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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럼
다리짓기, 문명과 길항해 온 흔적
 김

재

성

토질및기초 기술사, ㈜ 동명기술공단 부사장

유로화에는 다리가 그려져 있다. 로마의 아치교에서 현대의 사장교까지......강이나 해협
바다로 나뉘어 있던 유럽을 하나로 잇는다는 점에서 보자면 다리만한 상징물이 또 있을까

<유로화에 그려진 다리들>

어떤 한 시대를 풍미하는 생각의 틀이 미술 문학 또는 도시의 구성물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날
때 사조나 양식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구분은 시대의 주류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하나의 다리를 두고 어떤 양식인가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탁월한 설계자들은 주류를 거부하는 본능이 있어서 이들의 설계를 양식이라는 틀에 가두어
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구축물을 이오니아식이라거나 로마네스크,
르네상스 또는 바로크식이라고 말하는데 익숙해 있다. 미시적으로는 설계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조금씩 변화해 온 다리짓기의 사조를 살펴보면 어떨까.

다리로 유럽을 상징하다.
유로화에는 다리가 그려져 있다. 강이나 해협 바다로 나뉘어 있던 유럽을 하나로 잇는다는
점에서 보자면 다리만한 상징물이 또 있을까. 5유로에 그려진 다리는 이오니아 양식의 가르(Gard)
수로교다. 이 다리는 강을 가로지르는 3층의 아치 구조물로 당시의 모든 공학기술이 집적된
최고의 걸작이다. 10유로에는 석재와 벽돌로 홍예를 놓은 다리가 그려져 있다. 물살이 교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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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게 하지 않게 전면에 보강물을 설치한 모습이 이채롭다. 로마시대 테베레 강의 다리부터
프라하의 카를교까지 교각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0유로에 그려진 다리는 고딕 양식이다.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중심부를 자연스럽게 솟아
오르게 하여 고딕의 안정감과 아치의 조형미를 드러나게 하였다.
50유로에는 조각상을 비롯한 중후한 장식물로 교각을 장식했던 르네상스 양식의 다리가
그려져 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로마 시대로의 회귀를 추구하며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중세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100유로에 그려진 다리도 다양한 무늬와 장식물이 설치되어 있지만
분위기는 좀 다르다. 화려함과 다양성,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바로크 시대의 유구(遺構)
여서 그럴 것이다. 이외에도 200유로에는 19세기 철의 시대를 상징하는 강교가, 500유로에는
현재까지 가장 진화된 형태의 다리인 사장교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유로화에 그려진 다리를
살펴보면 시대별로 사조를 달리해 왔던 문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세 양식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는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을 분류하는 세 양식이다. 신전이나
다리와 같은 거대한 구축물은 물론 도자기
장신구와 같은 생활용품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유용하다. 가장 앞선 시기에 형성된 것은 힘을
중시하던 그리스인의 취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도리아식이다.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남성적이라고 표현한다.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유구는 기원전 7세기경
<좌로부터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식>

만들어진 올림피아의 헤라신전이다. 이외에도

코린트의 아폴론 신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들 수 있다.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이 굵
고 받침이 없다. 중간부는 두툼하게 처리하였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면서 안정된
형태를 취한다1). 기둥머리도 별다른 장식이 없이 간결하게 처리되어 있다. 다른 양식과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세로로 줄을 넣은 도랑뿐이다.
반면에 이오니아식은 화려하고 섬세하다. 도리아식이 남성적이라면 이오니아식에서는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이오니아인에 의해 시작된 이 양식은 기원전 7세기경 에게해 연안
도시국가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뒤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사모스의 헤라 신전이나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한 표현은 전형적인 이오니아 양식이다.
에게해 연안을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이 오리엔트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1) 이렇게 두툼하게 처리한 기둥의 가운데 부분을 엔타시스(entasi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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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을 중시하는 동양적 조형미가 가미되었을 것이다. 기둥을 보면 전체적
으로 날씬하며 기둥머리에는 두루마리 서책 모양의 조각이 받쳐져 있다. 아테네의 에레크테온
신전2)은 이오니아 양식의 절정으로 일컬어진다. 기원전 5세기경 완성된 이 신전의 백미는
기둥 자체를 여신상으로 조각한 방 구조다. 여신의 머리 위에 대들보가 있다는 게 좀 어색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방 구조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불안정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코린트식은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이후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되던 헬레니즘 시대에 주축을 이루던
양식이다. 기원전 5세기 이전의 건축물에서도 부분적
으로 볼 수는 있지만 건축물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판테온 신전 등 로마의 전성기에 들어와서다3).
코린트 양식은 기본적으로 이오니아 양식을 계승하였지만
조형미가 한층 더 풍부하다. 기둥 두께도 훨씬 가늘어
졌으며 기둥머리는 두루마리 서책이 아니라 사치스러울
<코린트 식 도자기 유물>

정도로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자유분방함이다. 설계상에서도 구조적인 조건만 허락된
다면 얼마든지 형식의 변용이 가능하였다. 코린트식은 로마 시대 거의 모든 신전에 적용되
었다. 르네상스와 중세시대 이후에도 빈번히 코린트식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이는 고정된 형
식을 고집하지 않는 자유로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화려한 이오니아 양식
건축물에서는 기둥의 형태나 조형성 등으로 어떤 양식인지 판단하는 게 비교적 용이하지만
다리에서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저 안정감과 미관성 또는 전체적인 형태를 보고
설계자의 의도를 판단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사실 다리의 양식이 무엇인가는 설계자 입장에서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설계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주어진 지형조건에 맞는 구조물을
어떻게 중력에 저항할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후에 공사기간이나 미관 경비
등을 고려하지만 양식은 애초부터 관심사항이 아니다. 대체로 보면 설계자가 선택하는 양식은
설계자의 의도라기보다는 그가 작업하는 시대와 공간을 에두르고 있는 도시 환경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2) 에레크테온(Erechteion) 신전.
3) 코린트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항만도시로 일찍부터 고대 무역의 허브였다. 코린트 양식은 기원전 7세기경부터 시작되었지만
BC.146년 로마에 의해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바람에 온전한 건축물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로마의 아고라 유적 등에서 엿볼
수 있을 뿐이다. 현재 볼 수 있는 그리스 시대의 코린트 양식은 화려한 도자기의 그림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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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Gard) 수로교는 로마의 구축기술이 절정에
올랐던 기원전 12년에 만들어진 다리다.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치교의
백미다4). 당시까지 지어진 다리를 보면 대부분
안정성을 위하여 아치의 폭보다는 교각을 두껍게
하고 별다른 장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르교는 홍예석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배치
하고 조형성을 위해 교각 윗부분에 돌을 살짝
도드라지게 하였다. 3층 구조 중 가장 아래층은
급류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정성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2층과 3층은
<가르 강의 수로교>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문양과 조형성을 다
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르강의 수로교를 이오니아 양식의 다리로 구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높이가 49미터에 이르고 길이도 275미터나 되는 다리를 설계하면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
지 신경을 썼다니 설계자의 자신감이 느껴진다.

로마네스크 양식
로마네스크는 로마와 유사하다는 뜻이다. 로마시대
부터 이어진 기법을 따르면서 중세 비잔틴과 게르만
이슬람 등 모든 전통이 가미된 화려한 양식을 말한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8세기부터 13세기 고딕 양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5세기 간 유럽 각지에 걸쳐
유행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기둥 위에 놓인 반원형의
아치다. 원형 지붕은 돔(dome)으로 올릴 수 있지만
건축물이 4각형일 경우 돔을 그대로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반원 통이 서로 관통되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형상으로 지붕을 만들었다.
<로마네스크 풍의 아치 변화>

로마네스크의 또 하나 특징은 돔의 무게를 안정
시키기 위한 벽체의 형태다. 아치는 아래로 향하던 무게를 옆과 아래로 나누어 지지토록 한
구조다. 이러한 분담이 다리에서는 측벽의 교대로 자연스럽게 전달되지만 건축물은 옆에서
막아줄만한 지지대가 없다. 이 때문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은 창문이 거의 없는 두꺼운
벽체와 굵은 기둥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벽체는 지금의 벽돌집처럼 작은 석재나 벽돌 사
이에 모르타르를 넣어 쌓았다. 벽체 표면을 화려한 아치 조형물과 필라스터(Pilaster)5) 장식
으로 가득 채운 것은 두툼한 벽체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영국의 런던탑과
다리, 이탈리아의 피사 대성당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4) 수로교는 3층의 아치로 만들어져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6.4m, 4.5m, 3.0m로 좁혀 구조가 안정되도록 하였다. 각층의 높이 역시
22m, 19m, 4.8m로 줄어든다. 가르 수로의 전체 길이는 40km에 이른다.
5) 필라스터(Pilaster) 벽체에 붙인 얇은 모양의 기둥으로 주로 아치 하부 장식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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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네스크 양식은 8세기 이후에 나타났지만
다리의 구조는 로마시대에 놓여 진 테베레 강의
다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6). 테베레 강의 섬을
잇는 케스티우스 다리는 기원전 27년경 만들어진
다리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는 2개의 반원형의
아치를 세우고 그 사이는 조그만 석재를 시멘트
몰탈로 쌓아 나갔다. 만들어진 이후 잦은 홍수로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2천여 년이
<테베레강의 케스티우스 다리>

넘도록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7) 로마시대 테베레
강에는 모두 11개의 다리가 있었다. 현재 남아

있는 다리는 다섯 개뿐이지만 로마네스크 양식을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중세시대
만들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다리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이를 흐르는 뫼즈강의 마스트리흐트
다리와 이탈리아 베로나에 있는 아디제 다리를 들 수 있다.

