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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1. 머 리 말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계획, 검토 시행되고 있는 철도 터널공사와 각종 지하도로 

건설공사 등에 있어 터널 공사 중 봉착하게 되는 열악한 지반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반보강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기존 강관보강공법이 품질관리에 

원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터널 강관보강 공법은 터널 굴착 시 암질(단층파쇄대, 토사구간 등)이 불량하거나 터널 상부의 토피고가 

얕은 저토피 구간에 터널을 구축할 경우 터널의 아칭효과(Arching Effect)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지반을 보강하여 굴착에 따른 지반변위를 최소화함으로써 터널 천단부 및 막장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법이며, 터널 굴착면을 따라 강관을 설치한 후 주입재 주입을 통한 그라우팅으로 차수 및 지반보강 

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하여 사용한다.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터널 강관보강 공법은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공법으로서 강관설치 

위치에서 각도 15° 이내로 길이 12m를 천공한 후 길이 12m의 강관을 터널 굴진방향으로 6m마다 

중첩하여 시공하는 다단주입방식에 의한 그라우팅 공법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자료(2017.10., 최경환 의원, 

“도로공사 터널공사 부실시공 우려” 관련 보도자료)와 도로터널 안전관리 방안 자료집(2017.11.,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스마트 터널안전 T/F 자료집”)에 따르면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한 다수의 

터널현장에서 강관의 설치각도, 설치시기, 주입재(실링재)의 종류, 양생시간 등에 대한 시공 중 품질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이에 따른 터널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터널공사 주요 발주기관인 공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방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개선사항으로서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선천공 강관보강 기술(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을 대안공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설계단계에서부터 기술심의를 통한 공법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반영하고 있다.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은 강관설치 위치보다 1~2막장 앞에서 선천공하여 강관을 설치

함으로써 강관의 설치시기(지보재 설치 후 강관설치) 및 설치각도(15° 이내)에 대한 시방규정을 준수

할 수 있으며, 또한 실링공정이 불필요한 동시주입방식의 그라우팅 공법으로서 공정축소 및 주입재(실링재 

및 본 주입재)의 양생시간 불필요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개선된 

공법이다.

》  칼  럼

 터널 공사 강관보강 기술의 개선방안 고찰

   김 영 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 Y S F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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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공법의 문제점 및 개선책

 기존의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공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방서를 준수하면서 강관의 설치각도를 15° 이내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방서에는 

강관의 설치각도를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따라 모암손상을 최소화 

하고 보강 효과를 크게 하도록 천공각도는 15° 이내로 설계도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1(좌)과 

같이 지보재 간격이 1.0m인 경우 n(막장면)에 설치된 강지보재와 천공장비의 간섭으로 설계에서 요구

하는 천공각도 15° 이내로 시공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천공각도를 유지하여 시공할 경우 

다음 막장 굴진 후 노출되는 강관을 절단해야 하며, 강지보재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25°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모암의 손상이 크고 보강효과가 떨어져 터널 막장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강관의 설치각도를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강지보재를 설치하지 않고 강관을 먼저 설치함

으로써 터널의 붕괴 위험성이 커진다. 시방서에는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공법의 시공순서를 “터널굴착 

⇒ Sealing 및 1차 숏크리트 ⇒ 강지보재 설치 ⇒ 2차 숏크리트 ⇒ 천공 ⇒ 강관 보강재 설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1(우)과 같이 천공각도를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n(막장면)에서 n강

지보재 설치를 생략한 후 천공을 실시하여 강관보강을 먼저 시공하고 n강지보재를 설치하고 있다.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공법에서는 굴착 후 지보재 설치까지의 기간에 막장의 

붕괴 위험성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수 없어 시방서의 시공

순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강관의 설치각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설계 적용 도면 실 시공 사례

[그림 1]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공법 설계도면 및 시공사례

 셋째, 실링공정에 대한 시공 중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보강효과가 떨어진다. 실링시공은 

그림2(4단계)와 같이 강관을 삽입한 후 천공된 공벽과 강관사이의 공간을 막기 위하여 공벽사이에 

주입호스로 실링재를 투입한다. 이는 천공홀의 붕괴를 방지하고 주입재의 역류 및 한정된 범위에 주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실링재는 벤토나이트와 시멘트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제 기능을 발휘



- 4 -

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의 양생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자료(2017.10., 최경환 의원, 

“도로공사 터널공사 부실시공 우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터널현장에서 규정된 양생시간 

24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양생시간을 15분 이내로 줄이기 위해 규산과 시멘트를 혼합한 주입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양생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벤토나이트를 규산으로 대체할 경우 

실링 부위가 조기 경화되어 그라우팅(시멘트 풀 주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2]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공법 시공순서도

 이상과 같이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공법의 시공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공기업, 지방청 등 발주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시행 중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강관의 설치각도를 15°로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강관설치 위치보다 1막장 

앞에서 천공(L=13m) 후 강관(L=12m)을 보강하며, 실링작업이 불필요한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의 적용성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2017.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터널 

안전관리 방안 / 스마트 터널안전 T/F 자료집”).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실링재의 적정 겔화시간(23±1시간)과 본 주입재의 적정 경화시간(18±1시간)을 

시방서 상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필요 시 무실링 또는 동시주입공법 등의 개선된 공법을 검토

하여 기술심의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2018.1., 한국철도시설공단, 

“강관다단그라우팅공법 관리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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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의 특징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은 그림 3과 같이 강관의 설치위치(N막장)보다 1~2막장 앞에서 

선천공(빈보강 구간 : 1m 이상)하여 강관을 설치(주보강 구간 : 12m)하고 그림 4와 같이 길이가 다른 

복수의 그라우팅 호스로 동시에 가압 그라우팅 하는 공법으로, 실링공정을 생략하고 격자지보 설치와 

관계없이 15° 이내 천공각도의 유지가 가능하여 안정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실링재의 양생시간

(23시간)이 불필요하여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용을 절감시킨 획기적인 공법이다. 이 공법은 앞서 언급한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공법의 시공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본 주입 후 양생대기시간(18시간) 없이 즉시 굴착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그림 3]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 개요도

[그림 4]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 구성도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천공으로 천공각도 15° 이내 유지 가능

  그림 5(2단계, 3단계)와 같이 강관의 설계위치(N+1막장)보다 앞의 N-1막장에서 선천공을 시행함

으로써 격자지보에 간섭 없이 각도 15° 이내로 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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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터널 굴착 후 격자지보 설치, 숏크리트 타설 2단계 : 굴착면 하단에서 상향 15° 이내, 13m 이상 천공

3단계 : 강관설계위치의 격자지보 상단에 강관 삽입 4단계 : 길이가 다른 복수개의 그라우팅 호스 설치

5단계 : 천공홀 입구 코킹 6단계 : 빈보강구간 급결재 주입

7단계 : 동시가압 그라우팅(본주입) 8단계 : 본주입 후 양생없이 굴착 후 지보재 설치

[그림 5]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 시공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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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터널 굴착시방서 규정대로 시공 가능

  그림 5(1단계)와 같이 N-1막장에서 강관설치를 위한 천공작업을 하기 전에 격자지보 설치 및 숏크리트 
타설작업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터널 막장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실링공정의 생략으로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그림 5(7단계)와 같이 강관 내에 길이가 다른 복수개의 그라우팅 호스를 설치한 후 동시에 가압
그라우팅을 시행함으로써 실링공정이 불필요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실링 작업 
6시간과 실링재의 양생 24시간을 고려할 경우 보강 막장 당 약 30시간의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4) 본 주입 후 양생 대기시간 없이 빈보강구간 굴착 가능

  그림 3, 5(8단계)와 같이 빈보강구간(N막장) 굴착 시 주보강구간의 강관 및 약재에 영향(강관 노출, 
파손, 본 주입재 유실 등)을 주지 않으며, 빈보강구간(N막장)을 굴착하는 동안 주보강구간에 주입된 
본 주입재는 18시간 이상의 충분한 양생이 진행되므로 추가적으로 N+1막장을 굴착할 수 있다.

