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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술정보’ 

동작구 종합행정타운(복합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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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에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소방시설 설치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성능에 적합한 설비
보다 대부분은 경제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법 규정에 따른 설비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발달과 더불어 소방산업도 발전하고 있어 건축물의 규모, 용도, 층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2. 화재 발생 및 당면 과제
가. 화재 발생 현황
 최근 서울에서는 종로 고시원, 아현동 통신구 화재가 발생하였고, 지방은 제천, 밀양에서 
대형화재 참사 발생하였다.
 화재는 재산손실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아현동 KT통신구 화재와 같이 
국가기반시설 훼손으로 핸드폰, 카드결제, 인터넷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초래한다.
최근 5년간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화재발생건수는 매년 4만 2천에서 4만 4천 건으로 비슷하나 
화재가 대형화 되면서 사망 등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화재 발생 현황 화재유형별 화재건수(2018년)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백만원) 사망 부상
2018 42,337 369 2,225 559,734
2017 44,178 345 1,852 506,913
2016 43,413 306 1,718 420,603
2015 44,453 253 1,837 433,208
2014 42,135 325 1,856 405,366
계 216,516 1,598 9,488 2,325,824

》  칼  럼

 서울 안전선진화를 위한 성능위주 소방시설
    권 병 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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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의 최근 5년간(’14년~’18년)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봄철에 화재가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는 겨울철이 다른 계절보다 높았다.

계절별 화재발생률(’14~’18년) 계절별 화재사망률(’14~’18년)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904명이며, 이 중 화재로 발생한 열에 의한 열적사망자는 
9.7%인 88명이나 연기 등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90%이상인 816명이 발생하였다. 
인간 생존의 333법칙과 같이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3주를 버틸 수 있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을 버티기 힘들지만 숨을 쉬지 못하면 3분을 넘기기 힘들다는 것과 같이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연도 화재(건) 사망 부상(명)계(명) 열적 (명/%) 비열적 (명/%) 
2017 44,178 345 31 /  9.0% 314 / 91.0% 1,852
2016 43,413 306 30  / 9.8% 276 / 90.2% 1,718
2015 44,435 253 27 / 10.7% 226 / 89.3% 1,837
합계 132,026 904 88  / 9.7% 816 / 90.3% 5,407

나. 화재 안전 점검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화재는 1만6,865건(2014년 5,815건, 2015년 5,921건, 2016년 6,443건)이 
발생하여 93명이 목숨을 잃고 623명 부상당했으며 화재는 주택(단독, 공동, 기타주택)에서 
7,225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에서 61명이 사망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 안전대진단 계획에 의거 전통시장, PC방, 숙박시설 등을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별로 점검을 시행하였다.
 소방청에서도 2018년에는 1단계로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7만 2천개 동에 대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행하였고, 2단계로 2019년도에는 38만
2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산업사회 발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으로 진입하였으나, 
잦은 화재발생 등 재난안전 부분에서는 후진국 수준에 있는 바, 소방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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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면 과제
  서울 소방안전 선진화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당면과제로는 
  첫째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은 방염, 난연, 불연화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통해 소방 설비 기능 유지관리 등 화재 예방 대책이 최우선적이어야 하며,
  둘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화재감지․경보 및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 시 소방 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셋째 신속한 대피에 유용한 피난용 승강기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2개소 양방향 

피난계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2개소 이상 피난계단 미확보 시 소방법규에 따라 대부분 
설치하고 있는 피난기구인 완강기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에 노유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승강식피난기 등의 실용적인 피난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넷째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건물주 또는 관계자가 주기적인 화재안전 훈련 시행으로 
화재안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고,
예)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불나면 대피 먼저!’ 교육을 활성화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

◦ ‘찾아가는 119안전체험교육’ 확대, 다중이용시설 대상 사전 예고 없는 불시 대피

훈련 실시 등 화재대응 역량 강화

  다섯째 법 규정 미흡으로 기존 소방시설이 열악한 시설물은 행정 계도를 통해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 기능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 
예) 기존 취약시설 안전

◦ 자동화재소화설비가 없는 고시원 1,826개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 비용 지원

◦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간이 포함 / 현행은 일정 층수·면적 이상의

의무 부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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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위주 소방시설 구축 방안
가. 옥내소화전
  (1) 화재 시 초동 대처 필수

  현 행   개선 방안
✔ 대부분 호스방식 설치
  ◦ 2명 이상 사용
  ◦ 시간 지연

 ✔ 호스릴 방식 
   ◦ 1인 신속 사용

   

  (2) 화재가 성장하는 열방출율은 (Q=@t2)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하므로 
초기 진화가 필수 즉, 소방 골든타임(5분)내 화재초동진압 필요 

  (3) 호스 방식은 호스 꼬임이 없도록 펼쳐야 하고 반발력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이 사용하여야 
하며 시간이 지연되고 소방안전성 및 신뢰성 적음

나. 피난기구
  (1) 실효성을 갖춘 피난기구 설치

  현 행   개선 방안
✔ 완강기 일반적 설치
  ◦ 사용 어려움 및 낙하 위험 
  ◦ 노약자 사용 곤란

 ✔ 승강식피난기 등 
   ◦ 노약자 등 재해약자 사용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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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호텔 등 숙박시설 대부분은 완강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개구부인 탈출구가 동일 수직 
동선에 있고, 고정 유리창인 경우에는 파쇄 해야 하며 먼저 완강기로 탈출하고 있는 
투숙객 머리위에 유리가 떨어질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3) 피난기구를 설치할 때 별도로 구획된 전용공간은 바닥면적 및 용적률 제외 법제화
      ◦ 용적률 산정 기준 :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면적, 지하층 면적 등은 제외

다.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1) 화재 초기 감지, 경보 및 제어 필요

  현 행   개선 방안
✔ 저급한 일반감지기 적용
  ◦ 화재 위치 확인 곤란
  ◦ 잦은 비화재보 경보 발생

 ✔ Analog 감지기 설치 
   ◦ 정확한 화재 위치 확인
   ◦ 실시간 열 및 연기농도 측정

  (2) 감지기는 내구연한도 없으며, 화재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격 
및 성능이 낮은 감지기를 설치하므로 잦은 화재와 인명 및 재산 피해 증가 

  (3) 기능과 성능이 향상된 주소형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원격 집중관리 
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채택하여 소방 신뢰성 향상 및 소방 선진국 도약

라. 외벽 단열재 (드라이비트)
  (1)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불연성 단열재 사용

  현 행   개선 방안
✔ 대부분 스티로폼 사용
  ◦ 불쏘시개급 가연성
  ◦ 전 층 화재 확산 우려

 ✔ 미네랄울 등 불연자재 설치 
   ◦ 소방 안전 확보

 

의정부

4개동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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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69명 사상자 발생 및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원인은 
외벽 단열을 드라이비트로 스티로폼을 설치하여 화재가 확산되었음 

  (3) 기존 드라이비트는 불연성 자재로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고, 의정부 화재 참사로 
2015년에 6층 이상 스티로폼 사용 금지,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3층 이상 확대 필요 

마. 주방자동소화장치
  (1) 실효성 있는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현 행   개선 방안
✔ 조리대 외부 설치
  ◦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위치
     부적정 및 적응성 부족 

 ✔ 조리대 상부 : 후드 내 설치 
   ◦ 식용유화재 소화약제 사용

    

  (2)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기는 대부분 분말약제로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부족
하며 설치위치는 조리대 외부에 설치하여 실효성도 미흡함