신에게서 벗어난 중세, 르네상스
로마네스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로마의 기법을 차용했다면 르네상스는 아예 그 이전의 그리스·
로마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문화운동이다. 물론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그리스·로마의 문화를
토대로 한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것이다. 기독교 공인 이후 종교가 짓눌러 온
천여 년 동안 유럽은 신 중심적인 사고가 지배해 왔다.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나 화가들은
이 기간을 모두 야만의 시대라고 부르며 암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썼다.
이탈리아에 의해 시작된 르네상스는 처음에는
문예 중심으로 펼쳐졌지만 이후 유럽의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건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오
니아 양식과 코린트 양식의 화려한 재현이다.
단조롭고 둔탁한 느낌을 주던 기둥은 다시
다양한 문양이 더해졌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안과 밖을 화려하게 장식한 조각에서도 르네상스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그리스·로마의 고전적인
<베네치아 리알토 다리>

토대 위에 인간 해방과 합리적인 사고로 무장한

건축가들은 이렇게 15세기 이후 도시를 화려하게 바꾸어 나갔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조각
품이라고 부를만한 두오모 성당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6) 유럽에 산재해 있는 로마시대 석재 다리는 약 300 개에 이르며 하부 구조를 반원 형태의 아치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7) 케스티우스 다리(Pons Cestius. BC.62~ BC27). 테베레 강 트라스테베레에 있는 석교로 처음에는 2개의 아치로 놓여 졌지만 이후
몇 번의 보수를 거쳐 1892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아치의 폭은 13.7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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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의 리알토 다리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다리다. 베네치아 운하에는 12세기 경에
만들어진 다리가 있었지만 몇 번의 붕괴 사고를 겪은 뒤 나무다리만 놓여 있었다. 리알토
다리가 만들어진 것은 16세기 말이다. 길이가 28미터에 이르는 아치 하나로 하부구조를 만들
었는데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다리 밑에는 수많은 나무말뚝을 박았다.

<타호강의 두 다리, 산마르틴 교와 알칸타라 교>

무게를 지지하기에 유리하도록 거의 반원 가까이 아치를 놓던 이전과는 달리 리알토 다리는
곡선을 완만하게 하였다. 다리 밑으로는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부를 솟아오르게 하였는데
완만한 곡선의 아치와 교면의 경사 그리고 다리밑 공간의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통행의
편리와 안정성을 동시에 얻고 있다. 다리 위에는 아름다운 아치 포르티코8)로 지붕을 만들었다.

바로크,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찾다
바로크 하면 먼저 헨델과 바흐를 떠올리게 된다. 반복과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변주되는
바로크 음악이 워낙 귀에 익었기 때문일 것이다. 르네상스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 화려한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했던 바로크 양식의 특징은 건축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합리나 규칙에
연연하지 말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 것 과시하라는 바로크의 캐치 프레이즈는 베르
사이유 궁전에 집약되어 있다. 50년에 걸쳐 건축가 실내장식가 정원예술가를 총동원하여 지은
호화스러운 궁전과 정원 장식물을 보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듯하다.
파리의 퐁네프(Pont Neuf) 다리는 바로크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다리다. 가장 오랫동안
세느강을 지켜온 유서 깊은 다리지만 지금의 모습은 1607년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흰 석재를
아치 형태로 쌓아 만들고 중앙에는 앙리 4세의 동상을 세워 놓았다. 반원형의 아치는 물론
교각부와 난간도 세심한 조각이나 가스등 철물로 치장하였다. 르누아르의 그림에서 아름답게
차려 입은 파리지엥들이 흰 다리 위를 거니는 모습을 보면 바로크 양식이 왜 파리에서 시작
되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8) 포르티코(Portico). 주랑. 다리나 난간 위에 가벼운 지붕을 얹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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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누아르의 작품과 퐁네프 다리>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도시 자체가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하에는 400여 개의 다리가 놓여 있는데 하나같이 석재의 조형이 뛰어
나고 아름다운 조각으로 채워져 있다.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손꼽히는 네바 강변의 건축물
역시 다양한 석물과 조각으로 화려함을 뽐내고 있다.

철의 시대, 남성적인 아름다움을 찾다.
돌은 안락한 집, 쇠는 전쟁을 위한 무기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우리의 유전자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듯하다. 구스타프 에펠이 파리 중심에 철탑을 세웠을 때 많은 예술가의 저항을 받았던
것은 석기시대 이후 줄곧 우리의 고정관념을 형성해 온 돌과 쇠의 대립된 구도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들의 저항은 인간에게 너무 많은 쇠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제2의 철기시대로 불리는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끊임없이
광포한 전쟁에 시달려야 했으니 말이다. 유사 이래 쇠가 무기의 재료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
이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총포, 군함, 전차 등 강력한 무기들은 모두 쇠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철의 가장 큰 용도는 도시문명을 잉태하는 것이었다. 고층빌딩의
골조는 물론 기차와 자동차를 만들고 다리와 철도를 놓는데 쇠는 가장 중심적인 재료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분야는 협곡이나 강은 물론 웬만한 바다까지 가로지를 수 있게 된
다리 분야가 아닐까 싶다. 19세기부터 시작된 철의 혁명은 다리의 모습을 그 이전과 이후로
확실히 나누어 놓았다. 1893년에 완성된 스페인의 비스카야 철교는 형식이나 구조에 있어
패러다임을 바꾸는 다리였다. 160미터에 이르는 현수교도 놀랍지만 45미터 높이에 매달린
곤돌라로 사람과 짐을 운반하는 형식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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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비스카야 철교>

이후 돌을 이용해 쌓던 다리는 거의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바뀌었고 어느 정도 다리가 길어
지면 강선을 이용한 현수교나 사장교로 놓게 되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가르던 지브롤터
해협도,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던 보스포루스 해협도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 지금은 마음만
먹는다면 자동차를 타고 지중해를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다. 물론 배를 갈아탈 필요도 없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하나로 이어보려는 인류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게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한다’는 쉬르리얼리즘의 전언이 21세기를 뒤덮고 있다.

테누시즘, 사장교와 현수교
현대 다리에 사조를 붙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딱히 부를만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긴 현대를 이름 짓는 건 우리가 아니라 후세의
몫일 테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만드는 다리의
특징으로만 본다면 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테누시즘(Tenusism)9) 정도가 어떨까 싶다. 현대의
다리는 강선, 강한 끈을 통해 구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니 말이다. 지금까지 다리는 기둥
<스웨덴 스텀선드교>

으로 상판을 받치는 식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대표적인 교량인 현수교와 사장교는 반대로 위에서

들어 올리는 기술이고 그 중심에 바로 강한 끈이 있는 것이다. 물살이 빠른 강이나 파도가
치는 바다 한 가운데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 가운데 인공섬을
9) 테누시즘(Tenusism). 끈을 의미하는 라틴어 테누스(Tenus)를 이용한 조어로 강선을 이용한 현대의 공학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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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땅에서처럼 기초를 만드는 방법이 주로 쓰이지만 말이 싶지 흙을 날라다 섬을 만든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강한 끈을 손에 쥔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설계자의
꿈을 제한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최근의 장대교량이 거의 모두 현수교나 사장교로 지어지는
경향을 볼 때 현대를 특징짓는 말로 테누시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꽤 그럴 듯해 보인다.

<이순신대교>

인류의 문명은 다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천이나 강을 건너는 것은 물론
이고 섬과 섬을 잇는 다리까지 지금도 끊임없이 다리를 만든다. 인류에게 다리는 무엇일까.
교황을 의미하는 폰티프(Pontiff)는 라틴어 폰티펙스(Pontifex)에서 유래된 말이다. 다리를
뜻하는 폰스(pons)와 만든다는 뜻의 파치오(facio)가 합쳐진 것이다. 이를테면 교황을 ‘사람과
신을 잇기 위해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인류의 여러 문명권에서 보편적
으로 형성해 온 샤머니즘의 개념과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무당은 물론이고 인디언 샤먼,
그리스의 무녀 피티아(pythia)나 쿠마에 시빌(Cumaean Sibyl) 등이 모두 신과 인간을 이어
주는 다리 아니겠는가. 결국 다리의 가장 근저에 있는 개념은 ‘이음’일 것이다. 땅이나 바다
세계를 포함하여 나뉘어 있거나 차이를 가진 모든 것을 서로 이어주는 것을 그냥 다리라고
부르면 어떨까. 떨어져 있는 두 곳을 잇는 모든 것이 길이듯이 다리 역시 나뉘어 있는 두
곳을 잇는 길, 차이를 가진 모든 간극을 메우는 게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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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정보
서울시, ‘동네단위 발전전략’으로 균형

3,100억 원(시비 2,300억 원, 구비 600억 원,

발전 확산…5개 지역생활권부터 본격화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민선7기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3~5개 동(洞) 단위
‘동네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확산하는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이 본격 실행된다.
서울시는 서울전역의 116개 ‘지역생활권’ 중 5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에 해당
하는 지역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

1,680억원을 집중 투입해 '22년까지 21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역생활권에 대한
실행계획을 본격 실행한다고 밝히고, 5개 지역
생활권의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지역의 활력을 만들고 그 효과를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 지역생활권은 ①미아 지역생활권(동북권)
②면목 지역생활권(동북권) ③응암 지역생활권
(서북권) ④오류‧수궁 지역생활권(서남권) ⑤독산
지역생활권(서남권)이다.
5개 지역생활권은 전체 116개 지역생활권 가운데

△ 5개 지역생활권 주요사업

발전이 필요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개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① 미아 지역생활권(수유1동, 삼양동, 미아동 *13개 사업)

7개 핵심이슈(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 교통,

: 북한산 등 풍부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우이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를 토대로

신설선 개통으로 역세권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낙후도와 잠재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권역 간

기대되는 지역이다. 2개의 중심지와 1개의 역세권을

안배,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대상으로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앞으로 5개 지역생활권별로 중심지 육성과 생활

부족했던 공공체육시설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SOC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상업지역 신규

새롭게 건립한다. 또, 북한산 자연경관을 해치고

지정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를

있는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를 이전하고 '22년

육성하고, 도서관, 주차장, 공원 같이 지역 주민들이

까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또,

② 면목 지역생활권(면목본동, 면목2~5‧7‧8동, 망우3동 *6개 사업)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내 미이용 ‧ 저이용

: 동북권과 경기 동부를 잇는 거점이자 면목선

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역

개통 등으로 주변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이다. 배후인구 증가로 주거지 근린상업 기능