4.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의 적용성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의 공기단축 효과에 대해 기존 공법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의 공기단축 효과

 표 1과 같이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은 실링공정의 생략과 본주입 후 양생대기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공법으로서 보강 막장 당 최소 48시간에서 최대 61시간의 공기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을 산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터널 
굴착팀에 대한 1일 현장투입비용(장비임대료, 노무비, 기타운영비 등)이 평균적으로 약 1천만원이 소요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의 비용절감 효과를 개략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의 문제점과 대안공법으로서의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
우팅 공법의 특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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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강관다단 그라우팅과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의 공법비교

5. 맺 음 말

 기존의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공법은 현재까지 터널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고, 여전히 수많은 
현장에서 시공 중이거나 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많은 시공실적이 있음
에도 시공 중 시방기준을 벗어나 시공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기술적 보완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은 기존의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공법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고 시공성, 안정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공법의 단점을 보완한 공법이다. 
기존 공법의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공기업과 지방청의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현재는 
다수의 터널 현장에서 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이 시공되고 있으며, 실제 설계단계 및 현장
에서의 적용사례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에는 지자체 발주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에서도 선천공 강관보강 기술이 확대 보급되어 터널공사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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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호선 지하철 100칸 신형으로…

노후전동차 65% 교체

 서울지하철 2호선의 노후 전동차 100칸이 신형으로 

교체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200칸을 교체한 데 

이어, 올해 100칸을 차량기지로 추가 입고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호선 노후 전동차 총 460칸 

중 65%인 300칸이 신형으로 바뀐다.

 올해 반입 예정인 100칸 중 60칸은 이미 차량

기지로 입고됐다. 그 중 가장 먼저 입고된 1개 

편성(10칸)은 10월 22일부터 영업운행을 개시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나머지 90칸은 철도

차량 안전승인, 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모든 차량이 실제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도입되는 신형전동차는 지난해 교체한 1차분 

200칸과 비교해 안전성과 쾌적성, 친환경성이 

더 높아졌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수량을 

칸 당 2대에서 4대로 늘려 사각지대를 없앴고 

공기질 개선장치도 칸 당 2대에서 4대로 증설했다. 

모터의 특성을 이용해 정차하면서 전기를 만들어

내는 전기 회생제동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정차

소음 감소, 전력소비량 절감, 정위치정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스마트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이 탑재돼 고장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종합관제단과 차량사업소에 

전송해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실시간

으로 감지된 주요장치의 정보가 저장돼 사전 정비 

지원 등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도 있다.

 전동차 내부와 외부 디자인도 달라졌다. 전면부에 

과감한 곡선형 디자인을 입히고 시각적으로 하부에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구현했다. 객실 연결통로 

벽면과 입석손잡이에는 2호선의 노선 색인 초록색 

계열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1차분 신형전동차에서 새롭게 선보였던 시설물은 

2차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넓어진 객실의자(7인석

→6인석), 비상탈출용 사다리, 출입문 개폐표시등, 

LED등, 객실안내표시장치 추가 설치(칸 당 4대

→6대)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 간 연결통로 문턱 제거와 너비 

확장(780→1,200㎜)도 동일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신형전동차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지정 검사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문

기관(케이알이앤씨)과 합동으로 6단계 품질안전 

검증시스템을 시행했다. 아울러 ‘철도안전법 철도

차량기술기준’에 따라 충돌, 화재, 주행, 전기, 

성능, 인터페이스, 운용 및 유지관리, 운용한계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노후 전동차 신형교체는 서울교통공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3차에 걸쳐 추진하는 

서울지하철 2‧3호선 신형전동차 교체(총 610칸) 

사업 중 2차에 해당한다. 공사는 지난해 1차로 

2호선 200칸 교체를 완료, 운행 중인 데 이어 

2차로 올해 100칸, '20년 114칸 등 총 214칸을 

순차 도입해 바꾼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46칸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반입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3호선 전동차와 마찬가지로 

4‧5‧7‧8호선 1,304칸도 교체할 예정이다. 5·7호선 

신형전동차 336칸은 올해 5월 계약을 마쳤고 4호선 

210칸은 올해 발주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차량계획처 (02)6311-9622〕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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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지·강일 버스차고지에 ‘공공

주택+SOC+공원’ 청년신혼부부 주거타운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25,443㎡)와 ‘강동구 

강일 버스공영차고지’(33,855㎡)가 생활SOC, 공원

(도시숲)과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새로운 컴팩트

시티로 각각 재창조된다. 

 청년‧신혼부부만을 위한 총 1,800호의 공공주택, 

젊은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고, 부지의 50%는 공원녹지로 변모한다. 

기존 야외 차고지는 지하화하거나 실내 차고지 

형태로 바뀐다. 소음‧매연 같이 야외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버스차고지 복합개발은 서울시의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시리즈의 3번째 사업이다. 

서울시는 앞서 도로 위, 교통섬, 빗물펌프장 부지를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컴팩트시티 모델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버스차고지를 입체화‧복합화한 

시도가 활발하다. 미국 뉴욕의 마더 클라라 헤일 

버스 차고지(Mother Clara Hale Bus Depot)는 

실내에 건립해 소음, 매연 등 주거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버스차고지와 

대학교(UBC) 기숙사의 복합화를 시도한 바 있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지‧강일 버스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히고,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람을 11월 8일부터 20일간 진행했다.

 버스차고지 활용 컴팩트시티 모델은 ①기존 차고지 

첨단‧현대화 ②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건립 ③도시숲

(공원) 조성 ④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⑤지역

생활중심기능 강화, 5가지로 추진된다.

 첫째, 기존 야외 차고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설 현대화와 근무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지하화·

건물화 등을 추진한다. 냉‧난방, 환기 설비가 갖춰진 

건물에서 주차‧정비‧세차 등 일상 차고지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지능형 

CCTV와 각종 센서를 활용한 첨단 방재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버스차고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무‧휴게공간도 확충한다. 

 둘째,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행복주택) 총 1,800호(장지 840호, 강일 960호)가 

들어선다. SH공사의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청신호'를 

적용해 기존보다 '1평 더 큰' 평면을 제공하고, 

1인가구 주택의 경우 몸만 들어오면 될 수 있게 

'빌트인' 방식을 도입한다. 공유차,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주방 같은 다양한 공유공간도 제공한다. 

 셋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고지 

상부 공간의 50% 이상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집 앞

에서 휴식, 여가, 놀이,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테마형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넷째, 생활SOC는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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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창업‧일자리, 판매시설 등을 다양하게 도입

한다. 퇴근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도입하고 운영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다섯째, 버스차고지가 단순히 버스가 나가고 들어

가는 공간을 넘어 일종의 ‘버스터미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예컨대, 버스 시‧
종점에 승‧하차장과 대합실, 육아 수유공간 등을 

설치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보관‧충전시설을 확보해 

사람이 모이는 환승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버스차고지를 입체화하는 

이번 모델이 새로운 시도인 만큼,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2019년 11월 중 ‘장지차고지’에 

대한 공모를 시작하고, 2020년 3월 ‘강일차고지’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2020년 7월까지 설계안을 채택하고, 2020년 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공사기간 중에는 기존 

차고지에서 인접한 곳에 임시차고지를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4년이면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02)3410-7235〕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02)2133-7070〕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신 거점으로

 서울시가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서남‧탄천)를 

미래 환경과제에 대비하는 고도화된 하수처리 

시설이자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新) 거점

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내놨다. 

