분 굴착

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에 매설되어 있고 우수박스와 오수관 등과 같은 지장물이 좁은 

골목내에 같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구경관의 교체 시 인력 굴착 방법에 의한 

교체로 설계되고 있어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측면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실제로 시공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신기술은 지반굴착을 하지 않고 노후된 소구경관을 교체하는 공법으로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반굴착으로 인한 불편사항 및 민원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 

활용전망이 매우 높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굴착 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에는 지표를 굴착하지 않고 기존관을 갱생하여 

재사용하는 기술이 다수 존재하나, 대부분 관내부에 신관을 삽입하거나 내부피복을 재도장하는 

기술로 관경 200mm 이상의 관에 적용이 가능하고, 소구경관을 비굴착으로 교체가 가능한 기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수도관로의 신설 및 교체에 있어서의 비굴착 공법은 해외에서만 

적용사례가 있을 뿐 국내에는 아직까지 도입되거나 연구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지반 굴착이 불가능한 구간의 노후관을 굴착 없이 신관으로 교체함으로서 누수 복구 

및 빈번하게 발생되는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K-water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 기업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구경 상수도시설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으며 장치 및 자재 일부를 개량하여 가스관, 하수관 등 유사 시설로의 확대 적용 시 

그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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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국외의 Pipe Bursting 기술은 미국, 영국 등 매설환경이 양호한(평지, 양질의 토사)환경에 직선으로 

매설된 관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어 곡관과 돌이 많은 국내 환경에는 적용이 불가하지만, 

이 신기술은 소구경 및 곡관부에도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노후 상수관로 비굴착 교체 기술로써 

현재, 기술 개발이나 타 기술의 적용사례가 없어 시장 진입 및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뿐만 아니라 국내 매설 환경과 비슷한 국외까지도 확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비금속관 16mm 20mm 25mm 30mm 40mm 50mm 80mm

단가(원) 699,501 808,914 689,374 997,766 1,021,617 1,047,416 1,169,858

금속관 16mm 20mm 25mm 30mm 40mm 50mm

단가(원) 946,375 1,108,771 993,588 1,016,650 1,046,439 1,083,377

  (2) 공사비

      아스팔트 구간, 비금속관을 기준으로 관경별 작업거리에 따른 기존기술(굴착 교체)과의 공사비 

비교는 다음과 같다.

규격 작업거리(m) 기존기술(원) 신청기술(원) 비율(%)

16mm 30 5,370,153 3,847,392 71.6

20mm 30 5,391,262 3,931,437 72.9

25mm 30 5,270,339 3,852,135 73.1

30mm 50 8,730,987 6,583,353 75.4

40mm 50 8,745,229 6,707,678 76.7

50mm 50 8,768,267 6,868,920 78.3

80mm 50 8,887,160 7,165,840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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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항목 시공 관경 및 연장 총소요시간(분)

기존기술(굴착 교체) D40mm, L=50m 1,870 (100.0%)

신청기술(비굴착 교체) D40mm, L=50m 541 (28.9%)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이 적용되는 관로는 기존관의 관종에 상관없이 접합부가 없는 PE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을 대폭 저감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 특성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 내마모성, 내부식성 소재로 강도가 크고 부식이 되지 않아 파손이 없음

      -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질되지 않음

      - 삽입되는 PE관은 완전구조보강이 가능하므로 외부하중 및 충격에 감함

      - 이음부가 없는 롤상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시공 후 취약부가 발생되지 않아 유지관리 용이

      - 굴삭기, 브레이커 등 외부 충격에 의한 타 시설물의 손상 발생 적음

      - 높은 연성으로 인하여 지진, 부등침하,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변형 등에서도 안전

      - 유지관리 횟수가 줄어들고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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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은 지반 굴착을 하지 않고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기술로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정의 대폭 축소가 가능하므로 공사기간을 