5개 지역생활권별로 각각의 실행계획을 통해 3개

강화가 필요한 7호선 사가정역 일대(면목지구

분야, 총 33개 사업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중심)를 중심지로 육성하고, 대규모 저이용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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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유수지를 입체적‧복합적으로 활용해 주차장,

고덕강일지구 공동주택용지 10블록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생활SOC를 집약적으로

현상설계 공모 방식으로 매각

건립한다.
③ 응암 지역생활권(응암1‧2‧3동, 녹번동 *4개 사업) :
대규모 정비사업 완료로 주거여건이 변화하고
교육‧문화 수요가 증가 중인 지역이다. 증가한
배후인구 지원하기 위해 6호선 응암역 일대(신사
지구중심)를 상업‧교육‧문화 기능을 특화한 중심지로
육성하고, 청소년‧아동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교육‧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응암2동 주민센터
이전‧확장과 연계해 구립 공공도서관을 복합
건립한다.
④ 오류‧수궁 지역생활권(오류1‧2동, 수궁동 *5개 사업)
: 서울 서남권 대표 관문도시로, 온수역세권을
서울 강남‧북과 인천‧부천을 잇는 서남권 관문
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이 일대를 산업‧문화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고 주거시설을 확충한다.
⑤ 독산 지역생활권(독산1~4동 *5개 사업)
: G밸리를 지원하는 배후 주거지이자 대규모

총 14개 블록으로 이루어진 고덕강일지구 가운데

이전적지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23년 개통

마지막 물량인 10블록이 현상설계 공모 방식으로

예정인 신안산선 신독산역과 시흥대로 일대(독산

민간에게 매각된다.

지구중심)를 G밸리, 배후주거지 지원 거점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민간에게 매각하는 강동구

육성한다. 금천구‧코레일‧LH가 공동 시행 중인

고덕강일지구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 가운데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상업시설, 청년

1,5 블록을 매각한데 이어 10블록도 민간사업자

주택 등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를 활용해 생활

선정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덕강일 10블록은 총 3만5,321㎡ 부지에 전용

SOC를 공급하여 지역 활성화의 핵심거점으로

면적 60∼85㎡ 415세대, 85㎡ 초과 178세대

조성한다.
서울시는 5개 지역생활권을 시작으로 민선7기내
낙후‧소외된 116개 지역생활권 중 60여 개 지역
생활권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등 총 593가구의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며,
가장 우수한 건축설계안을 제안한 사업자에게
매각된다. 토지매각 대금은 2,262억 원이다.
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 전체가 소셜 스마트시티
(Social Smart City)라는 특화 컨셉으로 조성됨에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02)2133-2596〕

따라 이번 10블록도 올해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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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블록과 마찬가지로 소셜 스마트 시티라는 특화

시는 새롭게 마련한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설치

컨셉과 조화를 이루고, 생활SOC와 복합 커뮤니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공간이 어우러진 고품격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동시에 서울시가 짓는 공공건축물 안전을 향상시키는

등 지구 컨셉을 충실히 반영한 참신하고 합리적인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축기본계획안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은 전기를 공급하는

고덕강일지구는 강남-잠실-천호-하남으로 연결되는

설비에 대한 자체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은

서울 동남권역 발전축에 위치하며 고덕택지(재건축),

물론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배선, 배관, 케이블

하남미사지구 강일지구 등과 접한 서울의 배후

등이 지진에도 망가지거나 탈락하거나 떨어지지

주거지로 주거,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소셜 스마트

않도록 한 기준이다.

시티로 조성 중이다. 고덕강일지구에는 3개 지구

서울시는 건축전기설비 내진기준 개발을 위해

총 14개 블록 규모로 총 1만 1,560세대의 공동

대한전기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기관련 협회는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물론 조명학회, 한국기술사회 등 내진 관련 전문

SH공사는 응모작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국내외

심사위원을 공개하고, 심사과정을 SNS로 실시간

전기설비 내진설비 규정‧설계절차 ▴내진설비 설치

중계할 예정이다.

사례 ▴내진설비 설치공량 연구를 위해 4개월에

공사는 2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를 공고

걸쳐 조사‧현장실사 작업을 했다.

하고, 응모신청(9월9일), 응모작품접수(12월2일)를

특히 전기설비 내진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중요성을

거쳐 심사평가를 통해 12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강조하기 위해 내진설계 개념부터 현장설치 사례까지

12월말 토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4장으로 구성했다. ①1장은 건축법, 전기법, 국가

공모지침서 등 ‘고덕강일지구 공동주택용지 10블록

건설기준(KDS)에서 규정하는 내진설계 대상시설,

일반분양 현상설계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내진설계 개념 ②2장은 내진 대상설비 설치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설계절차 ③3장은 조명설비, 수변전설비 등 전기

확인할 수 있다.

시설별 내진 설치사례 마지막으로 ④4장은 이해

〔SH공사 건축설계부 (02)3410-7962〕

당사자인 전기공사업계가 참여, 합동실사를 통해
개발한 전기 내진설비 설치품셈(노무비 산정기준)을

서울시, 지진에 안전한 ‘전기설비 내진

수록해 초보자도 전기설비 내진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기준’ 지자체 최초 개발완료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설치비 산정 기준에 해당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에 안전한

하는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정부(산업통상부) 표준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 완료했다.

품셈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포항 지진 이후 관련법이 개정돼 건축물 내 전기

내년에 정부 표준품셈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20.1.1.)

설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돼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부재했다.

개발품목은 내진스토퍼, 케이블트레이 내진버팀대

이 기준은 9.2(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

설치품 2종이다. ▴내진 스토퍼는 전기설비를 바닥에

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되었다.

단단히 고정하는 설비이며 ▴케이블트레이 버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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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설치되는 케이블트레이(전기케이블 배관)가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차선 당 44톤

탈락되지 않도록 천장에 고정해 주는 설비다. 건설

이상의 차량하중을 견딜 수 있는 1등교로 만들기

현장에서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간

위해 교량상부 전체와 54개의 거더를 철거하고

발생했던 분쟁의 소지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방향별(오류동 방향, 시흥IC방향)로 하나의 거더로

밝혔다.

만든다. 거더는 운반이 가능한 크기로 공장에서
〔재무국 계약심사과 (02)2133-3345〕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게 된다.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공사로 인한 차량

서울시, 노후 ‘개봉철도고가차도’ 성능

통제를 하지 않고 가설교량(우회도로)을 통해 양방향의

개선 착수…21년 말 준공

교통 순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성능개선공사 현장은 철도의 전차선과 약
30cm 정도 떨어져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
운행이 종료된 야간(01:00 ~ 04:00) 3시간 동안만
공사한다.
공사는 남부순환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4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서울시는 2018년 정밀안전점검결과 D등급으로
평가된 개봉철도고가차도(구로구 개봉동)를 시민의

추진된다. 1단계(9.5.~12.31.)는 차량을 우회할
수 있는 가설교량을 설치, 2단계(’19.12.~’20.9.)는

안전한 이용을 위해 오는 9.5(목) 성능개선공사를

오류방향 본선교량 2개 차로 철거와 성능개선,

착공하고 오는 2021년 11월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3단계(’20.9.~’21.5.)는 구로방향 본선교량 3개 차로

1977년 7월 건설된 개봉철도고가차도는 남부
순환로의 교량으로 경인선 철도(개봉역-오류동역)를

철거와 성능개선, 4단계(’21.6.~11.)는 설치된
가설교량을 철거하는 순서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67〕

가로지르는 교량으로써 서울 외곽의 남부지역을
동서로 이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준공 된지 42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해 1등교로
성능개선하는 개봉철도고가차도는 노후화된 거더
(Girder)와 바닥판을 전면 교체하고 교대(Abutment)와

‘서울정원박람회’로 해방촌 지역 녹색
탈바꿈…32개 동네정원 조성 착수
남산 아래 언덕 위, 오래된 동네 ‘해방촌’ 일대가

교각(Pier)도 보수·보강한다.
개봉철도고가차도는 경간(교각과 교각 사이) 6개,

발길 닿는 곳마다 꽃‧나무와 쉼터가 있는 정원마을이

길이 149m, 폭 23m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된다. 해방촌오거리 버스정류장, 텅 빈 빌라화단,

거더교(Prestressed Concrete Girder Bridge)

평소 폐휴지가 쌓여있던 동네 공터, 신흥시장 등

이다. 기존 교량의 교대 2개와 교각 5개는 보수·

정원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해방촌 일대 곳곳에

보강하고, 54개의 거더(Girder)는 모두 철거된다.

총 32개 동네정원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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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SOC 획일적 지원 뜯어고친다…
부족한 자치구 집중해 ‘균형발전’
서울시가 지역 간 불균형을 깨고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
원칙을 30여년 만에 뜯어고친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
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
｢2019 서울정원박람회｣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
재생 지역인 서울로7017과 해방촌(후암동) 일대에서
10월3일(목)부터 9일(수)까지 7일 간 개최된다.
서울시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서울정원박람회’의
개최지를 기존 대규모 공원에서 처음으로 노후
도심 주거지인 용산구 해방촌으로 옮겼다. 그동안
노후화되고 있는 도심 공원들을 ‘정원’을 통해 새
단장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올해는 ‘정원’이
주민 일상에 스며들어 지역 활력의 씨앗이 되는
‘도시재생형 정원박람회’를 새롭게 시도한다.
시민이 공원 내에 조성된 화려한 쇼가든을 찾아
가서 보는 것이 아닌, 정원이 시민의 일상으로 찾아
오는 정원박람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렇게 선보이는 동네정원 일부는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남겨둬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지역인 해방촌 일대에 생길 32개 동네
정원은 ‘어딜가든, 동네정원’이라는 슬로건과 ‘정원,
도시재생의 씨앗이 되다’라는 주제로 작가정원,
학생 및 주민참여정원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시민·민간단체·정원
관련 기업 등의 참여를 늘려 정원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0〕

같은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
했다면, 앞으로는 각 시설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한다. 예컨대,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
으로 설정했다.
또,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더 촘촘해진다.
사회복지비 부담이 클수록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재정력과 사회복지비중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총42단계로 강화했다.
적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시설이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
시설 가운데 자치구간 격차가 큰 시설들이다.
서울시는 8개 각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
기준’을 개선 완료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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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One Team)의 주도로 공공건축가, 전문가그룹,

때까지 집중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수십 차례 논의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별 재정요건과 인구구조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정비조합이 적극 참여하고 지역주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기본구상에 담아냈다.