 핵심적으로, 그동안 저이용 되어왔던 물재생센터 

부지를 복합적‧입체적으로 활용, 물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물산업 분야 강소‧벤처‧창업기업의 입주부터 연구

개발, 기술검증까지 한 곳에서 이뤄진다. 21세기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물산업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물산업은 ‘생활·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의 생산과 

공급, 하수의 이송과 처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총칭한다. 2025년 세계 물산업 시장이 1,0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물산업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공공주도의 

물산업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다. 반면, 국내 

물산업시장은 30조 원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2017 

물산업통계, 환경부)

 또, 최신 기술과 공법을 도입해 물재생센터의 

순기능인 ‘수처리’ 기능을 업그레이드한다. 녹조, 

물고기 폐사, 미세플라스틱 등 우려를 낳고 있는 

한강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어온 물재생센터를 친환경‧시민친화적 시설로 

재창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0년 동안 서울 전역의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해오고 있는 4개 물재생센터의 기능과 

공간을 한 단계 혁신‧진화하는 ｢물재생센터 비전 

3.0 계획｣을 발표했다. 물재생센터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내 1호 하수처리장인 청계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으로 1일 498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국제적 규모의 환경기초시설로의 ‘양적

성장’(1.0)을 이룬 바 있다. 이후 고도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설비,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질적발전’(2.0)을 이어오고 있다. 

 ｢물재생센터 비전 3.0 계획｣은 ‘물재생의 순기능 

강화 및 글로벌 물산업 선도’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9개 세부전략으로 추진된다. 3대 목표는 

①부지효율 다각화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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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②초고도 수처리로 수생태계의 건강성 강화 

③혁신을 통한 공간‧조직 재창조다. 

 첫째, 물재생센터 지하화 등을 통해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그동안 

수처리 기능에만 한정됐던 부지 활용을 다각화

한다. 물산업,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에너지 

생산 같은 미래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강소‧벤처‧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단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을 지하화 

하는 중랑물재생센터 상부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기업‧연구소 중심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 여가, 휴식이 공존

하는 ‘마을’ 단위 도시공간으로 확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 연말 중 중랑물재생

센터 2단계 시설현대화 기본설계를 시작한다.

▲ 글로벌 물연구 마을(클러스터) 조감도

▲ 상·하부 복합공간 조성 조감도

 또, 그동안 활용이 저조했던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소화가스)를 수소기술과 융합해 

미래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대응한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화시설을 추가설치하고 기존시설은 개선한다. 

바이오가스와 수소기술을 융합한 수소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순환 시스템인 ‘신재생

에너지 환상망’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은 센터 내 소화조‧건조시설에 공급한다.

 4개 물재생센터에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이 구축

되면 에너지자립률 향상은 물론, 기존 보일러‧발전

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NOx, SOx)이 

‘제로화’가 되고 수소차 60만 대 분량의 추가적인 

미세먼지제거 공기정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우선 올해 중랑물재생센터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

시설의 소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정‧설비 개선도 

병행한다. 하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류수의 

고효율‧저비용 처리를 위한 기법(아나목스(Anammox))을 

새롭게 도입하고, 노후 기계‧전기 설비를 저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교체‧도입도 추진한다.

▲ 에너지 환상망 구축 개념도

 둘째, 물재생센터의 순기능인 수처리는 더 강화

한다. 녹조와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최신 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장기적으로는 방류수 수질을 한강 수질 수준으로 

개선한다.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되지 않는 하수와 빗물이 한강으로 유입돼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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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농도 초기우수처리시설’도 

구축한다. 또, 최근 새로운 수생태계 위협물질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등 ‘미량오염물질 관리’에도 

나선다. 

 셋째, 직영(중랑‧난지)-민간위탁(탄천‧서남) 체계로 

이원화돼있는 운영방식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단(가칭 ‘서울물재생시설

공단’) 전환을 추진한다. 또, 지하화 된 시설 상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교육‧여가공간을 확충

해 기피시설이었던 물재생센터를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탈바꿈한다. 

 우선 1단계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탄천‧
서남센터를 공단화하고(2021년), 중랑‧난지는 공단‧
직영 운영에 대한 공공성‧효율성‧원가분석 등을 

비교평가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단 설립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경영 자율성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비한 전문성을 갖춘 

인적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하수처리장인 옛 청계하수장 유입

펌프장을 활용한 ‘청계하수역사관’이 2022년 문을 

연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하수도과학관, 청계천

박물관 등 일대 역사‧문화‧산업 자원을 잇는 ‘재생’ 

문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센터 내 공원‧체육시설을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악취관리를 강화한다. 4개 센터에 2021년

까지 나무 30만 그루를 식재하며,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악취측정기를 추가 설치하고,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한다. 중랑물재생센터는 2단계 

시설현대화를 통해 2021년부터 약 6천여억 원을 

투입해 슬러지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침사지, 

유입펌프장 등 주요 악취 발생 시설을 지하화 

한다.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02)2133-3826〕

서울시, 걷기 편한 도시 만든다… 

‘대각선횡단보도’ 2배로 확대

 서울시가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도시,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서울 전역에 지금의 두 배로 확대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에서 보행자들이 대각선 방향

으로 바로 건널 수 있다. 별도의 보행전용 신호로 

보행자는 한 번에 바로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며, 모든 차량이 완전 정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120개 수준(2018년 현재)인 대각선 

횡단보도를 2023년까지 240개로 확대 설치하겠

다고 밝혔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신호교차로 

5,700개소를 전수 조사해 설치 가능지역 516개를 

1차로 선정했고, 이중 30개소를 2020년에 설치

한다. 설치 목표를 설정해 매년 30개소 이상, 향후 

4년 간 단계별로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0년 설치 예정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연세대학교 정문 앞 등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 BRT,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주요간선도로에 

포함된 10여개 사업대상지는 차량 정체가 예상

되는 만큼 대중교통 우선 정책, 신호운영 조정, 

교차로 개선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서울지방

경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시간제, 

요일제 등 새로운 신호체계를 국내 최초로 도입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요일별, 시간대별 보행량 

차이가 많은 도심의 특성과 관광수요 및 출퇴근 

수요 등 보행자 이동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행량에 따라 출퇴근시간대에만 운영(시간제)하거나 

일요일에만 운영(요일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요일별, 시간대별 보행량 차이가 많은 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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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시간제와 

요일제 등의 신호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에선 처음 시도된다. 서울시는 신호체계 관련해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횡단보도 

설치형태나 교통안전표시 등을 설치해 보행자에게 

상시 안내할 예정이다.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02)2133-2465〕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전 과정 

종이 없는 ‘디지털 공모’로 혁신

 지난 11월 12일(화) 돈의문박물관마을 안내소 

건물 지하1층에서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설계공모’ 

1차 심사가 열렸다. 이날 심사현장은 기존의 건축 

설계작 심사와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눈길을 끌었다. 

설계도면이 그려진 대형 패널과 종이 설명서 대신, 

심사장 벽면에 설치된 55인치 디지털 패널 20개와 

대형 스크린을 보며 심사하는 ‘디지털 심사’로 진행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전 과정에서 종이를 

없애고 100% 디지털‧온라인화하는 ‘디지털 공모’를 

본격 시행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설계공모 공고

부터 건축가들의 참가등록과 실제 작품 제출이 

이뤄지고, 작품 심사는 ‘디지털 심사장’에서 화면을 

통해 진행된다. 

 모든 설계공모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다. 서울시는 

그동안 설계공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를 만드는 등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선도해왔다. 

 ‘디지털 공모’는 특히 참여 건축가들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 

국내‧외 건축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 공공

건축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A1~A0 사이즈의 대형 패널과 설계설명서 

제작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했고, 작품 제출을 위해 서울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해외배송으로 패널을 제출

해야 하는 해외 건축가들의 경우 배송 중 작품 

훼손이나 배송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역시 많게는 수백 개의 패널을 접수‧보관‧
운송‧설치하기 위한 비용과 인력 부담을 덜어 설계

공모와 심사에 수반되는 많은 행정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공간개선단 (02)2133-7618〕

서울시, 양평1유수지에 한강수질개선 

‘저류조’ 설치…상부 체육공원 조성

 서울시가 영등포구 양평1유수지 지하에 강우 시 

미처 정화되지 못한 고농도 하수(빗물+오수)를 

가둬두는 4만 6천㎥(톤) 규모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Combined Sewer Overflows) 

저류조’를 설치했다. 유휴공간이었던 상부는 주민

친화공간인 체육공원으로 변신했다.