현저히 단축할 수 있고 지반굴착으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교통통제 등이 최소화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 발생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오래된 상수관이나 정수장을 보유한 총 118곳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2017년도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대화 사업 중 상수관망 정비의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77.5%인 총 2조 3,988억 원에 이르며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 물량 중 굴착을 할 수 없는 20%의 물량을 

이 기술인 비굴착 관로 교체 기술로 교체 할 경우, 사업비가 총 4,800억 원으로 연간 400억 원의 

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시설물의 노후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굴착 

개량의 시장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이 신기술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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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교통안전 프로그램과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Vision Zero’와 

같은 야심찬 교통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새로운 안전개선 전략의 구상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에 대한 오래된 개선전략은 개별 교통

사고 자체에 집중하여 청소년 및 노년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 및 산만운전 등의 운전자 특성에 

기인한 사고요인과 도로 및 차량의 설계와 같은 

공학적 성능요인 개선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위험 요소로서의 통행노출(총 차량통행

거리 등)을 인식하며 멀티모달 구축계획을 통한 

차량통행 감소, 효과적인 운송비용 책정 정책, 

교통수요관리(TDM)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 접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VTPI(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에서 제시한 해외 교통안전 최신현황 

및 교통안전 영향요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전략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위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인구통계적, 지리적, 경제적 요인들이 교통사고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망사고율은 인구당 차량통행

거리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OECD 국가 중 

미국은 십만명당 교통 사망자수와 인당 연간 차량

통행거리가 가장 높다. 미국 내 지역별 인당 연간 

차량통행거리와 십만명당 교통사망자수도 동일한 

비례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사고발생의 기회가 

되는 차량통행 노출빈도 증가가 교통안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교통수단별 사망사고율은 수단별 특성에 따른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대중교통은 거리당 사망

사고율과 통행당 사망 사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륜차 이용 사망사고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개선은 교통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대중교통 

이용률 고성장도시(덴버,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시애틀)와 저성장도시(클리블랜드, 달라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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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밀워키, 레드라인)를 비교하면, 고성장

도시들이 훨씬 높은 인당 사망사고율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대중교통 사용 증가가 전체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연구들은 통행료 및 연료비 상승과 같은 

가격정책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있다. 14개 선진국 대상 종합연구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10% 감소하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angari, 

et al., 2014). 도시지역 인당 사고율은 직주균형, 

다중심구조 설계, 인구밀도의 증가와 스프롤 현상의 

1방지, 교통네트워크의 연결성 개선, 대중교통

시설의 증가, 분리된 등급별 간선도로 체계를 

갖출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ajaf, et al., 

2018). 이는 위와 같은 토지이용 상황이 인당 

차량통행과 통행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교통안전 전략

 먼저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추가 

노선제공, 배차빈도 증대, 배차간격 감소, 정류소 

정비, 제공차량 개선,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한 차량통행을 직접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1%의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는 일반적으로 1%의 차량통행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CF, 2010). 또한 다인승

차량과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제공하여 차량통행의 

감소와 대중교통 및 차량공유를 장려하는 경우, 

통근통행 사고율을 10~30% 감소시키고 전체 

사고율을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vans and Pratt, 2005). 또한, 보도 및 횡단

보도 개선, 정류소 환경개선,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도보 및 자전거 

통행자의 인구당 교통사고율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용정책 측면에서는 도로

관리비용 및 탄소세 부과 개념의 연료세 인상, 

혼잡비용 부과, 거리기반 차량보험료와 등록세 도입 

등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교통안전 개선을 

유도한다.

 장기적 전략으로 멀티모달 구축에 의한 안전 

영향이 고려된 교통계획을 지원하여 차량통행과 

사고건수의 저감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 내 

멀티모달교통 체계를 강화한 도시들(47%)은 기존 

차량중심 도시들(19%)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용 교통수단의 전환을 유도하고 적합한 통행

속도 설정과 설계를 통해 사고 빈도 및 심각도 

저감을 목적으로 연결성이 강화된 완전도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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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행자의 편리성을 최대한 

강조하여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 통행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완전도로의 특성상 상대적 교통약자인 

보행자 안전확보에 유리할 것이다.