획일적‧기계적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지역 간 생활

이렇게 도출한 기본구상에 따르면 ‘흑석11구역’은

SOC 격차가 심화됐다고 분석하고, 그동안 균형

인접한 현충원과 배후의 서달산, 한강변의 정온한

있게 설치되지 못한 생활SOC를 부족한 자치구에

도시풍경과 조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특별건축구역’

집중 확충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등을 활용해 자연에 순응하고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배경을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여건이 열악할수록

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친환경 설계를 도입한다.

기반시설이 더욱 낙후되고 삶의 질 악화로 이어

‘공평15‧16지구’는 종로, 피맛길, 인사동이 교차하는

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역사특성지역이라는 중요성을 살리기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천억

위해 정비와 존치가 공존하는 ‘혼합형’ 정비기법을

원을 시작으로 '23년까지 총 1조3천억 원 가운데

도입, 역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둔다.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안정적으로 투자

존치되는 건물과 정비되는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한다. 자치구를 통해 '20년~'23년 시설별 건립

혁신적인 계획안을 도입하고, 저층부와 옥상정원은

수요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중 시설별 설치계획을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한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 혁신방안｣ 4개 시범사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2133-6876〕

대상지 중 2개소에 대한 기본구상을 이와 같이
발표, 연내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2개소도 연내 사전 공공기획 완료를

서울시, ‘창조적 도시경관’ 1호

목표로 추진 중이다.

…흑석·공평 기본구상 발표

시는 공공건축가, 전문가그룹, 주민이 함께 만든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준공까지 정비

이번 기본구상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전 단계를 공공이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사업시행과 준공까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화국에서

공공이 ‘책임관리’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탈피,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도시‧건축혁신’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기간과 비용, 혼선과

1호 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확정해 발표했다.

갈등은 대폭 줄인다는 목표다.

‘흑석11구역(재정비촉진사업)’과 ‘공평15‧16지구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은 당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두 곳이다. 정비계획

계획했던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수립 이후 오랜 시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어 변화된

고층의 성냥갑 아파트 대신, 현충원의 정온한 도시

여건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이 시급한 곳들이다.

풍경을 존중하고 도시와 자연이 어울리는 아파트

지난 3개월 간 각 사업지별로 ‘시‧구 주관부서+

단지라는 새로운 밑그림을 그렸다.

도시건축혁신단+공공기획자문단’으로 구성된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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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이 함께 마련한 기본구상은 4가지

원칙(▴비개마을 특유의 경관가치 보존 ▴삶을 담는

하고 내년 2월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마을 ▴서울 시민의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 ▴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위원회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주택단지)을 담았다.

심의부터 최종 준공 시까지 공공건축가가 지속적으로

특히, 창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참여하고, 공공이 절차이행 조정 등 끝까지 책임있게

적용, 현충원에서 대상지가 보이지 않도록 높이를

지원해 당초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관리하고 배후의 서달산으로 열린 조망이 확보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02)2133-7956〕

되도록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고층부에는 계단식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02)2133-4638〕

테라스형 옥상정원을 조성해 한강변 아파트의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6〕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해 기본구상을 마련한 만큼, 4개월 이내

반세기 외딴 섬 ‘한강 노들섬’

(`19.12월말)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숲 어우러진 음악섬 재탄생

기대하고 있다. 당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된
계획안이 15개월 정도 소요(주민제안~위원회 심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4로 단축하는 것이다.
공평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주변
도시조직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당초 정비계획
대신 과거‧현재‧미래가 어우러지는 ‘포용적 보전’
개념의 대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 4곳 중 최초로
정비계획이 결정된 지역이다.
공공기획자문단의 기본구상은 4가지 원칙(▴기존
도시조직 맥락 유지 ▴실제 이용과 괴리되지 않는 역사
보전계획 ▴저층부 개방성 및 공공성 강화 ▴주변과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대교 아래 ‘노들섬’이

조화로우면서도 특화된 건축계획)을 토대로 피맛길변

자연생태 숲과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 공존

종전 정비사업과 차별성을 꾀했다.

하는 한강 음악섬으로 변신을 완료하고 시민 품으로

특히, 조선시대부터 시간과 삶이 축적된 역사적

돌아왔다.

공간이지만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일대 도시

음악섬으로 재탄생한 ‘노들섬’의 핵심시설은 한강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 ‘혼합형’ 정비기법을 도입,

대교에서 용산 쪽을 바라보고 다리 서편에 새롭게

존치되는 건물과 정비되는 건물이 조화되는 저층부

들어선 ‘음악 복합문화공간’(연면적 9,747㎡)이다.

소규모 매스/입면계획 등 혁신적인 계획안과 가이드

기존 노들섬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라인을 제시했다. 또, 상업‧업무공간과 연계해 건물

최대 3층 높이의 건축물을 다양한 레벨로 소박하고

저층부를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고 옥상정원을

아기자기하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한강대교에서도

조성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다리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도 이 건물을 통해

서울시는 금년 10월중 정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

노들섬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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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시설은
▴라이브하우스(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노들
서가(서점 겸 도서관) ▴엔테이블(음식문화공간)
▴식물도(島)(식물공방) 등이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라이브하우스’는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공간으로
한강 위 유일한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이다. 총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효과

456석 규모(스탠딩 시 874석)로 콘서트에 최적화된
음향‧조명‧악기 시설과 리허설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비슷한 크기의 다른 공연장에 비해
최대 규모의 무대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무대
연출이 가능하다.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음악은 물론 책, 패션, 마켓, 미식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노들섬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해법 모색 ‘민관협의체’ 가동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적으로 극복하고 실효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관련 전문가와 공동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재미를 선사한다.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

‘노들서가’에서는 15개 독립책방과 출판사가 계절
별로 직접 큐레이팅한 서가를 선보이고, ‘엔테이블’
에서는 유명 요리사나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하는
다이닝 프로그램을 매달 진행한다. ‘식물도(島)’
에서는 4팀의 식물 크리에이터 그룹이 진행하는
다양한 시민 참여형 가드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음악 복합문화공간’에서 나와 한강대교 반대편
으로는 약 3,000㎡ 규모의 너른 잔디밭 ‘노들마당’이
펼쳐진다. 1천 명에서 최대 3천 명까지 수용 가능한
야외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공연이 없는 평상시
에는 돗자리를 펴고 한강을 바라보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노들섬’은 용산에서 노들역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노들섬’ 정류장에 하차하거나 한강대교 보행길을
따라 10분~15분 정도 걸으면 진입 가능하다. 차량
주차는 불가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노들역(9호선)이다.
아울러, 9월 28일부터는 이촌나루, 여의나루 등에서
수상택시를 타고 접근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02)2133-8650〕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기획‧협의하고 ▴토론회와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도시공원 실효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공감대를 확산한다.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재원의 한계로 모든 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동시에 조성하지 못하는 공원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02)2133-2087〕

서울시, 왕십리~상계 ‘동북선 도시철도’
…‘24년 개통
서울시가 왕십리~상계를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9월 28일 기공식을 했다.
하반기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통한다는
목표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을 출발해
경동시장, 고려대, 미아사거리, 월계, 하계,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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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를 거쳐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16개

이어져 서울 동북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강남‧북

정거장, 총 연장 13.4㎞다. 모든 구간은 지하에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된다. 본선,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에 총 사업비 14,361억 원이 투입된다.

동북선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RTCS,

Korea

Radio-based

서울시는 기존 노선과의 환승 등을 통해 대중

Train Control System)’이 적용된다. 승객들의

교통 이용 편의성이 극대화돼 서울 동북부 주요

안전한 승차를 위한 ‘밀폐형 스크린도어’, 종합관제

지역인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실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무인

등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역사시설’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상황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시 대처가 가능한 ‘자동안전시스템’ 등 최첨단
혁신 기술이 도입된다.
또 (전동)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이 완비되고,
특히 24인승 대형 승강기가 설치된다.
열차는 우이신설선 도시철도와 같이 기관사가
필요 없는 무인운전 차량으로 차량 내 중앙통제
시스템에 따라 자동 운행된다. 2칸 1열차 편성

△ 동북선 도시철도 노선도

으로 구성돼 편성 당 정원은 172명이다. 최대
16개의 정거장은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이동할

운영속도는 시속 70㎞이며, 운행 간격은 출퇴근

수 있도록 기존 교통수단과 짧은 환승동선을 적용

시 2분 30초~3분, 평시에는 3분 30초 ~5분 간격

해 건설된다. 특히 기존 8개 노선과 7개 역에서

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환승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극대화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정관리과 (02)772-7162〕

된다. 기점(왕십리)역과 종점(상계)역 모두 환승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노선이기도 하다.
동북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기점인 왕십리역에서
종점인 상계역까지 13.4㎞를 환승 없이 26분에

위례서로 남위례~거여동 구간
왕복4차로 우선 개통

접근할 수 있어 11분 이상 빨라진다. 또한 왕십리

위례신도시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 남위례에서

역에서 분당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져 30분대로

서울시 거여동을 연결하는 위례서로 미완공 구간

접근이 가능해진다.

840미터가 4차로로 확장되어 우선 개통되었다.