 ‘CSOs 저류조’가 설치되면 비가 많이 내릴 때

에도 하수를 깨끗하게 정화한 후 한강으로 방류

할 수 있어 한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으로 기대된다. 

 강우 시 하수관로‧물재생센터 처리용량을 넘어 

정화되지 못하고 하천으로 직접 유입됐던 초기 

우수와 오수를 저류조에 가뒀다 비가 그치면 물

재생센터를 통해 처리한 후 방류하게 된다. 기존엔 

정화되지 못한 오염된 하수가 안양천과 한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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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흘러 수질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시는 

이번 양평1유수지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

으로 총 23.6만 톤 규모의 9개 CSOs 저류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서울시 목표수질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오염물질배출량이 할당된 한도 

내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서 한강

수계(서울․경기․인천)는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수질개선이 이뤄지면 플랑크톤이 번식해 수질이 

오염되는 부영양화(富營養化)를 예방할 수 있다.

 상부공간에 조성된 생활체육공원은 야외학습장을 

겸한다. 다목적 열린광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등의 시설이 들어섰다. 기존에 있던 시설인 

생태 학습데크, 관찰데크 등의 주민친화공간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여가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지역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8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02)2133-3771〕

서울시, IoT기반기술 활용 ‘스마트안전

도시 서울 협의체’ 발족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IoT기반기술 활용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 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20일 오후 2시 발족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IoT기반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말 완료하였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새로 구축되는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의 운용실태를 정확히 진단

하고, 비화재보 등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1월 20일(수) 오후 2시 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에서 가천대학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및 11개1) 

주요 소방시설 제조사와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서울시는 각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협의체’는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통계분석 자료

공유, ▴현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분야별 

기술개선 방안, ▴소방시설 신기술 규격 표준화, 

▴4차 산업기반 기술 공동 활용 등 소방시설의 

상시 정상 작동기반을 다져 시민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02)3706-1524〕

서울시,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어워드’ 

본상 수상

 서울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인 

바르셀로나의 ｢2019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서 도시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는 

매년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전 세계 

스마트시티 각축전이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146개국 700여 개 도시에서 1,000개 기업과 2만 

5천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올해는 

현지시간 11월19일(화)~11월21일(목)에 바르셀로나 

그랑비아베뉴(Barcelona Gran Via Venue)에서 

개최됐다. 

1)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날코리아㈜, 지멘스㈜, 에스더전자
㈜, 프로테크㈜,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정
원씨앤에스㈜, 씨앤이지에스㈜, 케이텔㈜, 에이치와이엔
지니어링㈜, 유노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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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현지시간으로 11월 20일(수)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의 하나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드(World Smart 

City Awards)’ 시상식에서 ‘시티 어워드(City 

Award)’ 본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450개 도시‧기관이 후보에 올라 이중 서울 포함 

6개 도시2)가 본상을 수상했다.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드’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의 부대행사로, 매년 최첨단 

ICT기술이 집결된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우수 

도시와 혁신적인 프로젝트‧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본상을 수상한 ‘시티 어워드’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연구와 이니셔티브, 또 실제 

정책으로의 구현이 모두 결합된 발전된 도시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에 수여된다.

 서울시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현상과 시민행동을 분석하고, 

시민과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미국 럿거스대가 전 세계 10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7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세계 최고 전자정부 도시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마트도시 위상을 이어나가게 됐다. 

〔스마트도시담당관 (02)2133-2916〕

서울시, 관악구 ‘국사봉배수지’ 건설완료… 

5만 3천 세대에 깨끗한 수돗물 안정공급

 서울시가 관악구 지역에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

하기 위한 ‘국사봉배수지(1만 2천㎥ 용량)’ 건설을 

2) 서울(대한민국), 브리스톨시(영국), 쿠리티바시(브라질), 
몬테비데오(우르과이), 테헤란시(이란), 스톡홀름시(스웨덴)

완료하여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 일대 9개동 

약 5만 3천 세대(10만 8천명)에 깨끗한 수돗물이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각 가정

으로 공급하기 전 일종의 중간 정거장에 해당한다. 

해당 급수지역 인근 고지대에 큰 물탱크를 설치

하고 물을 저장해 정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장시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국사봉배수지’ 상부 12천㎡ 규모의 상도근린공원을 

새 단장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다목적광장, 운동

시설물, 파고라(쉼터) 등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당초 이 지역의 수돗물은 정수장 → 낙성대배수지 

→ 장군봉배수지를 거쳐 공급됐다. 국사봉배수지 

가동으로 장군봉배수지 한 곳에서 처리했던 용량을 

두 곳으로 나눠 공급함으로써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배수지 분산으로 1일 5.7시간에 불과했던 수돗물 

체류시간이 12.5~12.6시간으로 증가한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누수 사고나 단전과 같은 비상

상황 시에도 하루 정도는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수돗물 공급 평균수압도 1.4㎏f/㎠(2.90㎏f/㎠

→4.30㎏f/㎠)증가한다. 물탱크를 거치지 않는 

직결급수 가능 건축물이 증가해 더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국사봉배수지 건설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나로 추진

됐다. 시는 2030년까지 11개 배수지(용량 66,300㎥, 

14만 5천 세대)를 신설(7개소) 또는 규모 확대(4개소)

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02)3146-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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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탄천·한강’ 

수변생태·여가문화공간 변신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SID)의 중심 수변공간인 

탄천‧한강 일대 약 63만㎡가 수변여가 및 문화

활동을 엮어내는 장으로 변모한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SID) 내 탄천‧한강 

일대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국제지명설계공모 최종 

당선작 <The Weave>을 11월 28일(목) 공개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설계공모 대상지는 지리적으로 한강과 탄천이 

만나는 곳이자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주 보행축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다. 도심 속 자연수변공간

으로서 생태학적 가능성도 풍부하다. 그러나 현재는 

콘크리트 인공호안으로 조성돼 차고지, 고가도로, 

지하보도 같은 ‘기능적’ 공간에만 그치고 있다. 

또, 폭 300m의 탄천을 중심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설계공모 당시 새로운 탄천‧한강 

일대 수변생태‧여가문화공간의 핵심방향을 3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탄천과 한강이 지닌 본연의 

자연성 회복(자연성)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수변 휴식체험 공간 조성(여가문화) ▴강남-송파를 

잇는 탄천보행교 신설(접근성)이다. 

▲ 당선작 조감도

 당선작은 공모 대상지 전체를 엮는(weave) 형태를 

주요 개념으로 해 ▴수변을 곡선화, 자연화하여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매력적이고 주변 맥락에 

대응하는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수변공간과 도시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연결을 구축하였다.

 [자연성 회복] 수변경계를 자연화·곡선화하여 

하천물길을 회복하고 하천 수위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탄천 흐름에 적합하면서도 자연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요소를 제안하였다. 또한 수질정화 수로를 

설치하여 주변 지역의 표면수를 정화한 후 한강

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연성 회복 개념도

▲ 하천 단면계획

 [여가문화 공간] 서로 다른 세대와 취향을 가진 

이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을 제안하였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보행축 

끝에 위치하는 수변레저시설(Tree Pier), 지면에서 

자유롭게 솟아오른 보행교이자 전망대(Event 

Dome), 여러 길들이 엮여 만들어지는 매듭 광장 

등 공간 일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기존 구조물을 재활용해 홍수 

시에도 안전한 수변시설물(동부간선도로 미술관)을 

제안한 것이 독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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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피어(Tree Pier)

▲ 이벤트돔(Event Dome)

▲ 탄천보행교

 [탄천보행교] 오르내림이 있는 다발형태의 강력한 
이미지의 보행교(Bundle Bridge)로 다양한 레벨
에서 공원 전체 보행네트워크와 통합되며, 아치형 
전망대, 미끄럼틀 계단 등 이벤트·체험공간을 도입
하여 지역 랜드마크, 관광요소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 세 가지 디자인 전략은 서로 엮여서 탄천·한강 
일대 수변공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으로, 
또한 연결점으로서 생태적인 요구와 도시적인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계획되었다.