      ◦ 2018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주방 화재 시 천정 후드 덕트를 타고 불길이 60미터 
날아가 화재가 확산되어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진압

  (3) 또한 현행 규정은 자동확산소화기와 소화장치 중 선택 적용하고 있으나,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약제인 주거용・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주방에 자동확산
소화기 대신에 설치토록 법 규정 개정 필요

바. Passive와 Active 선순위
  (1) 완강기 등 피난기구보다 안전피난을 위한 양방향 피난(또는 특별)계단 우선 적용

  현 행   개선 방안
✔ Active 시스템
  ◦ 화재감지, 경보, 소화설비 
  ◦ 경제성 ≫ 안전성

 ✔ Passive 시스템 우선 채택
   ◦ 방염, 난연, 불연재 사용 
   ◦ 양방향 피난계단,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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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Active시스템은 고장 및 유지관리 어려움이 있기에 화재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불연자재 등의 건축적인 Passive 시스템을 우선적용하고 소화
설비 등의 설비적인 Active 시스템으로 보완

  (3) 2개소의 피난계단은 양방향 피난이 되도록 일정 간격 유지토록 법 규정 개정 필요

사. 고시원 등 취약시설
  (1) 대부분 소규모로 시설 및 관리가 열악한 환경

  현 행   개선 방안
✔ 자동화재소화설비 없음
  ◦ 소규모로 법 규정 사각지대 
  ◦ 영세한 임대업 경제력 부족

 ✔ 간이스프링클러 등 시설 보완
   ◦ 캐비닛형 간이S/P 등 
   ◦ 정부에서 시설비용 지원

아. 전기실(300㎡미만) 소화설비
  (1) 시설물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소화설비 미흡

  현 행   개선 방안
✔ 화재 시 대응 곤란
  ◦ 수동식 소화기만 설치

 ✔ 화재시 초기 대응  
   ◦ 수배전반에 자동소화장치

자. 기타 소방안전 선진화 방안
  (1) 배연창 제연설비
      ◦ 건축법의 배연창은 자연배기 방식으로 화재 시 발생한 유해가스 제연에 실효성이 

없어 실효성이 있는 샌드위치 가압방식 등의 기계식 강제제연으로 보완 필요
          - 샌드위치 가압방식 : 화재층에서 배기하고 상하층에서 가압 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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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설비 점검
      ◦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을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어 점검비용 절감을 위해 관계자가 형식적인 셀프점검 시행
      ◦ 실질적인 소방 점검을 통해 소방설비 기능 및 성능이 유지되도록 전문소방시설관리

업체에서 점검 의무화
  (3) 건축심의 소방전문가 참여
      ◦ 건축물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소방전문가가 참여 안전성 및 성능위주 전환
  (4) 국민 안전의식화 강화
      ◦ 재난방송 등을 통해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건물주 또는 관계자가 주기적인 

화재안전 훈련 시행으로 화재안전의식 제고 필요
 

4. 소방 안전선진화를 위한 제언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그 
이후 한 달 남짓 지난 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나면서 47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쳤다.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우리나라의 건축 실태와 기술 정책의 부실성, 
그리고 각종 기술의 실패가 부른 대형 참사였다.
 건축물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사각지대에 놓인 소방시설, 그리고 부실한 관리, 화재 대응 
측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은 여과 없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제천은 부실한 관리로 그나마 있던 스프링클러 설비는 작동조차 안 했고, 피해가 가장 컸던 
2층 여성사우나의 뒤편 비상구는 폐쇄된 상태로 운영되던 사실이 드러났다. 밀양은 수많은 
피난약자가 입원해 있는 시설임에도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었다. 
 화재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는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화재에서 건축법의 허점이 드러났고, 건축법의 문제가 떠오르면서 국토교통부는 그간 방치돼 
왔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규제 대상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부르며 진통을 거듭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도 개선책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의 과제는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사망7명, 부상11명)와 같이 
취약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최소한의 법 규정 적용보다 건축물 인허가시 적극적으로 성능위주 소방
시설들을 건축물 규모, 용도, 환경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선진화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1. 화재통계 및 보도자료 (소방청)
  2. 소방방재신문 사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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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공공주택+SOC’ 혁신적 컴팩트시티
 서울시와 사업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주변을 

포함한 약 75,000㎡에 주거,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Compact City)를 선보인다.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신개념 공공주택 모델이다.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1,000호 규모 

공공주택(청신호 주택),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원, 보육시설 같은 생활 SOC, 일자리와 관계된 

업무‧상업시설이 집약적‧입체적으로 들어서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한다. 인공대지 위 곳곳에는 오픈 

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해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도시농업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등을 

촘촘하게 배치한다. 

 또, 서울 동북권과 수도권 신도시를 연결하는 

관문지역이자, 경춘선 신내역과 향후 개통 예정인 

6호선 신내역, 면목선 경전철역 등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인 일대의 잠재력을 살려 대중교통 

중심 생활권으로 탈바꿈시킨다. 현재 북부간선도로로 

가로막혀 있는 신내역과 기존 주거지(신내3지구)를 

공중보행길(스카이웨이)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오랫동안 단절됐던 지역과 지역을 잇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도시 전반을 창조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도시공간 

재창조 효과를 극대화, ‘낙후‧고립’이라는 공공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위 도시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상태로, 향후 설계단계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최적의 공법을 

채택해 적용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저이용 공공시설인 도로 상부를 활용한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히고, 

그 밑그림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 조성 후 단절된 지역의 연결 복원 상상도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 

총 74,675㎡를 ‘공공주택지구’(신내4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추진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내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10월 중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20년 지구

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1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25년이면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 대상지(74,675㎡)는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구간 약 500m(23,481㎡), 

북부간선도로와 신내차량기지 사이 저층창고 부지

(33,519㎡), 도로 북측의 완충녹지 일부(17,675㎡)를 

포함한다.(국공유지 67%, 사유지 33%)

》  지식정보 



- 11 -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크게 5가지 요소(▴인공대지 ▴생활SOC 

▴휴식‧녹지공간 ▴스카이웨이 ▴청년 주택 및 

일자리 공간)가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와 SH공사는 주민공람 공고 이후에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서울시, 중랑구, SH공사가 

참여하며, 월 1회(필요 시 수시개최)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후 오픈 스페이스, 입체 보행로, 

생활SOC 및 청신호주택 등이 조성된 상상도

△ 신내3지구〜인공대지〜신내역을 연결하는 입체보행로 및 청년 

창업기능을 갖춘 복합업무시설이 조성된 가로환경 상상도

〔SH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02)3410-7231〕

〔공공주택과 (02)2133-7070〕

서울시, 노들섬~용산 ‘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아이디어 공모…‘22년 완공

 서울시가 한강대교(용산~노들섬~노량진) 북단에 

노들섬과 용산을 잇는 보행 전용교를 신설하기 

위한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노량진 방향으로 연결되는 노들고가차도가 있는 

남단(노들섬~노량진)과 달리 용산 방향으로 연결

되는 시설물이 없어 보행길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상상력과 전문가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기본구상으로 활용

한다는 계획이다. 총 상금 1억 원 규모로, 전문가, 

일반시민 누구나 지역과 연령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

 이번 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설치는 한강대교 

남단(노들섬~노량진) 쌍둥이 아치교 사이에 보행자 

전용 공중보행교를 설치하는 ‘백년다리’ 1단계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30일 1단계 구간인 남단 공중보행교에 