서울 동북부 교통혼잡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례신도시에서 송파구 거여동,

개선, 지하철 4호선 및 국철 구간 혼잡도 완화,

오금동 방면으로의 교통편의를 위해, 위례서로

기존노선과의 환승을 통해 동서와 남북 연결하는

중 부분개통구간인 남위례~거여동 구간 840m를

연계교통망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분당, 용인,

양방향 4차로 확장해 9월30일부터 우선 개통했다.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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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내 위례서로 남위례~거여동 구간은

한편, GB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2018년 7월부터 양방향 2차로가 임시 개통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이 2년 →

북위례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설공사 공사차량의

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진출입로로 병행 운영되어 왔다.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위례서로 남위례~거여동 구간이 우선 개통되어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4.23 공포,

그동안 송파대로 등 위례신도시 서측으로 집중되던

10.24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 매장문화재

차량 이동이 거여․마천 방면으로 분산되어 위례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신도시 교통정체가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한편 위례서로 왕복6차로는 북위례지역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20년 7월쯤 전면 개통

국토부-마포구-감정원, 스마트 건축

예정이다.
〔SH공사 위례사업부 (070)459-7513〕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

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나선다
모바일로 건축물을 촬영하면 준공연도, 실내정보
등 다양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마포구에서 시행된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

국토교통부, 마포구청, 한국감정원 등 3개 기관은

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이하 ‘건축정보

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서비스)｣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9월 27일 마포구청사에서 체결하였다.

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밀집
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면적이 3천㎡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토부와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T)과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건축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후속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16.3.30.
이를

조치로써, 마포구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를

’16.3.30.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

구축하며, 공덕 사거리 인근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하였다.

건축물 내부 평면도, 피난경로 등 추가 정보도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

하였으나,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

제공할 예정이다.

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

환지방식에 추가하여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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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스타트업 등 민간
기업 참여를 통해 3D도면, 실내지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건축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며, 참여기업은
향후 별도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타 분야 정보 융·복합을
통해 수익모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에도 개방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5〕
〔마포구청 건축과 (02)3153-941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확대
(안 제17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는 마을건축가의 정의 및 업무범위,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여 마을건축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마을건축가 정의, 임기, 업무범위, 예산지원
등을 추가 규정함(제37조)
나. 마을건축가의 해촉 및 업무원칙을 추가 규정함
(제38조 및 제39조)

1) 사업주체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검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5개 전문기관에
유사 건설기준의 검토업무를 수행 중인 1개 기관을
신규 지정
나. 건설기준 주체에 관한 용어 단일화
(안 제7조, 제17조, 별지1, 별지2, 별지3)
1)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고시임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 및 서식의 ‘건축주’ 등 용어를
‘사업주체’로 단일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는 총공사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등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19.4.23.)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2018.6.30.)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 추가(제3조제1항제5호)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등을 실시
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
나. 설계심의분과위원 인원 조정(제5조제2항)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조정

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서식 정비(별지2)
1)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친환경주택을 평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에 개별보일러 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변경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관리자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임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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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 지구단위

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하되, 전략계획의 권역별

계획 등을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그대로 적용

전략계획 부합 여부, 부족 기초생활인프라

하려는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생략 가능하게

포함 여부, 사업면적이 10만㎡ 미만 여부를

하고,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

검토하도록 함 (안 제32조의 2)

개발사업은 법49조에 따라 인허가 의제가

사.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및 업무범위 규정)

예정된 13개 개발사업으로 규정함 (안 제45조)

총괄사업관리자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

나.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혁신지구사업의 시행이

공사를 지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로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시 적합성 분석,

7개 기관을 규정함 (안 제46조)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제안 등을 포함

다.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건축물 등 사용 및 처분)

하게 함 (안 제32조의 3)

소유재산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아. (도시재생사업에 노후 물류단지사업 포함)

신규 건축물 등을 우선공급하되, 지방위원회의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및 공사중단 장기

의결이 있는 경우 공급가격을 주변시세 이하로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할인 공급함 (안 제51조)

포함함 (안 제2조)

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개발

자.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이익 개념 및 산정방식을 정하고, 개발이익의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가 운영하고 발생수익을

재투자 범위는 지방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지역에 재투자하는 시설 등을 도시재생 기반

함 (안 제54조)

시설에 포함함 (안 제3조)

마.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빈집밀집지역, 정비

차.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국·공유

사업 해제구역, 상권쇠퇴지역, 노후철도, 노후

재산의 임대비용을 재산가액의 1퍼센트로

산단 및 공업지역, 노후건축물 밀집 국공유지

감면하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

등 국가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파급효과가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안 제37조)

있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입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044)201-5609〕

규제최소구역 수립기준 및 면적 특례를 적용
하여 복합화 요건 2개 이상으로 완화, 입소
구역 지역총량제에 국가시범지구 포함 면적은
미포함,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주거연면적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에 따른

총연면적의 8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공사비산정기준인 표준시장단가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함 (안 제55조)
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인정절차 및 기준)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 긴급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생활SOC 공급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
후 지방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위해 제․개정 대상 공종에 대한 내실 있는 현장
조사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미조사 공종에
대한 물가 보정 기준을 개선하여 건설현장 가격
변동을 적합하게 반영하고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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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

가. 현장조사를 통한 표준시장단가 정비를 년 2회

(안 제6조 등)

에서 1회로 변경하여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하기 위해, 서류제출 시기를 변경하고 제출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중요한

서류를 명확히 함(안 제87조제1항, 제2항

사항은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

및 제3항)

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표준 서식(안 [별표2])

나. 현장조사 시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 제87조제4항)

마감재료 시험성적서의 표준 서식을 마련함

다. 미조사 공종의 물가 보정 근거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관 (044)201-4998〕

보정 시 ‘재료비/경비’와 ‘노무비’로 구분하여
각각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0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개정(안) 행정예고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입지의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

탄력적 운영과 도로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기타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하고자 「개발제한구역관리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의견을

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받는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고자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가.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 공간, 도로 등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필수적인 선형시설 등으로서 환경평가 1등급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내지 2등급지에 불가피하게 시설물 설치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경우 가급적 원형지를 보전하고 국토

가. 복합자재의 강판 관련 기준 개선

교통부 사전심사반 심사 또는 중앙도시계획

국토교통부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 등)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4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나. 도로 중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수립, 승인하거나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철도와 같이

도금부착량 및 두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사전 협의절차를 생략(안 별표2)

나. 마감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

다. 소규모 선형․필수시설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안 제5조 등)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정의 시 당초 ‘부지’라는

마감재료의 양면이 달리 구성된 경우에는 양쪽면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표현을 ‘토지형질변경 면적’으로 변경하여 해석을
명확히 함(안 별표2)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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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제46조에 따른

개정(안) 입법예고

수행을 인정

국토교통부는 건축기획 개념 및 업무절차 신설,

바. 건축기획 심의대상(안 제19조의4)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사업 및 공공기관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업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공포, 2019.

건축기획 심의대상으로 규정
사. 건축기획 업무 의뢰대상(안 제19조의5)

12. 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축기획 업무 수행을 건축기본법 제23조에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량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및 제11조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 인정범위 확대, 설계공모 의뢰기관
규정, 건축설계 분리발주 규정 등 운영상 나타난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있는 건축사’에 의뢰 가능토록 규정
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안 제19조의6)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서비스산업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결과의 반영여부 등에 대한 심의 및 공공건축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을 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의7)

가. ‘역량있는 건축사’ 인정대상 확대(안 제11조)

위원회 구성, 회의 개의 및 의결, 국토교통부장관의

설계공모 입상실적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우리

자료요청, 위원 임기, 임기 중 용역수행 제한,

나라 정부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건축 작품에 대한

공공기관 위임사항 등 규정

수상실적을 인정

차.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외대상 명확화

나. 건축설계 분리발주(안 제17조제2항)

(안 제20조제1항제2호)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다른

사전검토 제외대상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 수행대상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금지

사업으로 명확화
카. 사업계획 재검토 대상(안 제20조의2)

다. 설계공모 업무 의뢰(안 제17조제4항)
공공기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부지 위치 변경 및 공사비 예산 30퍼센트

및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이상 증감, 주 용도 변경 등 사업계획 재검토

등에 설계공모 업무를 의뢰할 수 있음

대상 규정
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안 제21조의2)

라. 건축기획 업무내용(안 제19조의2)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

지역 공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 요건, 승인

기관이 건축기획 업무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

재요청 기준, 운영실태 평가, 사전검토 결과 통보,
지자체 위임사항 등 규정

마. 건설공사 시행과정 수행 인정(안 제19조의3)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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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 제155차 잠실·천호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

’19년 9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설계심의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공사로 인한 불편을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등을

○ 접속방법

상세히 수립할 것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방향유도 칼라차선 등에 대해 충분히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설계에 반영할 것(천호대교 남단IC 램프-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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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반조사 및 시험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반정수 선정과 가시설 설계
등을 최적화 할 것

■ 제145차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기본

○ 옹벽 구조물별 형식 선정사유를 명기하고 차수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보행환경개선 계획의 내용에는 단순 보도폭
조정 및 차도정비 뿐만 아니라 지주통합, 지장물

그라우팅공법에 대해 품질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육갑문 설치와 관련하여 수압방향을 고려하여
구조설계를 보완하고 호이스트 크레인 용량

철거, 불법점용 해소 및 간판정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은 필요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
○ 전기실 단선도, 부하, 케이블, 차단기 등 전기

○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사항에는 과업 특성에

분야 설계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재검토
하여 보완할 것

부합하도록 보행관련 항목(보행 접근 강도,

○ 공사용 보행육교에 설치되는 복공판에 대해

주요 보행패턴 등)을 추가할 것
○ 보도설계 시 기존 구조물(가로수분, 한전, 판넬,
가로등 등) 주변 공사에 대한 세부 상세도

안전성 및 사용성을 검토할 것
○ 비개착공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부 도로의
침하 관리기준에 대해 관련기준들을 확인하여

(포장재절단, 가공방법, 라운드 처리방법)를

보고서와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고, 가시설

작성할 것

및 비개착공법 등과 관련된 계측계획 및 관리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것

○ 계량화가 어려운 보행환경개선에 따른 편리성
및 쾌적성 측정에 대해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

○ 기상으로 인한 불능일수는 토공, 가시설, 구
조물 등 작업 성격에 맞게 적용할 것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
방법을 인정하되 KDI의 지침 및 방법론을 준수