 심사는 이번 설계공모의 취지와 해외전문가 참여 

유도,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도시‧건축, 

조경, 토목, 생태환경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6인의 

심사위원회가 맡았다. 사전에 제시한 3가지 핵심

방향(하천 자연성 회복, 수변 여가문화 공간 조성, 

접근성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서울시는 당선팀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후 

연내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설계에 들어가 

2021년 5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6월 착공, 2024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한다

는 목표다.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02)2133-8265〕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고,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검토‧승인한 

안전관리계획과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한 안전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지정방법 및 절차 마련(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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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 및 계획서 검토

결과와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대상, 방법 및 절차 마련(제55조～

제58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555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등록 및 허가 사항의 통보, 확인 등 필요한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 반영하고, 친환경 골재생산 유도를 

위해 환경영향 저감 시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골재

채취능력평가 증량 항목 신설 및 바다골재채취업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시 지역별 항차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골재채취

능력평가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부적인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5547〕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의 열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별 기준 설정 (안 제3조. 신설)

  1) 지자체별로 다중생활시설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2〕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운영에 

리츠·부동산펀드의 공모자금 활용을 권장하여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복합환승

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계획의 재원분담방안, 재원조달계획 및 

운영 및 관리방안 등 작성 시 리츠·부동산펀드의 

공모자금을 활용하도록 권장

나. 개발실시계획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리츠·

부동산펀드의 공모자금 활용을 권장

〔국토교통부 광역환승시설과 (044)201-51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급 요건을 정비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제도 개선 사항 및 업종 

개편 과정에서 입법 미비 사항 정비 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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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임 신고 대상 품목 정비(안 제4조)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20년 시행) 품목에 

컨테이너가 포함됨에 따라, 기존 운임 및 

요금 신고 대상에서 컨테이너를 제외

나.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안 제9조의14)

  1) 화물차주가 휴ㆍ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 추가

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안 제9조의15, 제9조의16)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처분

기준을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습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2)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ㆍ

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확대

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 관리 위탁(제15조)

  1)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마.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

(별표1, 별표2, 별표5)

  1)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

마. 업종 개편에 따른 입법미비사항 정비(별표2)

  1) 화물자동차법 개정(‘19.7.1시행)으로 기존 

용달/개별 업종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통합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 세부기준 정비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 

총괄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0년 1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규정(안 제18조의4)

  1)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 및 안전

교육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자료 필요

  2)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및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로 규정함 

나. 사고현장 출입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3)

  1) 총괄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사고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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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의 확대(1,000세대→500세대)에 따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를 

인하하고자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개정 (안 별

표12 개정)

  1)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확대에 따

라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젊은 기술인들이 실제 설계업

무에 참여하여 경력․실적을 쌓도록 기반을 마련

하는 등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

선하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중복도 평가 (부표1)

    업무중복도 평가업무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발주청의 실적이 등재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업무중복도 검증을 하도록 개선

 나.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별표1)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젊은 기술인이 

기술용역 업계에서 경력․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다. 활용실적 평가 (별표1)

    신기술 적용이 공사단계에서 설계단계로 개선

(2019.4.～)한 점을 감안하여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간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호기간 

이내에 있는 신기술 활용실적으로 조정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부표1)

    공동이행방식과 하도급 방식의 용역수행 시 

실적인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실적건수를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

 마. 실무기술인 교체 근거신설 (부표1)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평가이후 

용역 계약 이전에 퇴사 등 당해 용역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 다른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7〕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설계용역 착수단계부터 하도급 

공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계용역에 참여

중인 기술인의 교체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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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현행 기본설계 등의 시행지침을 개선하고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 시행계획서 제출(안 제31조)

    용역착수 전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 하도급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용역감독자가 설계 

진행과정에서 하도급 공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 및 양성화 유도

나. 참여기술인 교체 절차 개선(안 제39조)

    질병, 사망, 퇴직 등 설계용역 업체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참여기술인 교체사유 

발생 시 발주청에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교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7〕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부담 경감 

및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9.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여 

고속도로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2019.12.31.에서 

2020.12.31.로 1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7〕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시지역의 지역 특성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도로와 주변의 환경 
개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지역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정하고자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총칙(제1장)

  1)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와 새롭게 도입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추가

나. 설계속도와 선형(제2장)

  1)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와 평면곡선 반지름의 
크기·길이, 정지시거 등 기하구조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시

다. 횡단구성(제3장)

  1)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시지역도로의 횡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치 기준 제시

라. 평면교차(제4장)

  1) 평면교차로의 교차 각, 설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과 평면교차로의 횡단시설, 진출입부, 
인접 기타시설,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설계 
기준 제시 

마. 교통정온화시설(제5장)

  1)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기준 제시 

바. 안전 및 부대시설(제6장)

  1) 교통정온화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배수 등의 기준을 제시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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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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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2차 염창IC 정밀안전진단심의

○ 본 시설물에 대한 1999년, 2004년 정밀안전

진단 이력이 없으므로 시설물의 상태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여 

보고서에 수록 할 것

○ 가로등 기초(연석)부의 박락(S5)의 보수보강 

대책으로 단면보수를 제시하였으나, 연단거리 

부족에 따른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니 

철거 후 재설치를 검토할 것

○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혹서기 및 혹한기의 신축

이음 등의 유간이동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일상점검 방안을 유지관리지침에 수록하여 

관리 할 것

■ 제184차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사업 

설계심의

○ 캠프파이어존의 성격이 모호하므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하고 캠프파이어는 각 존(zone)별로 분산 

배치 검토

○ 시설계획 부지에 대한 우배수계획 재검토하여 

보완할 것(맹암거 설치, LID 반영 등)

○ 케이블웨이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포장재로 재검토할 것

   - 잔디는 초기 설치검사 결과 적합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 답압 및 경화로 인해 

정기시설검사 결과 부적합하여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음

○ 토질이 불량하여 수목생육환경에 적합지 않으므로 

실시설계 시 토양개량에 대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할 것

○ 프리캠핑존 잔디관리를 위해 별도 동선을 마련

하고 잔디 유지관리계획을 보완할 것(생육기간 

내 출입제한, 잔디보호매트 설치 등)

○ 인조화강석투수블록에 대한 서울시 기준 단면 

적용 및 보완

○ CCTV관련 자동백업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 검토

○ 임의사용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사용관련 안전규정 명확히 하여 캠핑사이트

별로 안내할 것

○ 기존 및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자용 전기

설비를 분리할 것

■ 제187차 (구)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공사 설계심의

○ 지하2층 소극장에 한쪽에만 복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양측에 복도를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 set anchor 설치 시 모서리 거리를 준수

하고 보 측면과 하단의 set anchor를 엇갈려 

배치할 것

○ 6층 홀의 지붕은 최종계획도면 지붕 끝선을 

확인하여 부재배치 정리할 것

○ 7M 도로에서 지하램프로 진입하는 차량의 

회전 각도가 협소하여 차량의 불편, 충돌이 

우려되므로 반사경 등 시설을 보완할 것

○ 객석과 무대는 별도 공조 조닝을 검토하고 

객석은 쾌적성 증대와 공조에너지 절약 위해 

바닥(또는 측면) 급기를 검토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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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기술 기준에 만족 가능한 접지설계 및 

피뢰설계를 적극 반영하여 각종 기기 및 사용자의 

서지(surge)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 객석 유도등 설치를 검토할 것(수납식의자 제작 

시 설치가능 여부 검토)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유지관리 부대시설(점검구, 점검용 사다리, 

캣워크, 점검용 피트 등)을 계획할 것

■ 제188차 옥수역 하부 한강변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설계심의

○ 실시설계 시 조명(전기), 수리계산, 측량 관련 

조사 및 설계 내용을 별도 협의 후 반영할 것

○ 기존 시설 포장면과 추가 시설 포장면 경계부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포장재질과 단차 여부를 표시하고 필요할 