대한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1‧2단계 사업을 통해 노들섬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용산, 남으로는 노량진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보행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1917년 

한강 최초의 보행교로 개통한 ‘한강 인도교’의 

보행 기능을 복원하고 ‘음악 중심 복합문화기지’로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노들섬으로의 보행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올 연말까지 기본구상 

및 추진방향을 정하고, '20년 국제현상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1년 착공에 들어가 

'22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8월 6일 오전 10시부터 9월 20일 17시

까지(총 45일간) 일반과 전문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12 -

 내 손안의 서울(http://www.mediahub.seoul.go.kr), 

서울시 도시재생 포털(https://uri.seoul.go.kr)에 

참가등록하고 게시되며 지역 및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전문가부문의 경우 ①한강대교와 조화를 이룬 

보행교의 창의적 디자인 ②한강의 다양한 기후

(바람, 폭염, 추위 등)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③한강 조망,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및 녹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④한강대교의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⑤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⑥노들섬과 용산 이촌동 방향 

보행교 연결방안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공공재생과 (02)2133-8650〕

서울시, 도로로 단절 ‘서울숲-응봉역’ 

350m 공중 보행교 놓는다

 서울시가 간선도로와 중랑천으로 단절된 서울숲

(이전‧철거 예정인 삼표레미콘 공장부지)과 지하철 

경의선 응봉역 사이를 연결하는 공중 보행교를 

놓는다. 길이 350m, 폭 10m의 ‘보행+자전거 겸용

도로’로, '24년 12월 준공 목표다.

 조성되는 보행교는 다양한 콘텐츠와 전망,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단순히 걸어서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걷는 즐거움이 있는 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서울을 대표하는 생태‧문화‧경관 명소지만 현재 

도로, 중랑천, 철도 같은 물리적 단절로 파편화된 

서울숲과 맞은 편 응봉역, 응봉산을 연결해 서울숲 

일대를 통합하고 공원‧녹지축을 확장한다. 보행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서울숲 일대 지역에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행교 건립은 미완의 서울숲(61만㎡)을 

완성해 세계적인 생태문화공원으로 재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가 작년 3월 발표한 ｢서울숲 일대 기본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사업의 하나다.

 서울시는 보행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하고자 ｢서울숲 보행교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관리｣ 용역을 8월 13일 공고했다.

 아울러, 보행교의 시점부인 응봉역 일대와 종점부인 

공장 이전부지에는 수변문화공원 등과 같이 지역 

활력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

한다는 계획이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 9월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모를 

거쳐 '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58〕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사업추진 탄력

 서울시가 동북권을 서울의 변방에서 경제발전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동부간선

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영동대로 경기고 앞~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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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평소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

간선도로’를 확장(6→8차로)해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16년 12월 발표한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지상도로를 

걷어내고 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공원 10배 규모

(약 221만㎡)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계획.

 이번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구간은 동부

간선도로 월릉IC~영동대로(경기고 앞)에 대심도 

도로터널 4차로, 10.4km 구간으로 2026년 완공해 

개통한다는 목표다. 시는 앞으로 민간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제3자제안 

공고를 실시하고, '21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22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심도 터널이 건설되면 월계~강남까지 

50여분 소요되던 것이 10분대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상계CBD와 강남MICE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되고 강남북 균형발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64〕

SH공사, 마곡 마이스(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재공모

 서울 마곡지구 중심부에 컨벤션센터와 고급호텔, 

공연장 등이 어우러진 MICE복합단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한다.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는 서울 도심과 약 13km

거리에 위치하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직결되어 있는 서남부의 관문지역으로 

아시아 주요도시와 일일 비즈니스권 형성이 가능한 

첨단산업, 주거,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 중이다.

 마곡 MICE복합단지는 지난해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영향과 MICE복합단지 내 필수도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사업참여자의 사업성 확보 곤란 등으로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유찰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필수도입시설 규모, 분양시설, 

컨소시엄 구성원 수 등을 완화·조정하고, 토지가격을 

재산정하여 이번 공모에 반영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필수도입시설 중 문화 및 집회

시설과 원스톱비즈니스센터의 의무 설치 규모를 

각각 1만 5천㎡에서 5천㎡으로, 5천㎡에서 3천㎡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생활숙박시설 신설,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확대(10개사 ⇒ 15개사)하는 한편, 

토지매매대금 납부기한을 완화(3년⇒5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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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는 이번 재공모를 통해 마곡 MICE복합단지를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스마트시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능력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공고(8.20)를 시작으로 사업설명회(9.4), 사업

신청서 접수(11.18)를 거쳐 개발･재무･관리운영

능력 등을 고루 갖춘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

하기 위해 사업계획(1차)과 토지입찰가격(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오는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총점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1차) 

평가에 800점을 부여하여, 가격경쟁력보다는 마

곡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디벨로퍼의 

관점에서의 사업계획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SH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올해 안에 사업협약 

및 토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오는 2025년까지 

마곡 MICE복합단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등 ‘마곡 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 마곡사업부 (02)3410-7683〕

서울시, ’27년까지 노원구 송전선로 

지중화, 동북권 지역발전 촉진

 서울시는 8월 23일 노원구청에서 노원구·한국

전력과 함께 ‘노원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상계동 

620번지~월계동 359-1번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가공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력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가공 송전선로(154KV, 5km)는 의정부에서 노원구를 

경유하여 성북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 송전철탑 

21기가 설치되어 있다. 송전철탑이 아파트단지 

내를 통과하고 학교, 어린이공원 인근에 설치되어 

주민들은 안전사고 우려 및 전자파 위험, 열악한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꾸준히 지중화를 요구해왔다.

 또한, 특고압 송전철탑(60m)으로 인해 도시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낙후되고 위험한 이미지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9월 노원구에서 한전에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신청, 한국전력의 지중화사업 

심의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서울시 

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였다.

 올해 9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개월의 용역기간을 거쳐 

2021년 4월에 공사를 시작, 2027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2026년부터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동북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혁신성장산업의 거점

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559〕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02)2133-8287〕

서울시, ‘새로운 효창공원’ 의견 수렴 

위한 시민참여단 활동 본격화

 서울시와 국가보훈처는 ‘효창 독립 100년 공원’ 

조성의 공론화를 위해 24일 현장답사, 27일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시민참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나선다고 밝혔다.

http://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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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답사는 효창운동장, 백범기념관,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역 등을 둘러보고 효창공원 일대의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서해성 포럼

위원장(서울시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회 총감독)의 

해설로 진행하였다.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효창 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의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효창공원의 조성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밖에도 최태성 역사강사(포럼위원)를 초빙하여 

독립운동과 효창공원의 역사를 듣는 특강과 국제

심포지엄, 효창 엑스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효창공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상시 논의 및 진행사항 공유를 

위해 ‘효창 독립 100년 포럼 시민참여단’ 블로그

(http://hyochangpark.blog.com)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효창 독립 100년 공원’은 시민참여단을 포함한 

포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거쳐 최종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2020년 상반기 

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4년 공원 및 운동장 

전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54〕

서울시, ‘종각역 태양광 지하정원’

명칭공모…당선작에 100만원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종로서적으로 이어지는 

지하 유휴공간에 태양광채광시스템을 활용하여 

식물을 키우는 지하정원이 올해 11월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지상의 햇빛을 지하로 끌어들여 과실수 

등 다양한 식물을 키우고, 체험‧교육, 공연 등 도심 

속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서울시는 지하정원의 개장을 앞두고 8월 13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하정원에 어울리는 이름을 공모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명칭과 간단한 설명만 제출하면 된다. 