시사점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 고려 시, 개별 운전자의 

운전특성에 집중하고 개별 사고 위험수준 감소를 

목적으로 한 기존 정책시행과 별개로, 잠재적 교통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차량통행환경에 

대한 운전자 및 통행자의 노출빈도 자체를 경감

시키는 교통시스템 관리와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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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9년 5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73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연결교량 2개소

22,445

(907)

조건부

채택
토목

74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1공구) 기본 및 실시

설계

․ 올림픽대로 지하화 연장 740m

․ 신천나들목 개선 800m

183,100

(3,607)

조건부

채택
토목

75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2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 올림픽대로 선형개선 연장 1,260m

․ 올림픽대로(하남)진입램프개선 연장 257m

142,800

(3,436)

조건부

채택
토목

76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 탄천동로 지하화 705m

․ 찬천나들목 개선 연장 1,685m

․ 삼성교 차로확장 연장 280m 등

4,090

(1,580)

조건부

채택
토목

77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4공구) 기본 및 실시

설계

․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신설 연장 526m

․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위치조정 1,943m

․ 영동대교 남단 진입램프 신설 연장 1,163m 등

87,500

(3,153)

조건부

채택
토목

78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

․ 왕복 4차로, 연장 8.1km

․ 친환경공간 119천㎡

83,529

(2,728)

조건부

채택
토목

79

삼양동 빈집활용 임대주택 

및 복합커뮤니티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공공임대주택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약 1,240㎡

․ 복합커뮤니티시설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약 726㎡

7,052

(336)

조건부

채택
건축

80
5호선 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화곡, 마장) 실시설계
․ 화곡, 마장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

8,122

(144)

조건부

채택
전기

85
백년다리(한강대교 공중보행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규모 : 폭10.5m, 길이 500m

30,000

(1,339)

조건부

채택
토목

86
바람길숲 조성 기본 및 시

실시설계
․ 위치 : 2개소

20,000

(955)

조건부

채택
조경

87
BT-IT 융합센터 건립 설계

용역

․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2,961㎡

․ 증축 2개층 976㎡ 및 부분 리모델링

7,505

(394)

조건부

채택
건축

93
탄천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

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 239만톤/일

119,500

(5,593)

조건부

채택
토목

94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공사 설계용역
․ 연면적 : 4,058㎡

10,976

(680)

조건부

채택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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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발 주

심 의

95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

․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비전·전략·실행

계획 마련
(441)

조건부

채택
전기

96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구축 실시

설계 용역

․ 신호(운전), 전력, 통신, 설비분야 

관제시스템 통합 구축

96,957

(4,477)

조건부

채택
전기

97
군자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연면적 2,700㎡

․ 지하2층/지상5층

7,193

(324)

조건부

채택
건축

98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설계용역

․ 연면적 13,529.88㎡

․ 지하3층, 지상2층

37,098

(1,903)

조건부

채택
건축

설 계

심 의

71
불암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 규모 : 1km

․ 무장애 데크 설치, 수목식재 등

1,945

(51)

조건부

채택
조경

72
올림픽대교 경관조명 개선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규모 : 연장 2,525m

· LED 조명 2,627등 설치

3,700

(69)

조건부

채택
전기

81
2018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구역)

· 전체보수 19,553m

· 부분보수 915개소, 4,215m

44,968

(1,221)

조건부

채택
토목

82
2018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구역)

· 전체보수 17,858m

· 부분보수 580개소, 2,708m

41,804

(1,173)

조건부

채택
토목

83
2018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3구역)

· 전체보수 21,780m

· 부분보수 983개소, 4,834m

51,429

(1,305)

조건부

채택
토목

84
2018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4구역)

· 전체보수 28,024m

· 부분보수 828개소, 3,804m

56,551

(1,400)