경우 배수처리시설을 추가할 것

○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16)」에 

근거하여 홍수위 이하의 포장의 경우는 ‘투수성

포장’을 지양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반영할 것

○ 느릅나무 단일 식재지에 2~3개의 수종을 도입

하여 혼합형 숲 형태로 조성하고, 소나무 등 

상록수를 반영할 것

○ 한강 상위 계획과의 각 분야별(식재, 조명 등) 

정합성을 검토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할 것

○ 불량한 토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명시할 것

■ 제189차 대방천지구 침수저감 기본 및 실시 

설계심의

○ 금회 과업구간 선 시행 시 장승배기역과 상도역 

주변의 침수면적은 해소되나 성대시장 주변의 

침수면적은 증가(2.11㏊→2.68㏊, 증0.57㏊)

하므로 관련 사업의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장·

단기 침수해소 대책 제시 필요

○ 효율적인 침수방지 사업을 위해서는 금회 과업과 

방수로계획(도림천 및 대방천)을 동시에 추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의 실시 

시기 검토 필요

○ 수리검토 시에는 대방천 하류(도림천 합류부)

까지 하천의 전반적인 검토 결과 반영 필요

○ 신설암거 구간 우수의 유량 분배와 합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접합부(분기 및 합류

구간) 재검토 필요

○ 기존 박스와 신설 박스의 합류구간 유수의 

흐름 및 유량 배분을 위한 격벽 설치 필요성 

여부 검토 필요

○ 신설 PC암거 구간 터파기로 인한 인접 건물 

및 지하철(7호선)에 대한 영향 검토 필요

○ 신설 PC암거 구조물의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되메움 토사의 종류, 범위, 다짐 방법 

등이 표기된 되메운 상세도 작성 필요

■ 제190차 도림천복개(좌안) 정밀안전진단심의

○ 종방향 신축이음장치 제거를 검토한 구간은 

도면을 명확히 확인하고 유사시공 사례를 검토

하여 기존 옹벽구조물에 대한 영향,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

○ 복개구조물 배수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축이음부의 누수로 인해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방지대책 제시 

필요

○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등 기존 자료와 비교 

시에는 기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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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시설물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2014년 진단 시 공용내하력 부족으로 단면

보강을 실시한 구간은 관련자료(구조계산서, 

보강공법 등)를 확인하여 보수·보강 구간에 

대한 이력관리 필요

○ 복개구조물 옹벽부 대형 균열(폭 0.5㎜이상)에 

대한 점검 이력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유지관리 

시 활용가능토록 제시 필요

■ 제191차 서소문고가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측거더에서 강선 파단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거더 내부의 강연선 상태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조해석 시 안전측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해석 시 철근부식을 고려한 

단면손실(10% 감)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 바람

○ 본 구조물은 1966년도 준공사업으로 외관조사

결과 PSC I-Beam 구간의 사용강재가 PC 

강선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구조해석 시 항복

강도와 인장강도를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안전성 

검토가 필요함(항복강도 135㎏/㎟, 극한강도 

155㎏/㎟)

○ 교각 코핑부의 전단 검토는 최근 기준(깊이가 

깊은 보, 브라켓)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성이 

부족한 경우 추가 보강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P13은 전단검토가 생략됨)

○ 신축이음장치 및 포장 방수층 누수, 제설재 

등 염화물 침투는 콘크리트 열화 및 철근 부식을 

촉진시키는 주 원인으로 외측거더 및 연석, 

바닥판, 코핑부 보호를 위한 적정 보수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교량 받침 거동이 되지 않는 경우 부정정력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기 바람

■ 제192차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용역

발주심의

○ 과업내용에 시운전 계획(기간 포함) 및 성능

검증, 시설물유지관리지침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공정기계분야에 계량설비 및 세차설비 사항을 

추가 할 것

○ 지하 공간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 

및 방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추가할 것

○ 지하구조물 층고는 차량 진출입이 예상되는 

실제 차량사양을 조사하여 바닥면과 천장 시설물 

최하단까지 적정높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적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점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한 수처리계획 및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

■ 제193차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설계심의

○ 철골구조에 대한 평면과 접합부 상세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건축 구조설계도서 중 라멘 

구조도(종단 및 횡단부분)를 추가 작성바람

○ 지열의 경우 지열설치에 필요한 적정 공법이나 

시방 등의 검토를 통해 공사적용의 가능성과 

공법 변경의 최소화에 대한 내용을 제시

○ 본 건물에 적용된 장스팬에 대해 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사용성(처짐)을 검토하기 바람

○ 구조물 기초는 PHC PILE(Ø500)과 일부 직접

기초계획으로 파악되나, 관련토목도면에서는 

기초말뚝의 배치와 반력에 대한 내용이 누락

되어 관련내용 추가 필요함

○ 노출콘크리트의 거푸집널, 콘크리트 배합, 시멘트 

칼라, 철근결속선, 콘의 디자인, 이음부의 처리 

등에 대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표기바람 

(노출콘크리트의 질감을 살리기 위한 조치)

○ 심의위원 의견에 대한 미비, 미반영 사항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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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후 건축분야는 건축시공 위원, 음향 

및 전기분야는 전기설비 위원에게 재검토 받을 것

■ 제194차 목1호 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수문 본체 및 문비에 대한 구조안정성 검토

결과 자료를 재정리하고 전차 진단 자료와 

비교·검토한 결과를 제시할 것

○ 문비 및 부속시설 부식에 대한 전면도장은 

해체 후 재도장을 실시하고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반영할 것

○ 전차 진단 및 점검에서 실시한 수문 문비의 

스킨플레이트 부식에 대한 금속 손실량과 금회 

진단에서 금속 손실량을 비교·검토할 것

○ 금회 진단 용역에서 조사된 결함부에 대해 

전차 진단결과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

할 것

○ 부식 또는 세굴 등으로 취약할 수 있는 배수

암거 하부에 대한 조사사항을 보고서에 수록

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195차 강북 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용역발주심의

○ ‘토목설계 분야에서 리모델링과 증축에 따른 

기존 기초지반의 허용지내력의 판단 또는 기존 

기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 추가할 것

○ ‘설계검토·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실시설계 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시 시공전문가(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 위험공종 부문)를 참여시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경분야 

전문가로 “서울시 공공조경가”가 실효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항목을 추가하고, 

VE 검토를 기본설계 심의 이전에 시행할 것

○ ‘기타 조사사항’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

   -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 검토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또한, 인접공사와 

관련하여 주변 시설물의 손상이 금번 공사로 

인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를 통해 

균열 등 손상을 미리 파악 및 기록하여 대처할 것

■ 제196차 생태하천 시범 조성사업(성내천) 

설계심의

○ 침사지 상단고(EL 7.81m)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기존 침사지 규모의 적정성

을 재검토할 것

○ 정체수역 해소 및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정량

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제시할 것

○ 기존 차집관로 만관(Peak) 시 방류량과 금회 

적용되는 정체수 방류가 합산되는 경우 탄천

물재생센터 처리 규모를 고려한 차집관로 방

류 가능 여부를 검토·제시할 것

○ 성내천 정체수 수질상황에 따라 한강과 차집

관로로 구분된 방류펌프장 운영 시 판단기준인 

방류수질 기준을 제시할 것

○ 부력 검토 시 지하수위는 집중호우 시를 감안한 

실제 조사 수위를 적용하여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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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흙막이 계획은 공사 시기와 지하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공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 제197차 양재 R&D 캠퍼스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양재 R&D 캠퍼스 조성 및 운영 기본구상(안) 

제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 할 것

   - 서울은 우수인력, 기술 및 자본 등 풍부한 

인프라 등이 결집되어 있어 서울의 경쟁력을 

살린 특화된 양재 R&D 캠퍼스 육성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 국·내외 R&D센터 내 기업들의 이전·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 검토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가능이라는 차별성 제안)