1인 3개까지 응모 가능하다.(단 중복시상은 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 1명, 가작 

5명, 총 6명을 선정‧시상한다. 당선작은 1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가작은 20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작은 9월 30일 

발표한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02)2133-8020〕

서울시, ‘도시철도 신림선’ 국내 최초 

무선다중접속 열차제어 방식 도입

 서울시가 '22년 2월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신림선에 

국내 최초로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이 시스템의 무선통신 방식도 

기존에 비해 통신오류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다중접속(1:N) 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무선통신 방식은 열차제어의 

핵심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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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RTCS, 

Korean Radio based Train Control System)’은 

열차와 지상의 무선장치 간 통신으로 승무원 조작 

없이도 열차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열차 간 추돌‧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속‧
감속으로 열차 간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열차를 

승강장 정위치에 정차해 안전문에 맞춰 열차문을 

개폐한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다중접속(1:N) 

무선통신 방식은 열차 한 대당 여러 개의 지상

무선장치와 동시 접속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이다. 앞서 도입된 기존 1:1 접속 방식은 열차가 

이동하면서 다음 지상무선장치에 접속하기까지 

로밍(roaming) 시간이 필요해 통신이 끊기는 경우엔 

안전을 위해 열차가 정지하게 된다. 

 다중접속 방식을 도입하면 열차가 통신반경 내 

모든 지상무선장치와 연결, 끊김 없는 데이터 송‧수신

으로 열차정지를 예방하고 열차운행의 정확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선 주파수 대역도 2.4GHz, 5GHz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해 특정지역에서 주파수 혼잡이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성능 저하와 통신오류를 최소화한다.

 신림선은 샛강역에서 서울대학교 앞까지 총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7.8km 노선으로 '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02)772-7328〕

서울시, 위례신도시 교통편의 위한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9.2 개통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에서 도심으로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지지하차도(송파구 장지동)에서 

동부간선도로로 바로 진입하는 램프를 오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진입램프와 함께 지난 2017년 8월부터 건설 중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장지지하차도로 진출하는 램프는 

9월 말 개통 예정이다.

 지금까지 위례신도시에서 주변 도심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송파구 문정동 숯내교를 지나 자곡IC를 

거쳐 동부간선도로를 진입하거나 탄천동로를 거쳐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야만 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곡IC 연결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대기 행렬로 

새말로, 헌릉로 등 주변도로까지 영향을 주어 교통

정체의 원인이 됐다.

 진입램프가 개통되면 새말로 등 주변도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송파구 일대 교차로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송파대로 등 남·북측 간선도로의 교통수요가 분담

되어 송파구 일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지지하차도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진입

램프는 폭 6.0m, 연장 638m, 동부간선도로에서 

탄천동로를 연결하는 진출램프는 폭 6.0m, 연장 

455m이다. 장지지하차도 ~ 동부간선도로간 연결 

램프 설치공사는 제2롯데월드 교통개선분담금을 

재원으로 총 사업비 364억 원이 투입되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77〕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76〕

서울시, ‘구(舊) 파인트리’ ’21년 공공성·

경관 회복하고 시민에 개방

 서울시가 북한산 자락에 흉물로 방치됐던 강북구 

우이동의 ‘구(舊) 파인트리’(우이동유원지)가 연내 

공사를 재개, 오는 '21년 6월이면 공공성을 확대

하고 경관을 회복해 시민에게 개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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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4개 동 가운데 북한산 경관을 가리는 2개 

동을 각각 2개 층씩 낮추고, 일부 동의 ㅅ자 모양의 

지붕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건물 높이를 낮춰 가려졌던 

북한산 경관을 회복한다. 객실의 약 30%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운영한다. 백운천변에 

위치한 일부 동의 지층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북카페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 개방되고, 파인

트리와 주변 동네를 연결하는 백운천 보행교도 

놓여 우이동유원지가 강북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사 과정엔 지역업체 참여, 콘도시설 운영엔 

지역주민 고용에 우선권을 부여해 구(舊) 파인트리의 

사업 재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여도 강북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 주차난 해소에 방점을 둔다. 

 서울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삼정기업, 강북구와 

함께 이런 내용의 ｢구(舊) 파인트리(우이동유원지)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마련, '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정상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012년 시행사 부도와 시공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콘도 건설이 중단된 후 약 7년 만이다. 

 사업 정상화 계획(안)은 구(舊) 파인트리 사업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①북한산 경관 회복 ②시민

이용의 공공성 확보 ③지역사회 상생‧발전, 세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수립했다.

 첫째, 북한산 경관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건물의 높이를 낮추기로 했다. 북한산 우이역 

교차로에서 북한산 능선을 바라볼 때 도드라지는 

106동은 2개 층을 철거(7층→5층)하고, 백운천변 

저층 주거지와 가장 인접한 114동은 당초 7층 

계획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시공된 5층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콘도시설 내부 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생태환경을 생태터널로 복원하고, 터널 

상부에는 녹지를 조성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콘도 

객실의 약 30%를 누구나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콘도 내부에 공원, 산책로, 

북카페, 키즈카페, 옥상조경 등을 새롭게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커뮤니티 시설로 개방한다. 

 셋째, 사업 재개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사‧운영 과정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콘도시설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직접고용인력 150여 명은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강북 지역에 상대적

으로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사업 정상화 계획(안) 중 건축물 층수, 

건축범위 같은 건축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관리해 

향후 층 수 상향 같은 추가개발을 억제하고 경관

훼손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

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을 29일 변경

고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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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운영, 개방시설 관리, 지역주민 우선고용 

같이 도시계획으로 관리가 어려운 분야는 사업시행자와 

강북구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정상화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관리한다.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고시 후 

강북구에서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변경, 교통

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오는 11월 

공사를 재개, '21년 6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02)2133-8408〕

서울시, 국내 최대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현대화…9월 본격 가동

 서울시가 지난 30여 년 간 영등포‧관악 등 9개 

자치구 생활하수 정화‧처리를 도맡아온 국내 최대 

규모 하수처리시설(163만 톤/일)인 ‘서남물재생센터’를 

지하화‧현대화했다. 일 처리규모 36만 톤에 대한 

공사를 완료, 9월부터 시범가동에 들어간다.

 이번에 시설현대화가 완료된 하수처리시설은 기존에 

지상에 있던 시설을 철거한 후 새로운 시설을 지하에 

집약한 것으로, 녹조와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인과 

질소를 기존 방식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신 고도처리기술이 적용됐다. 또,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하수와 

빗물이 한강으로 유입돼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기우수처리시설’도 지하에 새롭게 설치했다.

 특히, 지상에 있던 시설이 지하화 되면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차단돼 인근 지역주민과 

근무자들의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악취를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탈취제 분사 

시스템, 미생물 탈취기, 공기 정화 식물 등 다단계 

탈취시스템도 도입했다. 