조건부

채택
토목

89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5개소

53,333

(743)

조건부

채택
토목

90
서부간선도로변 장미정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 트랠리스 153개소 설치 등

· 장미 47,007주 식재 등

1,169

(19)

조건부

채택
조경

91
강남구 세곡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 연면적 : 9,314.37㎡

· 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24,761

(990)

조건부

채택
건축

99
북악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기계 : 제트팬 20대 등
· 전기 : PAD TR, 저압반 신설 등
· 토목 : 강지보 10라인 등

5,630

(216)

조건부

채택
기계

101
흑석동 도서관 복합시설 신축

공사

· 연면적 4,422.62㎡

· 지하2층/지상5층

11,492

(567)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92 북부간선고가교 정밀안전진단

· 연장 : 6,693.9m

· 폭 : 5.8~30.4m
(735)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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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9년 5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9.05.

건     축 
강북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 28건

7,866 7,212

교 통
고척2동, 개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등 4건

79 78

기 계 설 비
청사 냉난방설비 개선공사(1차) 감리용역 
등 2건

22 22

도 로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12건

2,443 2,425

도 시 계 획
품질시헙소 별관부지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등 17건

4,249 4,075

상 하 수 도
2019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등 
11건

7,680 7,522

소 방 
가락시장 자동화재탐지설비(청과, 채소동) 
교체공사 감리용역 등 4건

111 89

전 기 통 신
5~8호선 연락 및 고압배전선로 
개량공사(2차) 감리용역 등 16건

5,439 5,423

정 밀 진 단 구리암사대교 하자점검 용역 등 4건 205 203

조 경
2019년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4건

995 958

지 하 철
군자 외 2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37공구) 계측관리 용역 등 2건

215 220

하     천
2019년 관내 하천준설공사(안양천, 도림천, 
목감천) 하천측량용역 등 6건

1,355 1,345

기 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시방서 코드체계화 및 
개정 용역

1,929 1,856

 계 132건 32,588 3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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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9년 제118 · 119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4.12~4.18 5.05 6.14 6.17~6.20 7.13~7.22 8.02

7.19~7.25 8.10 9.11 9.16~9.19 11.2~11.11 11.22

< 2019년 제66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6.21~6.27
7.13~
7.14

7.19 7.22~7.25 8.24~9.6
9.20
9.27

< 2019년 제2 · 3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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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7.11 8.04 8.30 9.02~9.05 10.12~10.25
11.01
11.22

< 2019년 제2 · 3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3.22~3.28 4.06~4.14 4.19 4.29~5.03
5.25~
6.11

6.21
6.28

6.21~6.27 7.13~7.21 7.26 7.29~8.01
8.24~
9.06

9.20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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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bitcoin)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다.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을 합친 용어다.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빠르게 진전되는 온라인 추세에 

맞춰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달러화, 엔화, 원화 등과 

같은 기존의 법화(法貨·legal tender)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2009년 처음 개발했다.

 핵심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 어떤 중앙집중적 

권력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는 

데 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산화된 거래장부’ 방식을 

도입했다. 시스템상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공개된 

장부에는 새로운 기록이 추가된다. 이를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거래기록이 맞는지 확인해 

거래를 승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채굴자’라고 한다. 

컴퓨팅 파워와 전기를 소모해야 하는 채굴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비트코인 시스템은 채굴자에게 새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주는 것으로 보상한다.

 비트코인은 완전한 익명으로 거래된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통화 공급량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현재 10분마다 25개의 새 비트코인이 시스템에 

추가되지만 21만개가 발행될 때마다 반감돼 앞으로 

10분당 추가되는 비트코인은 12.5개, 6.25개로 줄다가 

0으로 수렴한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개로 

정해져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재량적으로 통화공급량을 

조절하면 안 된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주장과 연결돼 있다.

 비트코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대한 

데이터센터들에 있는 컴퓨터에 의해 채굴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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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