○ 현황조사, 분석에서 유사 용도에 대한 규모, 

내부시설, 관련 배치 및 평·입단면, 수용인원 

등 구체적 조사내용 언급하면 좋을 듯함

○ 양재 R&D 캠퍼스 공간 수요분석 및 예측에 

수요조사 범위를 단순 양재지역이라 하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반경 0km 등 구체적 장소적 

범위로 지정할 것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제시되는 개발계획(안)은 

최근 들어 건축심의와 허가를 전제로 제안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제198차 청계천 제방사면 초화류 식재사업 

설계심의

○ 하천 수질 유지 및 시비로 인한 N, P 성분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11월로 계획되어 

있는 시비시기를 장마기간을 피하여 춘기

(3~4월)와 추기(9~11월)로 구분할 것

○ 아치형 트렐리스(trellis)의 탈부착 공법은 강우 

시 홍수위 도달시간이 짧아 유지관리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상부구간으로 일부 조정할 것

○ 철새도래(보호)구역 내 기존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할 것

○ 기존 산책로의 경우 흙다짐으로 안정화되어 

있어 흙콘크리트 포장이 불필요하므로 제외

할 것

○ 제방사면 안정화 전 관리가 중요하므로 토사

유출방지 및 우배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보고서에 보완할 것

■ 제199차 노후 하수관로 종합실태조사(중랑, 

난지, 탄천, 서남) 설계심의

○ 하수관거 보수 공법 추가 검토

   - 하수관거의 보수를 위해 전체 굴착 교체공법을 

적용하였으므로 교통, 지장물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부적 보수 등 다양한 공법을 

검토할 것

○ 오픈 컷 구간에 대한 보완 필요

   - 굴착 심도가 2m 미만의 경우에도 토질 조건이 

불량한 구간은 흙막이 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 도로함몰 방지를 위한 되메우기 대책 검토

   - 맨홀과 관거의 이음부 및 가시설과 하수관거의 

이격거리가 짧은 구간은 다짐관리가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하수관거 교체 위치의 지장물도 작성 등

   - 하수관거 정비 대상 위치 구간에서 신설 

하수관, 흙막이 및 지하매설물을 횡단면도에 

인터페이스화하여 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실시설계 시 시공에 적합한 

설계도서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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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차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관 건립 

용역발주심의

○ 주변 주거지로부터 체육관으로 접근해오는 

보행, 자전거, 버스, 자동차와 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여러 형태의 이동

수단별 이동이 불편한 분들의 접근 환경 조성

계획 제시하도록 할 것

○ 건축구조 관련규정의 변경에 따라 국가건설기준

(KDS 41, 국가건설기준센터)을 적용할 것

○ 체육관 계획 시 주변 학교와 주거시설의 상호 

연계성 강화와 도림천·안양천 접근성 향상하는 

방향으로 본 시설물이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설계심사 배점항목에 내용 포함할 것

○ 기계설비계획 과업범위 및 세부 설계지침에 

‘수영장 정수설비’ 사항을 추가할 것

   - 수영장의 수질정화를 위하여 정수설비를 설계

하여야 한다(살균장치, 여과장치, 집모기, 

자동제어, 수위조절탱크, 물 온도 적정 유지, 

청소 등)

○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므로 유수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제201차 아차산배수지(대) 등 4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기 발생된 손상 및 결함은 전차 진단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진행성 여부를 근거로 보수 여부 

및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보수방안 선정 시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진단결과 보수한 부분(특히 표면처리, 

방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 아리수올림터 조적벽 변형은 지속적인 관리·

관찰이 필요하므로 손상현황을 고려한 점검

사항을 유지관리방안에 반영할 것

○ 배수지의 배관두께 평가는 기준관경의 두께와 

측정치(최대, 최소, 평균값)가 비교·평가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제202차 증산배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심의

○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및 결함 

발생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안전성 

검토에 반영할 것

○ 해당 구조물의 지진력 및 위험도 계수 등 내진

성능평가 시 적용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할 것

○ 보수방안을 제시한 부재에 대해서는 추후 시설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상세한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 배수지 및 가압장에 있는 밸브, 배관 및 펌프

설비에 대한 도막두께 기준은 해당설비 시방서 

기준을 적용하거나 KS D 8502의 상수도 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할 것

■ 제203차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 기본설계 공사기간 적정성심의(재심의)

○ 변경된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기존 계획된 복공

물량 등이 감소되는 등 강재 전용 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손료, 수량 등)

○ 교통처리계획 등 시공계획 변경에 따라 우선 

시공 구간이 변경되므로 이에 부합되게 입찰

안내서상 우선 시공분 평가 내용을 수정 보완

할 것

○ 본 사업 성격상 공기단축 방안에 대한 기술

제안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입찰안내서 

상 기술제안과제에 대한 배점 검토 필요

   - ‘공사기간 단축방안’과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분리해서 기술제안 받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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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4차 서울교통공사 8호선 터널시점~몽촌

토성역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내구성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간이력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를 획득한 

동일한 위치에서의 비교분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내구성조사 시 조사위치 및 지난 

이력에 대하여 평가분석할 것

○ 지하철 역사에서 배수되는 지하수량은 지반침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주요 지점에 대한 지하

수위면 변화자료를 누수 관련 직접 원인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배출량 연도별 자료를 보완하고 

지하수위 변화를 정량화할 수 있는 계측계획을 

제시할 것

○ 향후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건기, 우기 등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시기별 현장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용역기간(1년 이상)을 고려하여 설정

할 것

■ 제212차 구룡터널 조명설비 교체공사 설계심의

○ 등기구 색온도를 4500K 이상에서 5000K 이하로 

선정할 것

○ 노면반사율 0.1(아스팔트) 적용은 백색 타일 

마감에 대한 반사율표 적용을 누락하였으므로 

적용 필요

○ 주간의 입구부 조명에 근접한 값으로 출구부 

조명을 검토하여 명순응 대비를 검토할 것

○ 케이블 분기접속제 방수/방진 성능인증제품 

사용 검토(시방서 등에 표기)

   - 터널은 주기적인 물청소가 시행된다는 점과 

매연분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누전, 

분진,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제품 사용

○ 전등설비 평면도에 터널 내 및 터널 외 휘도계 

위치를 도면에 표기할 것

■ 제213차 도심순환형 청계천 자전거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자전거보행자겸용형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문제 

및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차분리형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유효 

보도폭을 2m 이상 확보할 것 (향후 서울시 

디자인심의 시 보행로가 2m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움)

○ 청계천로를 이용하는 다양한 통행주체에 대한 

통행권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과업 수행 

시 반영하도록 할 것

○ 데크 및 발코니 확장형 설치는 청계천을 하늘에 

개방한다는 복원 취지와 맞지 않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청계천 진출입 계단에 저촉되고 보행로가 

단절되는 등 보행의 연속성에 지장이 생김

   - 하부 청계천에 통행하는 보행자 안전 등에 

문제 발생 가능(비, 눈에 따른 우수 낙하 등)

○ 데크 및 발코니 설치 시 기존 하수BOX에서 

연결되어야 하므로 기존 준공도서를 확인하여 

연결구조물과 기존BOX와의 면밀한 구조검토 

필요함

○ 청계천 녹지축 확보를 위해 기존 수목을 이동 

설치하여야 하나, Deck 위로 화분설치 시 보행 

폭 감소 우려되며, 

○ 인공지반에서 수목에 대한 관수 등 유지관리가 

어려움

○ 착수, 중간, 최종 보고 시 청계천시민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심의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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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속경시멘트 및 아크릴계 개질 라텍스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다기능 

워터젯 장비를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HiCon-S 공법)(제874호)

(보호기간 :  2019. 10. 4. ～ 2027. 10. 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시멘트 및 라텍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강도 및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속경시멘트

(보통시멘트 + 속경성 시멘트 + 고로슬래그 10% + 메타카올린 5%)와 아크릴계 개질 라텍스(아크릴 

에멀젼 + 스티렌모노머 + 폴리메틸아크릴레이트 + 안정제 등)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작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틸팅, 측면 절삭, 안전거리 유지 기능을 갖는 워터젯 

장비를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절차 및 방법

  (1) 개념도

【교면포장용 초속경시멘트 개발 개념】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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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절차

 ⓛ 노면절삭  ② 워터젯
 ③ 콘크리트파쇄면 청소 및  

버럭모으기

공용중인 아스팔트 노면절삭 열화부 워터젯 절삭 진공흡입청소

 ④ HiCon-S 생산  ⑤ HiCon-S 포설  ⑥ HiCon-S 양생

초속경 콘크리트 생산 포설 및 면고르기 양생

2.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규모 공사기간

1
중부내륙지선 상리교(현풍) 

교면개량공사
한국도로공사 1,388m2 2016.05.20.