 서울시는 지하화 된 하수처리시설 상부엔 공원과 

광장, 체험농장, 물 홍보관 같은 주민친화시설을 

만들어 '21년 5월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고, 나머지 

하수처리시설도 단계적으로 완전 지하화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설 노후화(건설 후 30년경과)와 최근 

강화된 수질환경 기준에 대응하고,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됐던 하수처리시설을 시대 흐름에 맞는 친환경․
시민 친화적 시설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지하화와 

시설현대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남물재생센터 전 시설이 완전 지하화‧현대화되면 

센터에서 방류하는 수질이 더욱 강화돼 한강의 

수질환경이 개선되고, 고질적인 악취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구에 부족한 시민 편의시설, 

녹지 공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현대화사업’ 완료했다고 밝히고, 시설 지하화․현대화에 

따른 5대 효과를 소개했다. 1단계 사업은 전체 

처리용량(163만 톤/일) 가운데 36만 톤/일 규모의 

시설로, ‘09년에 착공하였으며 약 2,7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5대 효과는 ①최신 고도처리기술 적용을 통한 

방류수 수질 강화 ②초기우수처리시설 도입을 통한 

우천 시 하천 오염요인 저감 ③다단계 악취저감시설 

도입으로 악취 민원 해소 ④하수처리수 재이용 

⑤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저감 극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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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나머지 시설에 대한 2단계 현대화 사업을 
2020년 상반기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공사 중 하수처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 사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착공해 '21년 5월 시민에 개방되는 
하수처리시설 상부 ‘물 홍보관’은 연면적 3,4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아랫물, 서울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전시공간 ▴어린이 체험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02)2133-3826〕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83〕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 품질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장 책임자를 정규직으로 
배치하도록 유도하고자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평가표 항목 추가([별표6], [별표7])

    품질‧안전관리를 최우선시 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품질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정규
직원 채용 가점 항목 추가

나. 시공 평가시기 명확한 기준 제시

    평가시기가 모호한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 
아닌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90퍼센트 이상 
진척으로 변경

다. 설계용역사업 평가대상 추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제7조의 평가
대상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동시 시행하는 
설계용역 추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생활 SOC 확충계획 및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의 일환으로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 SOC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 신설(별표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145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안 제2조 및 별표1)

   사고 발생 시의 영향,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를 도로ㆍ철도ㆍ

항만ㆍ공항,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 공급시설, 

공동구, 송유설비, 하천 저수지ㆍ댐, 하수도 등 

15종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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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규정

(안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고, 기본계획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관련 법령 제 개정 폐지에 

따른 변경, 10% 이내 범위에서의 사업비 변경 

등으로 정함.

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규정

(안 제4조)

   각 기반시설별 현황 및 미래전망, 재원의 조달ㆍ

운용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계획 

및 결과 등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계획도 기반시설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법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인정하도록 함.

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자의 자격(안 제5조)

   관리주체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으로서 기반시설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로 정함.

마.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등의 설정

(안 제6조 및 제7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최소

유지관리 기준 및 공통기준, 성능개선기준 및 

공통기준을 설정할 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

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기준의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관련 법령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변경과 계산 착오ㆍ오기ㆍ누락을 수정하기 위한 

변경 등으로 정함.

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8조)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항목을 기반시설의 현황, 
설계도서, 관리조직 및 긴급체계 등으로 구체화
하고,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
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
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 기타 
역량을 갖춘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
하는 기관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타 
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안 제9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산업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추가함.

아.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안 제10조, 제11조)

   위원회의 정부 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등 기반
시설 관리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분야별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전문적
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함.

자. 정부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안 제12조 및 제13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대상금액 산정을 위해 관리계획 상 유지관리
비용에서 차감하는 금액인 기준연도 유지관리 
비용을 이 법 시행 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평균 유지관리비용으로 하고, 기반시설 
종류와 지원체계가 다양함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충실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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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기술적인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검토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함.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0〕

「설비(전기) 건설기준(설계·시공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준을 정비(최신법령 및 KS 

제‧개정 사항 반영, 미흡사항 보완 등) 및 고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비(전기) 건설기준(설계·시공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비(전기) 설계기준) 건설기준 코드 인용 

체계 정비 및 내용 명확화 등

  - 안 KDS 31 10 20 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 안 KDS 31 10 21 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

  - 안 KD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 설계

  - 안 KDS 31 65 00 배선 및 부화설비 설계

  - 안 KDS 31 70 00 조명설비 설계

  - 안 KDS 31 7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설계

  - 안 KDS 31 80 00 건축물 방재설비 설계

  - 안 KD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 설계  

나. (설비(전기) 시공기준) 건설기준 코드 인용 

체계 정비 및 내용 명확화 등

  - 안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안 KC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 공사 

  - 안 KCS 31 65 00 배선 및 부하설비 공사

  - 안 KCS 31 70 00 조명설비 공사

  - 안 KCS 31 7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공사

  - 안 KCS 31 80 00 건축물 방재설비 공사

  - 안 KC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 공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554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과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건설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종범위 및 허용항목 확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기준 

완화, 의무적 영업정지 부과기준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5546〕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작물 설치허가 대상인 비닐하우스 

내 육상어류양식장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개발

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작물 설치허가 대상인 비닐하우스 내 육상

어류양식장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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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 건축 시 확보하여야 하는 진입도로 

기준 정비

다. 개발행위허가의 단순한 사항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

라. 개발행위허가대장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입력․관리

마. 농지의 경미한 절․성토 규모를 2미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농지법에서 허용한 재활용골재를 농지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격상(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국무총리, 정부위원 : 차관급 → 

장관급)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주체를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리하고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으로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당초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주체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에서 

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02)2131-202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제10조의2 신설, ‘19.8.2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부실 공사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서 3일 이내에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구체적인 민원요건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안 제27조의2 신설)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발굴‧육성‧교육‧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  

융‧복합 건설기술 관련 창업 공간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나. 스마트 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안 제2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명시

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출연금 지급범위‧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3 신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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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라. 건설공사 안전사고 및 부실 우려 민원제기 시 

현장점검 대상 구체화(안 제88조제3항 신설)

   주요 구조부 등의 균열, 침하 등으로 심각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사진,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로 제기하는 민원 등을 

현장점검(3일 이내) 대상으로 규정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7〕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에 현행 해외출장, 질병 이외에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법 제105조에 따라 

한국도로협회에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민간위원 교체사유 추가)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에 현행 해외

출장‧질병 이외에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를 

추가(안 제3조)

나. (업무의 지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도로법 

제105조의 한국도로협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4〕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

기관 등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에 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계획 접수 및 관리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459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현재 지침에 규정된 제3종 시설물의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부실 안전점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점검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정밀

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

하는 한편, 긴급안전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 등에 건설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3종 시설물 대상범위를 규정(안 제4조, 별표1의2 

신설, 별표 9)

  현재 지침(고시)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제1․2종 시설물과 규정

체계를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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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실한 안전점검에 대한 평가결과를 세분화하여 

부실 점검자의 처벌을 강화(안 제14조, 별표12‧15)
   안전점검 등의 결과가 부실하게 점검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부실정도를 미흡, 불량 및 매우불량

으로 세분화 하여 과태료를 차등하게 부과하고, 

영업정지 기준을 강화

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만 정밀안전진단을 대행

하게 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만 대행

하게 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을 정할 경우 

시설물의 규모, 중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규정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에게 위임(안 제43조)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요구, 

실태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

청장에게 위임

마. 과태료 부과권자 구체화(안 제47조)

   과태료 부과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위반

행위와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 등에 

따라 부가권자를 구체화

바.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신기술 활용(안 별표10)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 분야에 건설 

신기술을 추가

사. 서류제출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안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서 제출

방법에 전자서류를 포함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88〕

’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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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6차 돈의문 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사업 