■ 제156차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설계심의

하도록 명시할 것
○ 식재설계 관련 수목 및 초화 지피류 식재 시

○ 공연장 피난 공간 확대 검토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계절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

- 피난을 위한 공간이 부족. 가능 하면 비록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이용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피난 계획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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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주차장 출입 시 도로상 교통정체 해소

○ 유지관리 동선도를 작성하여 결함내용, 결함

방안 제시

위치 등을 표기하고 부재별로 손상현황에 대한

- 기계식주차장 출입 시 대기차량으로 인해

관찰주기 및 횟수 등 구체적인 유지관리계획을

6미터 도로에 교통정체 우려되므로 해소

제시할 것

방안 제시(해당 위원에게 별도 설명 후 건설

- 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

기술심의위원회에 결과 제출)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중점

○ 벽체를 PT보→RC보로 교체하는 방법 적극검토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고 휴대용 핸드북 형태로 별도

○ 구조분야 감리 강화 검토

제작하여 평시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고난이도의 구조 SYSTEM을 설계자의 의도에
■ 제159차 2019년 강서 이용숲 조성 설계심의

맞게 구현위해 감리(구조) 강화검토
- 시공상세도. 공사 전 힘의 흐름과 Balance를

○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 계획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 타당성과

고려한 문제점 확인
- 시공사 선정 시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

목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서에 보완할 것

○ 인접 좌우건물 및 지반 영향 검토 및 도서 반영

○ 보전지구에 대한 세부설계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 인접건물 영향 검토 반영(경사계, 크랙게이지

않으므로 식재간격 등 세부기입내용은 삭제할 것
○ 하천법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홍수위 등에

기준이상 설치 등)

대한 특기시방서를 보완할 것

- 인접토지 안정화 방안 검토

○ 유속 증가에 따라 수목 전도 위험이 있으므로
하천 측점별로 수리 영향 분석 결과를 보완

■ 제158차 지축차량기지 주공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지붕하중이 트러스 위에 물매를 위한 덧부재,
태양광 설비 등 활하중이 증가함에 따른 지붕

하고 유속 증가 부분을 표시할 것
○ 매토종자 제거를 위해 일부 표토를 반출하는
등 서울시 위해식물 관리 기준에 따라 위해

부재(트러스 사재)의 응력 부족 원인을 추가

식물 제거 방법을 보완하여 반영할 것

하고,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보수·보강 없이
유지관리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
○ 1998년 증축부 일부 기둥에 발생된 변위를

■ 제160차 2019년 한강 선사숲 조성 설계심의
○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등 관련

반영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추가할 것

상위 계획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 타당성과

○ 볼트 풀림의 원인 중 대상물의 사용 중에 발생

목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서에 보완할 것

되는 동하중(진동 포함)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

○ 현장토 이용에 따른 절·성토 계획(도면 등)을

되면 상기 내용을 용역보고서에 명기할 것

보완할 것

○ 큰 변위가 발생한 기둥에 대해서는 원인을
정밀분석하고 장기적인 변위검토가 필요하며,

○ 유속 증가에 따라 수목 전도 위험이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변위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하천 측점별로 수리 영향 분석 결과를 보완

따른 대책을 검토할 것

하고 유속 증가 부분을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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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토제거 및 성토(마운딩)에 따른 토공작업이

○ 기존구조물과 RC암거 접합부에 따른 벽체제거

이루어지므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부분은 상세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보강방안을

토사유출방지대책을 보완할 것

검토·반영할 것
○ 지장물 현장조사 결과 및 현황을 통합하여
지장물 종합도면을 작성할 것

■ 제161차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복합
시설 건립 설계공모 용역발주심의

○ 가시설 설치 및 철거공사 시행 중 인접건물
또는 부속시설물의 침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 ‘과업기간’에 과업기간 변경 조건에 관한 내용

적정 시공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추가를 검토할 것
○ 거동이 불편한 재실자(노인요양시설, 장애인

○ 기존 암거와 신설 암거 사이의 유량분배 통수구

보호시설 등) 및 환자, 중증장애인 등의 피난에

규격, 위치 선정 근거 및 대형 상수관로에

장애가 없도록 방재 계획할 것

대한 공사 중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 신설 암거 설치에서 제외되는 구간(SD-7)으로

○ ‘설계 자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인한 수리검토결과 및 사업효과를 향후계획과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연계하여 명확히 제시할 것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실시설계 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공과정의

○ 계측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나리오별(관심, 주의, 작업중지 등)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측계획에 반영할 것

- 실시설계시 시공전문가(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 위험공종 부문)를 참여시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

■ 제163차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설계심의

○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방안」
(도시철도토목부-6563, `18.5.)에 따라 공사

○ 진·출입구 설계관련 우회전 진출하는 차량이

설계 시 근로자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대향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충분한

등)이 내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내용을

회전 반경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보완할 것

○ 주차장 내부 동선 설계 관련 경사로와 연결되는

○ 설계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경분야

회전 구간에서 안전하게 차량 교행이 가능한

전문가로 “서울시 공공조경가”가 참여할 수

회전 반경을 확보한 지에 대해 재검토 할 것

있도록 할 것

○ 부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공사 완료 후에
대한 검토만을 하였으나 공사 단계별로 부력
안전성을 검토할 것

■ 제162차 사당천 단면확장 설계심의
○ 지반조사보고서 지반정수 산정결과와 기초 및

○ 지반정수는 종합보고서와 지반조사보고서 상

가시설계산서의 허용지지력 산정 시 적용한

수치를 일치시키고, 설계지지력으로 사용한

설계기준을 최신 기준으로 수정·반영할 것

경험치 값의 근거를 종합보고서에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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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그라우팅(SGR)을 가시설 근입 깊이까지

■ 제186차 항동복합행정센터 건립 설계 용역

계획하였으나 N치 50이상의 치밀한 풍화토층
에서는 차수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경제성을

발주심의
○ 건축구조기준이 2019.3. 일부 개정(국토교통부

고려하여 차수그라우팅 깊이를 재검토할 것

고시 제2019-117호) 되었으므로 개정된 최신

○ 상부도로 교차로별 교통처리계획 관련 연결도로와
회전반경 등 기하구조가 적정한지 재검토할 것
○ 수령이 많은 왕벚나무는 이식 시 유지관리 비용을

기준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 수정할 것
○ ‘설계공모지침서’ 제출도서 중 설계도면(설계설명서
포함)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설계에 반영하고, 이식 과정에서 수피가 손상

절약계획, 무장애공간계획 등을 추가할 것

되지 않도록 조치하되 불가피하게 훼손이 발생한

○ ‘소방(전기)설비공사’ 및 ‘비상전원설비’에 아래

경우 약제처리토록 시방에 명기할 것

내용을 추가 할 것
- 지하주차장이므로 감지기는 연감지기로 검토

■ 제164차 손기정 복합문화 클러스터 조성
설계심의

하고 필요 시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 적정한
감지기로 설치

○ 시설별 내구연한, 안전상 문제, 이용자 요구
사항 반영 등 기존 시설 변경 및 신규시설 설

- 정전 등 비상발생시 발전기가 자동으로 절체

치에 대한 타당성(논리)을 보고서에 보완할
것

되어 가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
○ ‘기본지침’에 통신분야 내용을 추가할 것

○ 기후변화에 따라 녹지는 더 이상 표면배수나

- 통신분야의 설계에 반영된 계산서를 추가

자연배수가 되는 공간이 아니므로 주변 시설

검토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할 것

에 영향(피해)을 주지 않게 유공관, 표면구배

▪ CATV 공청설비시스템에 대한 각 실별

등 배수계획을 철저히 보완할 것

전계강도계산서

○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게 어린이놀이터 주
변 녹지대를 조성할 것

▪ 방송 AMP용량 계산서

○ 대왕참나무 열식구간 경계처리는 유지관리 및

○ ‘식재설계’에 ‘미세먼지 발생의 저감 및 포집이

우레탄포장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경계석으

될 수 있도록 녹지대의 하부에 관목, 지피류

로 변경할 것

등으로 밀생 처리하여 지표가 노출되는 일이

○ 경사로에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규사 유실
방지 등 정밀시공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이상 변경되므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재상정하거나 10% 미
만 변경으로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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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

》 건설신기술소개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차수재와 유연성이 확보된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보수재를 복합화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보수공법[PAG복합차수공법]
(제870호)
(보호기간 :

2019. 09. 04. ～ 2027. 09. 0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누수를 보수하기 위한 공법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천공 부위에 고응집성으로 신속하고 밀실한 공간채움이 가능하고 구조체 배면부에
안정화된 차수층 형성이 가능한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보수재를 주입함으로써 구조물 배면부위에서
발생되는 수압을 차단(1차 보수)하는 차수층을 형성한 후, 균열부와 시공이음부 등 누수 취약부에
유연성 및 내화학성이 개선된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보수재를 주입하여 보수(2차 보수)하는
시멘트계+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복합구성의 누수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보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그림 1] 신기술의 시공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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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표 1] 신기술의 주요 활용실적(공동주택)

연번

공 사 명

발주자

1

아산배방5공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보수공사

남양건설㈜

2
3
4
5
6

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 공사
규모 단위 비고
12/10/31

526

M2

청주 북문로 한신휴플러스 신축공사/균열보수공사
한신공영㈜
13/4/1 13/6/30
전주송천 아이파크 6단지 지하주차장 천장 현대산업개발㈜ 13/5/6 13/6/30
균열누수보수공사(76회)
전주서부신시가지 아이파크 지하주차장 바
현대산업개발㈜ 13/10/23 13/12/20
닥, 슬라브 균열누수 보수공사
대전도안우미린아파트지하주차장 누수보수
우미건설
14/5/20 14/10/24

395

M2

1,002

M2

105

M

1,785

M2

휴먼시아남춘천1단지아파트 균열 및 누수보수공사

성지건설㈜

12/8/1

14/6/23

15/3/30

5,647

M2

대전도안 지하주차장 균열누수 보수공사 현대산업개발㈜ 14/11/10
진월동금광하늘연가아파트하자보수공사 중
8
금광기업㈜
15/5/26
시설물유지관리공사(5년차하자보수)
사당동 센시티 아파트 10년차 하자종결공사
9
대창기업
17/11/13
중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10 (봉화산e편한세상아파트)지하주차장 천정 누수 방수공사 봉화산e편한세상아파트 17/12/4
입주자대표회의