설계심의 

○ 서울시 수직정원사업의 테스트베드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만큼 향후 지속가능한 유지관리가 

시행되도록 전체적인 시스템과 식생 등 해당

공간에 특화된 유지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 회전형 플랜터의 경우 실내 채광이 필요한 

경우 개방여부(시간 등)에 대해 유지관리지침서에 

포함시킬 것

○ 대상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 한 상태로 추가되는 

구조물과 식생 등 고정하중과 옥상 이용자 

하중 등 구조전문가의 종합적인 검증 후 추가

설계 및 시공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것

○ 누수, 외장타일 등 탈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외벽 시공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

하고, 옥상층 시공 시에는 고정하중과 작업

하중을 고려하여 하부층 슬라브에 공사용 잭

서포트 설치 등 보강대책을 마련할 것

○ 사업효과 증진을 위하여 가로수 교체 및 생육

환경 개선 등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

■ 제147차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사업 설계심의

○ 한강대교 보행교(백년다리), 노들로 일반도로화, 

노들꿈섬 조성 등 주변지역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철거계획 수립 필요함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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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대상 부재 Type별 인양 계획 및 시공 

안전성을 고려한 단계별 절단순서 및 절단범위 

등의 구체적인 시공계획 수립 후 단계별 교통

처리 계획을 수립할 것

○ 공사완료 후 교차로 영향분석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함. 특히, 한강대교남단 교차로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함(서비스수준 FF)

○ 철거계획 중 시공성 판단 시 중량물의 이동 

설치가 중요하므로 도상작업 등을 반드시 시행 

후 현장여건을 도입함이 타당하므로 검토할 것

■ 제148차 서울시 하수관로 성능분석 및 DB구축 

사업 용역발주심의 

○ 각 구역별 하수관로 유지관리부서에서 주기적

으로 개량 또는 보수를 하고 있으므로 과업

기간 중 소구역별 방재성능, 관로의 배수성능 

분석 등이 끝난 후 하수관로 현황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관로별 분석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할 것

○ 유지관리부서에서 본 과업의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우선순위 선정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원 의견수렴 및 교육, 매뉴얼 

제공 등 계획을 수립할 것

○ 유량조사 시 계측 값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퇴적토의 준설주기, 관로의 노후 상태 등을 

고려하고, 측정기간 동안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에 위치를 선정할 것

○ 본 과업은 다양한 형태의 강우가 발생했을 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최근 강우의 

형태가 국지성 호우로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역의 가뭄이 지속될 경우 유량조사 등 주요 

과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을 

검토할 것

■ 제149차 서리풀터널 상부 무장애 벚꽃길 조성

사업 설계심의

○ 배수로와 인접한 데크 기초의 위치이동을 통해 

브레이싱 형태의 보강기둥재가 꼭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가장 안정적인 구조형식을 

채택할 것

○ 일률적 형태와 규격의 데크참은 향후 프로그램 

운영 등 고려하여 규모의 확대를 검토하고 

편의시설(의자 등) 및 주변 식생을 보완할 것

○ 발주처에서는 토질, 구조, 용접부분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반조사보고서, 구조

계산서, 시방서, 시공상세도 등 일치시키고 

토목시공 분야 심의위원의 확인 후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식생옹벽(씨드스프레이)에는 건조피해 및 동해에 

견딜 수 있는 식재종을 선택하고 급수 등 유지

관리 대책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 제152차 동작구 종합행정타운(복합청사) 건립

공사 설계심의

○ 장승배기역 장애인엘리베이터 출구에서부터 

구청 주출입구까지의 안내표지,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검토할 것

○ 자전거이용자들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 이륜

전동기, 휠체어 충전소 등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접근해오는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을 검토할 것

○ 지하3층의 Y9열의 X1~X5열사이의 급·배기 

덕트의 지상1층에서의 급·배기 유입·출량의 

비교 및 검토를 통한 유사 시 사용하는 민방위

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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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기초가 설치되는 부분(Y9열 외부, 

X14열/Y4열)의 허용지내력을 fe = 100 kN/㎡ 

이상 확보하라고 되어 있으나, GL에서 -4.4m ~ 

-5.0m의 지층은 매립층으로 지내력 확보가 

어려움. 또한, 부등침하에 따른 하자의 원인이 

되므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구조시스템이 RC + 철골 + 철골철근콘크리트로 

설계되어 있어 시공시 접합부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접합되는 곳에 대한 

구조상세도 추가 필요

○ 본 건물의 외부창호의 개폐방법 중 일부에 

풀다운(PULL DOWN)창으로 설계되어 폭풍우 

시 누수 우려가 크므로 프로젝트 창으로 변경 

바라며, 개폐창에 대한 크기, 개폐방향 등 

전면적인 검토바람(외부 창호 누수 방지 및 

유지관리 향상)

■ 제153차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심의

○ 4층 아이 누리홀 좌측 복도 폭 확장 검토(피난 대비)

   → 복도의 폭을 최대한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위쪽 공간은 대기실 또는 수납공간으로 

활용을 고려할 것

○ 옥상층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적재하중이 적절

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요망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와 관련하여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구조검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별도 

구조검토를 통해 설계도서를 작성하시기 바람

○ 장스팬 보가 Post-Tension 구조인 점을 고려

하여 시공 시 구조감리를 통해 시공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석재(특히 화강석)를 내부마감재로 사용 시 

사전에 라돈가스 측정을 실시하여 규정치

(148Bq/㎥) 이하 여부를 확인 후 사용토록 

하기 바람

○ 발전기 연도의 소음기 2차측부터 기계설비 

공사된 바 시공성 검토

○ 접지가 쉽지 않은 지역으로 추측되는 바 통합

접지시스템의 적용 검토

■ 제157차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보행교 신설위치가 탄천·한강변 접속 경계부

임을 고려하여 수리·수문 분석을 통한 기초 

세굴방지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보행교 설계 시 고려사항에 설계홍수량에 따른 

최소경간장과 형하여유교 확보내용을 추가할 것

○ 보행조사 및 분석 시 보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도로/교통시설물 등 교통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조사될 수 있도록 할 것

○ 탄천합수부가 자전거 애호가의 집합장소로 

많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전거전용휴게소 

설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가시설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토질 및 기초분야의 

전문기술자가 검토를 수행하도록 보완할 것

○ 개정된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고 개정된 시방서는 코드화된 표준시방서

(KCS)를 인용하였으므로 공사시방서 작성 시 

코드내용을 풀어쓴 현장활용서를 추가 작성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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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스토퍼 파일 공법] (제840호)
(보호기간 :  2019. 08. 22. ～ 2027. 08. 2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지내력 기초의 하부에 형성한 확공된 공간으로 수직 삽입된 회전 가능한 스토퍼가 그 자중에 

의해 수평 상태로 회전하여 기존 기초의 하부에 고정됨으로써, 기존 정착판 보강 공법에 비하여 

기초의 상부면 파쇄 공정과 단면 복구 공정이 생략되어 시공성, 경제성 및 전단 구조성능이 향상된 

마이크로파일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개념도

스토퍼 형상

스토퍼 기초 코아 근입시 (수직상태 삽입) 스토퍼 기초 하부 정착시 (수평상태 고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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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기술의 시공순서

1. 기초 코아 천공 2. 지반천공 3. 케이싱 설치

4. 기초 하부 확공 5. 나사강봉, 스토퍼 회전설치 6. 그라우팅 / 완료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규모 공사기간 위치 비고

1
강남구 J병원
리모델링공사

강남J병원 4F/B1
2018.01.05
∼ 2018.01.20

서울 강남구
학동로 203

2
동탄농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립공사

농협
네트웍스

5F/B1
2018.11.05
∼ 2018.11.30

경기도 화성시
영천로 61

나. 향후 활용전망

     주택법 개정에 따른 수직증축 시장 확대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구조 보강 필요성 증대 등으로, 

실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보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은 기존 건축물 

기초 보강 공사에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수많은 건축물에 신기술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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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신기술은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존 건축물 기초의 손상을 최소하고 지압판 구조를 변경하여 설치 

공정을 단순화 시켜, 구조성능 및 시공성, 경제성이 향상되고 친환경성을 가지는 타공법과 비교되는 

기술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신기술은 1회 코아천공으로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두부보강 공법으로, 기존 건축물의 기초 파쇄 

및 단면 복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초 보강 공사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으로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의 핵심인 스토퍼는 수직, 수평상태가 자중에 의해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한 독창적인 형태의 

마이크로파일 지압판 구조로 공정 단순화, 구조성능 및 경제성이 향상된 기술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규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외 총공사비

500kN, 5m,
1공

1,162,516 원 2,178,913 원 511,995 원 1,121,815 원 4,975,239 원

     

 (2) 공사비 (신기술은 기존 기술인 정착판 공법 대비 공사비가 약 21.6% 절감 / 20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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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신기술은 기존 기술인 정착판 공법 대비 공기가 약 50% 절감 / 20공 기준)

    

 (4) 유지관리비

     신기술은 그라우팅 및 지반에 매립되므로 별도의 보수나 교체가 불필요하므로 유지관리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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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은 1회 코아천공으로 기초 보강이 가능한 마이크로파일 두부보강 공법으로, 기존 건축물의 

기초 파쇄 및 단면 복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단면 복구를 위한 시멘트 사용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기존 기술인 정착판공법 대비 CO2 배출량을 92%, 키플레이트 공법 대비 13% 감소시키고, 

기초 보강공사의 시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함에 따라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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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그린벨트의 친환경적 활용 사례1)

머리말

 영국 국가계획정책체계(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에서는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모도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토지를 영구히 개발하지 않고 

오픈 스페이스로 남겨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린벨트 내에서는 토지 이용을 제한해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도시 속 자연 쉼터이자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 환경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친환경적 그린벨트 활용 사례인 영국의 리 밸리 지역

공원(Lee Valley Regional Park)을 소개하고자 한다.

리 밸리 지역공원 현황 및 조성 배경

 리 밸리 공원은 런던(London), 하트퍼드셔(Hertfordshire), 

에식스(Essex) 지역에 걸쳐 42㎞로 길게 뻗어 있는 

대공원으로, 약 400㎢의 면적 중에 82%가 그린벨트다. 

대도시권 개방 토지(Metropolitan Open Land)2) 

지역을 포함하면 공원 전체 면적의 약 97%가 

그린벨트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리 밸리 지역은 과거에 자갈 채취장, 군수산업

시설으로 활용되던 곳이었으나 관련 산업이 쇠퇴

하면서 지역이 함께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1) 이 글은 2019.5.16.∼2019.5.25.에 수행된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해외출장 복명서를 토대로 작성

2) 대도시권 개방 토지(MOL: Metropolitan Open Land)은 런던
내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도시 내 그린벨트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 지역을 말하며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여가·취미 활동을
위한 지역, 연구자들에게 과학적 흥미를 일으키는 공간
등 런던 내 의미 있는 곳을 전략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함(Greater London Authority 2016)

 이후 리 밸리 지역 재생을 위한 ‘리 밸리 공원 

개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1967년에 공원 

개발 및 관리 법정기관인 리 밸리 지역공원관리국

(Lee Valley Regional Park Authority, 이하 ‘관리국’)이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림 1> 리 밸리 지역공원 위치

자료: https://www.visitleevalley.org.uk(2019년 7월 19일 검색)

 관리국은 특별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원의 그린

벨트 지정을 고려했다.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존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31개의 야생생물보호지역, 11개의 시 보호지역, 

26개의 구 보호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도시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공원 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영국 그린벨트 내 주택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국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해외기술정보 



- 32 -

리 밸리 지역공원 관리국 거버넌스

 리 밸리 지역공원 관리국은 공원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전략과 목표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이 관리국은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다. 28명의 이사진 중 20명은 

리 밸리 공원 강변에 접한 지역의 의회에서 각 

1~4명씩 임명되며, 나머지 8명은 강변에 접하지 

않은 27개의 자치구를 대표해 런던 협의회

(London Councils)에서 임명된다.

<그림 2> 리 밸리 지역공원 관리국 이사회 구성

자료: https://www.leevalleypark.org.uk/en/content/cms/corporate/

about-us/how-were-run (2019년 7월 19일 검색), 발췌후가공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구성원의 수를 나타냄

 이외에 영국의 수로 관리 기관(Canal & River 

Trust)과 환경 단체에서 각 1명씩, 총 2명의 협력

회원이 있다. 이들은 모두 4년의 임기로 활동한다. 

또한 각종 위원회(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조사

위원회, 항소위원회, 계획 및 재생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관리국과 함께 

의사 결정을 한다. 여기에는 상근 및 비상근직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리국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주요 구성원들과 

깊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 

투자와 후원을 독려하고, 여가취미활동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

리 밸리 지역공원 내 그린벨트 관리 및 활용 자금 운용

 관리국은 공원 내 그린벨트 관리 및 활용에 연간 

약 2,500만 파운드(약 367억 원)의 자금을 운용

한다. 예산의 재원 중 절반은 수익사업과 투자로

부터 확보하며(2015/16 기준 1,400만 파운드의 

기대수익), 나머지 절반은 하트퍼드셔, 에식스 그리고 

런던 내 구(borough)별 지방세로부터 확보한다

(2014/15 기준 총 1,110만 파운드 부과, 해당 

지역주민 1인당 연간 약 0.98파운드 부과).

 각종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그린벨트 

활용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재투자함으로써, 한정된 

공공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리 밸리 지역공원 내 친환경 공간 조성 사례

1. 건파우더 공원(Gunpowder Park)

과거 건파우더 공원 부지는 원래 왕립 대포 및 

탄약 테스트 시설(Royal Ordnance Munitions 

Testing Facility)로 활용되던 곳으로 폐쇄 이후 

100여 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림3>정문에서바라본건파우더공원과산책로전경

자료 : ADAS 2016, 26.

 1999년에 관리국은 수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약 1㎢의 건파우더 공원과 그 주변 일대 0.3㎢를 

매입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004년 6월 

4일 에든버러 공작의 승인 아래 공식적으로 개장

하면서 사람과 야생 동식물, 그리고 각종 예술품이 

조화된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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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2006년에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3) 수상, 2015년에는 런던 인 블룸

(London in Bloom)4)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여 

올해의 지역 공원(Country Park of the Year)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매해 약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건파우더 공원은 멸종위기 야생 생물로 

알려진 11개의 무척추동물들의 서식지로, 지역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 및 주거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리버 리 컨트리 공원(River Lee Country Park)

 매년 약 1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리버 리 

컨트리 공원은 약 4㎢ 규모의 지역 공원으로 에식

스의 월섬 애비(Waltham Abbey)에서부터 하트

퍼드셔의 브록스본(Braxbourne)까지 뻗어 있다.