14/12/20

438

M2

15/8/26

98

M2

18/3/31

330

M2

18/3/31

2,538

M2

7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건축구조물의 지하주차장, 설비실, 기계실 등의 지하공간에서 발생되는 누수부위에
대한 누수보수공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건축구조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동구를 비롯해 터널, 수처리
시설, 지하철 관련 시설물, 지하 군사시설물 등의 토목구조물의 누수보수공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팽창 조절 특성의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유연형 주입보수재와 고응집 특성의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차수재를 최상의 효과로 복합화시킨 누수구조물의 보수공법으로써 기존의 보수
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 [표 2]와 같이 습윤면 부착성, 고수압 저항성, 수중유실 저항성, 구조물
거동 대응성, 화학수 저항성 등에서 매우 뛰어난 공법이다.
[표 2] 기존 보수기술과의 특징 비교

구 분
습윤면 부착성
고수압 저항성
수중 유실 저항성
구조물 거동 대응성
화학수 저항성
내구연수

신기술
▲
▲
▲
▲
▲
▲

기존 누수보수 공법
발포우레탄 아크릴수지 에폭시수지 시멘트
▼
▲
▼
▲
▼
▼
▼
▼
▼
▼
▼
▼
▼
▼
▼
▼
▼
-

점착유연형 씰재
-

▲
▲
▲

상기와 같이 본 신기술은 기존 보수기술에 비하여 뛰어난 보수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높은 선호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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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신기술은 국내의 지형적 특성상 경사지나 하천 주변 등의 지하수위가 높을 수 있는 지형적 위치에
구조물(공동주택, 공동구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물은 강수 또는 기타의 요인으로 지하
수위가 상승하면 지하에 위치한 구조물이 외부로부터 상당한 수압을 받게 된다. 지하 공간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지하 구조물은 외방수가 시공되어있지 않아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기술에 비하여 본 신기술은 이와 같은 구조물의 누수를 뛰어난 성능으로 효율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공법이며 장기간의 시공 경험과 개발을 토대로 한 품질을 바탕으로 누수보수 분야의
기술 수준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은 최근 강화된 국내의 환경 기준(화학물질관리법 외)을 충족하는 환경적 기술로써 국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 본 신기술에
대한 학술대회 기술 강연과 현장 시연을 통해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본 신기술을 보급하여 중국 내 다수의 지하구조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저품질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유럽에서 생산하는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비용과 성능을 모두 고려한 측면에서
본 신기술의 재료와 공법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본
신기술의 재료 중 아크릴계 재료(PA-100plus)의 기술성을 높이 평가하여 현재 본 신기술에 관한
협약을 요청하고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표 3] 신기술의 설계단가 (단위 : 원)

구 분
벽
바
천

단위

체
닥
장

총원가
365,675
377,096
85,177

㎡

비고

(2) 공사비
[표 4] 기존 기술과 신기술의 설계단가 비교

구 분
신 기 술
기존 기술 (376호)

벽
바
천
벽
바

체
닥
장
체
닥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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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가
365,675
377,096
85,177
520,646
569,091

비교
1
1

1.423
1.509

비고

(3) 공사기간
[표 5] 기존 기술과 신기술의 공사기간 비교

구 분
신기술

1공정

공 정 명 1차 천공
시공시간

1 hr

2공정

1차 주입

∼3 hr

2

3공정

2차 천공

4공정

2차 주입

1 hr

2

∼3 hr

기존 기술 공 정 명 보수재 교반 기초 천공 예비 주입 주입 천공
(376호) 시공시간
1 hr
1 hr
2 3 hr
1 hr

∼

※ 지하주차장 벽체 1 span 시공 조건 (H=2.5 m, L=8 m)

5공정

씰 주입

∼5 hr

4

6공정

누 계 비고
6

∼8 hr

10

∼12 hr

표면 마감
1 hr

(4) 유지관리비
[표 6] 기존 기술과 신기술의 경제성 비교

구 분
수 명
취득원가
보수비용
계
비교
경제성 평가

벽 체

신기술

기존 기술(376호)
벽 체
바 닥

바 닥

비고

5년 (3회/15년)
3년 (5회/15년)
1,206,726
1,244,415
2,863,550
3,130,000
15년 기준
54,168
54,168
1회
1,260,894
1,298,583
2,863,550
3,130,000
1
1
2.271
2.41
① 15년을 기준으로 하여 벽체 부분을 비교한 바, 기존 기술 대비 1,602,656원 절감
② 15년을 기준으로 하여 바닥 부분을 비교한 바, 기존 기술 대비 1,831,417원 절감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신기술은 2019년 07월 녹색기술인증을 인증 받은 친환경적 기술로써 기존 기술과 다르게 환경
저하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기술이다. 구조물의 누수를 환경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사용자의 불안 요소를 크게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공동주택 외에 대규모 구조물(공항, 항만, 철도 등) 또는 소규모 구조물(발전소, 병원, 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건축, 토목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하고 해외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수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본 신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기술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의 누수보수 기술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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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Hz급 및 2MHz급 통합 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를 이용한
하상 및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영상확보기술 (제871호)
(보호기간 :

2019. 09. 18. ～ 2027. 09. 1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수중 구조물의 표면상태 확인, 세굴과 하상지형 조사 등 수중 안전점검에서 정밀도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MHz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mm를 갖는 2MHz급 주파수 대역의 소나가
일체화된 장비로 360° 촬영각도 조절이 가능한 일체형 전동지그와 1MHz급과 2MHz급 소나 통합 운용
및 제어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수중 영상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한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및 하상지형을
조사하는 영상확보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그림 1] 신청기술 수중조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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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소나를 이용한 수중 구조물 진단 시스템

관련자료 검토
기존 수중조사 분석
준공도서 분석
수심측정 자료분석
기타 보수이력사항

Ÿ
Ÿ
Ÿ
Ÿ

세부계획 수립
현장조사 계획(범위,항목)
세부공정표
업무 세부편성

Ÿ
Ÿ
Ÿ

1MHz 조사
Ÿ
Ÿ

대상 구조물 현황조사
Ÿ
Ÿ
Ÿ

수중구조물 소나조사
하상조사(세굴조사)

소나 DATA 활용
Ÿ

제원파악
유속측정
주변 현황 조사

2MHz 조사
Ÿ

결함부 의심부 정밀소나조사

Data 취합
조사자료 정밀분석
및 고찰

소나 데이터 영상 보정 처리

보고서 작성
Ÿ
Ÿ

보고서작성
보수보강대책수립 및
유지관리방안

자문회의(필요시)

종합보고서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1

발주처

용역명

시기

위치

㈜유신

2018년 인천대교 안전점검용역 중 수중점검
용역

2018.10~
2018.11

교각 20기
세굴방지공 8개소

비고

나. 향후 활용전망
교량의 수중교각에 대한 국부 세굴, 철근 노출 등의 조사에 활용 될 수 있으며, 미세균열 등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장비의 정밀도 향상에 대한 연구가 기대되며, 연구소 및 대학 등에서 연구개발에
활용 될 수 있음
- 34 -

기타 댐, 제방, 항만 시설물 등 다양한 수중구조물에 대한 점검에 활용가능하며, 소나 탑재 첨단
수중점검 장비를 활용한 계측 전문 기업의 설립이 가능함
안전진단회사 및 계측장비 회사로의 기술 이전을 통하여 안전진단 용역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기술은 초음파 음파 탐지에 의한 분석보다는 수중잠수부에 의한 현장조사(육안조사)가 대부
분이다. 따라서 기존 수중점검은 수중의 혼탁도 및 유속 등의 변수에 의해 점검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한다. 400Khz대역의 소나장비를 이용할 경우 주파수대역의 특성상 넓은 지역을 조사할 수 있
었으나, 구조물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에는 영상 식별도가 낮은 문제가 있다. 1MHz급 소나장비의
최대분해능은 3cm로 구조물의 손상 및 하상면의 세굴 등을 감지할 수 있으나 손상의심부에 대해
추가적인 잠수조사가 필요하다. 본 기술은 2MHz급 소나장비(최대분해능 0.08mm)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잠수조사 없이 수중구조물의 손상을 상세히 감지할 수 있으며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한 구조물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 및 시설물 노후화와 관련되어 재난의 방지와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첨단 기술간 융합을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첨단 소나 장비를 이용한 수중점검 통합 솔루션을 개발할 경우 수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해당국가의 안전진단 업체와의 기술 제휴를 통한 용역사업 수행, 통합 솔루션 제품 수출 등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본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수중구조물의 상태를 조사 및 관리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본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기존에 이러한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져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기대효과가 발생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분

품 명

신기
술공
법

2MHz 소나
수중조사공법

규 격
하천교량
해상교량(주탑)
해상교량(교각)
수리항만(댐)
수리항만(항만)

단위

수량

금 액 (원)

기

1

10,665,839

기

1

6,921,732

㎡

1,000

9,868,916

㎡

1,000

10,608,03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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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67,448

비

고

(2) 공사비

<하천교량 원가계산서 비교>

<댐 원가계산서 비교>

[그림 2] 하천교량 및 댐 원가계산서 비교
(3) 공사기간

관련자료 검토
현장
계획조사
수립및
현장조사 준비 작업
조사자료
정밀 분석
및 고찰
현장
조사
확인 조사
현장 조사 완료 작업
수중조사및야장정리
수중조사
편집동영상
보고서 작성
관리주체
협의보고서
최종 납품
최종 소요일

잠수부를 이용한 수중조사
잠수부를 이용한 영상촬영

보유기술
(건설신기술
제 787호)

신청 신기술

1MHz Dual SONAR

1MHz/2MHz SONAR

2일
2일
1일
6일
(1일/2기 점검)
-

1일
(1일/12기 점검)
2일
0.5일

1일
(1일/12기 점검)
1일

4일

2일

2일

3일

2일
2일
0.5일
교각 12기 기준
15일(+1일)

교각 12기 기준
21일(+7일)

교각 12기 기준
14일

(4) 유지관리비
신기술은 수중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에 수행 시 필요한 기술로서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산출되지
않는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적 교량 유지관리 기술의 확보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건전성평가를 위한 계측작업이 매우 간편해짐
교량 이외의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확보
탈부착이 간편한 일체화형 점검장비를 활용한 교량 수중구조물 점검 시장 개척
교량을 포함한 주요 댐, 제방, 항만시설물 등의 주요 수중구조물에 대한 점검에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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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술정보
ERS 기술 및 실증 사례

미래 친환경 화물운송을 위한

ERS의 외부 전원 공급 기술은 3가지 방식(팬터

도로인프라, ERS

그래프식, 노면 전도성 충전식, 유도성 충전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팬터그래프식(Pantograph concept

머리말
운송 부문은 현재 주요 에너지원으로 화석 연료를

또는 Conductive overhead)의 경우 열차 및

사용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

전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과

가스 배출량의 약 14%(ITF, 2016), EU의 23%를

유사하며 이미 오랜 기간 입증된 안정적인 기술

차지하고 있다(Schulte and Ny, 2018). 이에

유형으로 ERS에서는 트럭 위의 팬터그래프를 통해

따라 각국에서는 파리기후협약(2015) 등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형태이다. 이는 기존의 도로인프라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한을 꾀하여 왔다. 지속가능한

전력선만 구축하는 것으로 비내연 화물차의 주행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특히 운송부문의 화석

가능토록 하며 승용차와 트럭의 혼재 상황에서도

연료 사용을 적극 줄여야 한다. EU에서는 운송

본선의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반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5%가 화물차를 통해

현재의 설계 개념으로는 중형차량(버스 및 트럭)을

발생 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 트럭의 급속한 증가로

대상으로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인해 2050년까지 도로화물 운송부문에서 CO2

노면 (혹은 측면）전도성 충전식(Ground or Side

배출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based Conductive Charging)은 도로 표면에

따라서 이제는 화물 운송차량의 탈화석연료화가

통합된 도체 라인을 통해 차량에 전력이 공급되는

시급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방식으로, 화물차 이외의 승용 EV(Electronic Vehicle)의

다만 전기차가 현재까지 상용화되지 못했던 주원인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중 하나가 배터리의 한계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

수 있다. 다만 아직 더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이

져야 한다. 기존 내연기관차와 비교하여 배터리의

요구되고 전력공급 장치의 구축 및 수리 작업 시

충전시간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것은 전기차의

교통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높은 초기 비용이

치명적인 약점이며 더욱이 전기차의 사용 기간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길어질수록 배터리의 효율저하로 인해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 물류운송을 위한 대형트럭의 경우
승용차보다 더 큰 배터리가 필요하여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거대 차종을 움직이기에 한계가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친환경에너지 운송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는
“전력을 충전하며 달릴 수 있는 도로, ERS(Electric
Road System)”가 등장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유럽
및 미국에서 실증되고 있는 화물운송 중심의 팬터
그래프식 ERS인 e-하이웨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도성 충전식(Inductive Charging
System)은 도로 포장면에 설치된 유도 루프를
통해 비접촉 상태에서 차량에 전력이 공급되는
방식이다. 전도성 충전식과 동일하게 도로를 주행
하는 EV라면 차량유형 및 크기에 관계없이 충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도로의
전면적 재구축 및 재포장이 필요하며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위의
3가지 외부 전원 공급 방식 중에서 팬터그래프식이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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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본고에서는 탈화석연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화물
운송 도로시스템인 팬터그래프식 ERS, e-하이웨이에
대해 소개하였다. 스웨덴, 미국, 그리고 독일의
실증 실험을 통해 해당 시스템은 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이며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이점을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지멘스社의
지속적 실증을 통해 10만km 주행시 트럭 한 대당
약 2,400만 원의 연료비가 절약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류운송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트럭과 같은 거대 차종을 전기만으로 달리게
하려면 상당한 무게의 대형 배터리가 필요하지만,
수 톤에 달하는 배터리를 탑재시키는 것은 현실적
으로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한 트럭의 중량 상승은
도로노면 파손과 같은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초기 구축비용이 요구
되더라도 e-하이웨이는 장기적인 강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온라인 쇼핑 및 가상 물류네트워크의
화물운송 중심의 팬터그래프식 ERS인 e-하이웨이는
2016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독일과 미국에서 개발
되어 시범 운행되고 있다. 일상적인 주행은 디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전력 공급선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모터로 구동하는 방식으로 노면
전차와는 달리 전력공급선이 종료되는 지점부터는
타 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도로운영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확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거래의 방식과

e-하이웨이는 변전소에서 트럭의 휠까지 80–85%
수준의 높은 에너지 전달 효율을 가지며 특히 내리막
구간에서 주행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트럭의 적용으로 추가적인 비용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2 배출량의 높은 비율이
화물수송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물류의 경우
도로 이외의 다른 교통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된 상황에서 향후 3개국의 e-하이웨이가
확대되어 운영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화물 전략도로의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물품의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물류수송 규모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2018)에
의하면 2017년 평균 CO2 배출량은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에서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화물차의 경우가
전년대비 0.8% 수준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가하는 물류시장에 대응하여 노선 선별을 통한
특화된 도로기능의 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e-하이웨이와
같은 친환경 화물운송 시스템은 미래 한국에 있을
사회,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초석(Stepping Stone)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8 -

[국토연구원(도로정책Brief), www.krihs.re.kr]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9년 9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145

용 역
발 주

사

업

명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161 별관 복합시설 건립

심 의

186

사 업 개 요
․ 보행축 정비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

․ 지하2층/지상7층
․ 규모 : 3,652㎡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9,877

조건부

(451)

채택

10,644

조건부

(624)

채택

설계공모

․ 별관부지 568㎡

항동복합행정센터

․ 지하1층/지상4층

6,049

조건부

건립사업 설계

․ 연면적 : 2,300㎡

(259)

채택

34,700

조건부

(1,386)

채택

․ 지하3층/지상10층

16,000

조건부

․ 연면적 : 4,893㎡

(860)

채택

․ 위해식물 제거 및 식재기반조성

2,000

조건부

․ 수목식재 및 휴게시설 설치

(34)

채택

․ 위해식물 제거 및 식재기반조성

2,000

조건부

․ 수목식재 및 휴게시설 설치

(24)

채택

18,137

조건부

(697)

채택

비고
토목

건축

건축

․ 잠실대교
155

잠실.천호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

(연결로 L=3.66km, 지하차도 L=300m, 교량 L=33m)

․ 천호대교

토목

(연결로 L=2.95km, 지하차도 L=193.8m)

156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159 2019년 강서 이용숲 조성

건축

조경

설 계
심 의

160 2019년 한강 선사숲 조성

162 사당천 단면확장

․ 암거신설 1.0km

구로2동 주택가

․ 지하2층, 105면

11,015

조건부

공동주차장 건설

․ 연면적 : 4,279.48㎡

(314)

채택

손기정 복합문화 클러스터 ․ 트랙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3,078

조건부

조성

․ 축구장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

(138)

채택

지축차량기지 주공장

․ 지상2층

정밀안전진단

․ 연면적 : 65,715.5㎡

163

164
정밀안전
진단심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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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조건부
채택

조경

토목

건축

조경

건축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9년 9월)
(단위 : 백만원)
심
기 간

분 야

사

업

사

현

황

명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14,790

14,076

건

축

서울공예박물관 편의공간 인테리어
설계용역 등 38건

교

통

자전거전용도로(CRT)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등 3건

815

815

기계설비

탄천물재생센터 근무자 운영실 및 작업실
근무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등 6건

190

155

도

서울교통공사 2호선 당산철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13건

2,813

2,796

도 시 계 획 공공기관 활용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19건

12,158

12,153

상하수도

도로함몰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 등 26건

4,935

4,869

소

3호선 고속터미널역 등 3개역 변전소
소방서리 개량공사 감리용역 등 4건

31

30

490

478

2,655

2,603

614

608

로

방

2019.08.
전기통신

난지창작스튜디오 태양광 연계용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11건

서울교통공사 언주역외 4개역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10건
가로변 녹지량 확충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경
13건

정밀진단
조

지 하 철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등 4건

913

912

하

천

묵동천 생태하천조성 시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3건

735

718

기

타

빗물펌프장(16개소) 시설용량증대
타당성조사용역 등 11건

2,081

2,064

43,220

42,277

계

161건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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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세상
국가기술자격 정보

시사상식 용어

< 2019년 119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필기
합격예정자 원서접수
시험
발표
(인터넷)

7.19~7.25 8.10

9.11

핀테크(Fintech)
합격자
발 표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9.16~9.19 11.2~11.11 11.22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면접시험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금융업계의 혁신산업이다.
기존에 입·출금, 송금, 펀드가입 등의 업무를 은행

< 2019년 제3 · 4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필기시험 필기
합격예정
원서접수 시험
자 발표
7.05~7.11 8.04

8.30

8.16~8.22 9.21

10.11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1.01
11.22
11.29
10.14~10.17 11.09~11.22
12.20

이나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핀테크의 등장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만들어졌다.
핀테크 서비스로는 결제, 송금, 자산관리(금융상품

9.02~9.05 10.12~10.25

추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P2P), 암호화폐 등이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카드를 이용한 간편결제서비스,

< 2019년 제3 · 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8.23~8.29 9.28~10.6 10.18 10.28~10.31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매체들은
핀테크의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실기 합격자
시험 발 표
11.23 12.20
~12.6 12.27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개인에게 예·적금, 보험, 카드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제공으로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간단한 절차로 금융서비스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www.q-net.or.kr]

이용하는 편의성 대신에 보안에 대한 문제가 존재
한다. 모든 정보들이 모바일기기 또는 컴퓨터에 내장돼
있어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법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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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
한다면, 핀테크는 앞으로 소비자에게 손쉽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55호),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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