<그림 4> 리버 리 컨트리 공원

<그림 5> 리버 리 컨트리 공원에 설치된 다양한
여가 활동 공간

자료 : ADAS 2016, 27.

3)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는 운영, 관리가
우수한 공원 혹은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영국을 넘어 세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기준(공원
접근성,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성, 관리의 효율성,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최 유무, 관리자 및 봉사자들의 활동 등)을
설정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

4) 런던 인 블룸(London in Bloom)은 해당 지역 환경 개선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상을 수여하는 제도로 평가기준에
따라 금메달부터 순서대로 네 개의 상을 수여

 이 공원의 독특한 점은 별도의 시설 설치 없이도 

이용객 또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산책로 주변에 

화분과 각종 작품을 이용해 꾸며 놓기도 하고, 

놀이를 하는 여가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리버 리 컨트리공원은 이용객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채워나가면서 매력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애착을 갖게 되는 장소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오는 방문객들에게 공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반려견 장애물 경주

(Dog Agility)5) 수업, 디스크 골프 등 도시 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3. 세븐티 에이커스 호수(Seventy Acres Lake)

 세븐티 에이커스 호수는 리버 리 컨트리 공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식스와 하트퍼드셔의 

경계에 맞물려 있다.

 호수의 서쪽 방면으로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이 둘러져 

있다. 과거 자갈 채취장이었던 이곳은 관목 덤불

이나 초원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됐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채워져 현재는 습지대 조류들과 

포유류들의 서식지로 변했다. 현재 관리국은 이곳에 

공원에서 호숫가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매년 600만 명이 넘는 방문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림 6>세븐티에이커스호수전경과알락해오라기

자료 : ADAS 2016, 28.

5) 주인(혹은 조련사)이 개를 조련하여 미리 설치된 장애물이나
특정 코스를 정확하고 빠르게 통과하도록 해 순위를 매기는
일종의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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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티 에이커스 호수는 영국의 희귀종 중 하나인 

알락해오라기 개체수를 조사하는 ‘리 밸리 특별 

보호구역’과 ‘특수자연보호구역(Special Scientific 

Interest)’ 구역으로 지정되어 야생 동식물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곳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세븐티 에이커스 호수의 LIFE 프로젝트는 

영국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돔 형태의 섬을 수면 높이로 굴착하고(섬 내부에 

자갈 채취 시 잔재로 남아있는 버드나무 관목들을 

함께 제거) 수천 그루의 갈대를 심은 결과, 해마다 

알락해오라기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세븐티 에이커스 호수의 피셔스 그린(Fishers 

Green) 지역은 알락해오라기의 겨울나기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람객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알락해오라기의 겨울나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받은 후 관람해야 한다. 또한 늘어나는 관광객

들이 알락해오라기 개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수의 휴지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하기도 했다. 관리국은 이런 배경에 

발맞춰 관람객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에서 마음껏 즐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사점

 리 밸리 지역공원은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향상

시키면서 주민들에게 휴식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린벨트 친환경적 활용 사례이자, 

공원 조성 및 관리 주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관리국은 이사회, 

위원회, 자원봉사자 등 공공, 민간부문과의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그린벨트가 장기적으로 

보존 및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린벨트의 효과적 활용에 관심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독려함

으로써 하향식 의사결정방식이 아닌, 상향식 의사

결정방식을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할 점 중 하나는 효과적인 

자금조달방식이다. 공공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국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모아 수익화하고, 이를 개발 

및 관리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종합해보면, 공공과 민간,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그린벨트의 

보존 및 활용을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제도운영에 있어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문화적 차이와 제도 규정상 한계점을 감안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의미

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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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9년 8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48
서울시 하수관로 성능분석 

및 DB구축용역

․ 서울시 748개 소구역의 특성 및 

하수관로 통수능력 분석 및 유형분류
(1,253)

조건부

채택
토목

157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

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

설계

․ 탄천한강변 정비

 : 탄천 및 한강 합류부 일대(약 63만㎡)

․ 탄천보행교 신설

 : 유효보도폭 10m 이상, 연장 약 280m

96,955

(6,344)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46
돈의문 박물관 마을

수직정원 조성
․ 수직정원 조성 약 600㎡

1,300

(86)

조건부

채택
조경

147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

․ 노들 북 고가차도 철거
(폭 7.5m, 연장 461m)

․ 노들 남 고가차도 철거
(폭 8.0m, 연장 522m)

12,779

(359)
재심의 토목

149
서리풀터널 상부 무장애 

벚꽃길 조성

․ 목재데크 및 계단 설치

․ 왕벚나무 식재 등

2,200

(56)

조건부

채택
조경

152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복합청사) 건립 설계

․ 지하3층/지상10층

․ 연면적 : 44,651.75㎡

111,186

(3,887)

조건부

채택
건축

153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 5,295.88㎡

16,551

(808)

조건부

채택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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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9년 8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9.08.

건     축 
청석 거주자우선주차장 복합화사업 
설계용역 등 43건

4,274 4,171

교 통
강동구 천호동 구천면로, 로데오거리 
상수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등 2건

58 58

기 계 설 비
목동빙상장 냉동기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등 8건

907 877

도 로
1종교량(한강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등 98건

10,537 10,198

도 시 계 획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사전 공공기획서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작성 용역 등 10건

2,221 2,094

상 하 수 도
구로동 구로역 철도횡단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

860 858

소 방 
1호선 서울역 등 5개역 전기실 소방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41 30

전 기 통 신
서남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14건

1,651 1,575

정 밀 진 단
호암1터널 외 12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점검용역 등 18건

8,479 8,096

조 경
서대문도서관~안산자락길 연결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0건

1,277 1,169

지 하 철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궤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3건

1,788 1,788

하 천
성동 마장청계 지역문화 특화공간 조성 
설계용역 등 2건

6,361 5,889

기 타
마곡 공동구(1공구)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14건

661 635

 계 250건 39,115 3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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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9년 119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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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 4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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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8.22 9.21 10.11 10.14~10.17 11.09~11.22
11.29
12.20

< 2019년 제3 · 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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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9.27

8.23~8.29 9.28~10.6 10.18 10.28~10.31
11.23
~12.6

12.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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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  
 E-mail : charity3@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환경오염, 식량안보 등 전 지구적으로 대응
해야 할 글로벌 도전과제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공공재는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세계은행(2000)은 
글로벌 공공재를 개발 및 빈곤 저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국경적인 외부성(Cross-border externalities)을 
가진 상품, 자원, 서비스, 규범, 정치 시스템으로 
규정하며, 이들 글로벌 공공재는 오직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협력과 집단적 행동을 통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글로벌 공공재의 분류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지식의 
생산 및 전파, ▴전염병 퇴치, ▴범죄 통제 및 평화 
구축,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통신 등이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되고 있다(조한슬, 2012b). 
표1은 원조목적에 따른 글로벌 공공재의 분류를 
보여준다. 

<표1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구분>

*CRS 코드: 공여국 보고 체계(Creditor Reporting System)에서
원조목적을 분류하는 코드

출처: 조한슬(2012a). 개발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개발협력의 측면에서 글로벌 공공재가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① 글로벌 공공재의 비공급으로 
인한 피해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크고, 
② 개발도상국의 경우 스스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여력이 없으며 ③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지원이 
빈곤 감소 및 개발도상국 발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54호), www.krihs.re.kr]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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