~2016.12.05.

2 하양교 보수공사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1,186m2 2016.10.27.
~2016.11.28.

3 국도31호선 감천1교 보수공사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972m2 2017.03.29.

~2017.04.14.

4 장암교 보수보강공사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1,564m2 2017.10.20.
~2017.12.19.

5
국도42호선 하방림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정선국토관리사무소 554m2 2018.05.25.
~2018.08.31.

6
국도22호선 순천 광천교 등 

2개소 보수공사
순천국토관리사무소 182m2 2018.05.31.

~20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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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1) 국내외 수급동향 및 중장기 수급전망 

    이 신기술과 관련한 도로 교량 현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총 30,983개소이며 총연장은 

3,077.4km에 이른다. 2014년 말에 비하여 총 167개가 증설되었으며, 교량의 노후로 인해 교면

포장 부분의 유지 보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기술은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기능 및 효과, 경제성면에서 우수한 공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기술은 국내의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고로슬래그와 메타카올린과 같은 친환경 재료를 통한 시멘트 개질과 포장작업의 시공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로 이루어진 독창적인 기술로 재료비의 절감 및 내구성 증대, 

시공효율 개선을 통한 경제성이 개선되었다.

  (2)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개질된 라텍스와 고로슬래그 및 메타카올린이 포함된 초속경시멘트를 개발․사용하여 

기존기술에 비해 라텍스의 사용량과 초속경시멘트의 사용량을 저감하여 원재료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8.8kg(18.8%)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기술과 신청기술의 단위재료당 탄소배출량】

항 목
탄소배출량(kg/m3)

기존기술 신기술
시멘트 339.8 302.1
라텍스 286.4 204.2
잔골재 0.98 0.9

굵은골재 5.9 7.1
물 0.03 0.03

합계 633.1 514.3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 기존기술 경쟁력
개선된 혼합 재료에 의한 
라텍스 사용량과 산업부산물 
재활용 및 신소재 혼합에 의한 
시멘트량 감소

라텍스 사용량과 시멘트 
사용량이 높아 경제성 저하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많음 

경제성 향상, 품질관리 용이

워터젯 장비의 틸팅 기능에 
의한 균일한 치핑과 측면부와 
구조물부 절삭을 기계화 

불균일한 치핑 작업과 측면부 
인력 절삭에 의한 시공 효율 
저하

균일한 치핑 작업에 의한 
정밀시공과 측면부, 구조물부 
장비 절삭에 의한 시공 효율 
향상

근로자가 워터젯 장비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정지하며 
측면부 절삭 워터젯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

충돌 및 비산에 의한 부상 
측면부 인력 절삭 시 그라인더 
파손에 의한 사고위험

충돌 및 비산에 의한 사고 및 
그라인더 파손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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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호표 품명 규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제1호 노면절삭 T=8cm m2 196 216 436 848
제2호 워터젯 T=1cm m2 1,742 9,581 35,777 47,100
제3호 콘크리트파쇄면 청소 및 버럭모으기 m2 5,893 10,691 8,378 24,962
제4호 초속경 HiCon-S 생산 T=9cm m3 83,020 28,728 20,357 132,105
제5호 초속경 HiCon-S 포설 m2 530 14,644 685 15,859
제6호 초속경 HiCon-S 양생 m2 2,812 3,268 - 6,080

  (2) 공사비

    이 신기술은 시멘트 및 라텍스 사용량 감소와, 시공효율 향상에 따른 일일 작업량 증가로 기존 
기술 대비 공사비가 9.94%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기존기술 신기술

일일작업량 190m2/일 200m2/일
작업시간 주간 8시간 주간 8시간

기존포장 두께 t = 8cm t = 8cm
열화부 두께 t = 1cm t = 1cm
포설 두께 t = 9cm t = 9cm

공사비 366,667원/m2 330,221원/m2

비용절감 -36,446원/m2

경제성 비율 9.94% 절감

※ 본 원가계산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83호, 2018.06.04.)』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가요소별로 계산되었습니다.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측면부 및 구조물부 절삭을 워터젯용 파워팩 설치 시 사전에 기계를 이용하여 진행
하게 되어 측면부 절삭에 따른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기존기술 신기술

공정 공사 단계별 진행률(%)

교면 절삭

파워팩 설치

측면부 절삭

워터젯 치핑

진공흡입청소

포설 및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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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의 유지관리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기술 대비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분석을 실시하였고 비용항목 및 누적 LCC 분석결과 기존기술 보다 10%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노면절삭 t=8cm 기준)

확정적 LCC 분석결과(단위 : 원/m2)

구분 기존기술 신기술 절감액

초기공사비 252,984 226,954 26,030

보수비 365,217 327,639 37,578

교체비 419,570 376,400 43,170

해체폐기비 2,002 2,002 -

LCC 1,039,773 932,995 106,778

누적 LCC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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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형 패널(열연강판)과 접이식 버팀 보로 구성된 조립식 트렌치형 

굴착공법 (제875호)
(보호기간 :  2019. 10. 22. ～ 2027. 10. 2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지중에 관로 및 소규모 연속구조물의 설치를 위해 지반 굴착 후 작업 공간에 외부의 

토사 및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정 중 하나로서, 양단에 

암부와 수부가 있는 체결형 패널(열연강판)과 접이식 버팀 보로 구성된 트렌치 굴착 공법이다.

    흙막이 패널(열연강판) 양 단부에 암부와 수부가 있어 이웃하는 패널과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패널 

평면부에 부착된 너트형 구조에 고장력 볼트로 버팀 레일이 거치 또는 해체되며, 마주보는 패널의 

레일에 버팀보가 설치되는 기술로서 핀(환봉)을 이용해 버팀보의 높이 조절 및 고정이 가능하여 

배면 토압에 저항하기 위해 터파기 전 버팀 보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버팀 보의 중앙과 양단의 연

결부가 접이식 Hinge로 되어있어 버팀 보 해체가 용이한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서로 다른 양단을 지니고 결속될 수 있는 벽체와 신축 및 절첩 기능을 갖는 개별 버팀 보를 이용

하여 2개의 벽체와 하나의 버팀 보로 구성된 세트의 흙막이 가시설용 구조체로 한정된 구조체로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공법이며, 시공과 재수거가 매우 용이하고 결속된 벽체는 토압에 의해 암부와 

수부가 서로 밀착되어 차수성능을 제공한다. 

    이 신기술은 지반굴착의 수행을 위해 주변 지반이 토압에 의하여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굴착 

공간 내에 설치하는 가시설용 차수식 흙막이 패널 구조체로서, 터파기 된 굴착 공간의 측벽을 지지

하기 위해 서로 이격된 상태로 대향하여 배치되는 형식이다.

ⓛ 조사 및 시공 부지 선정 ② 패널 항타 ③ 1차 터파기

시공 전, 토질 지하수위 등의 
현장 지반 조사 및 경로설정

바이브로 해머를 이용한 
흙막이 패널의 지중 근입

흙막이 패널의 근입 후 버팀 
보 설치를 위한 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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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버팀 보 설치 ⑤ 2차 터파기 ⑥ 본 공사(관로, 지중 구조물)

패널에 설치된 버팀 보 레일 
상에 버팀 보를 설치하고 흰지 

부 고정과 버팀 보 고정 

버팀 보를 이용한 패널 안전을 
확보 후 설정된 심도까지 

터파기를 진행

본 공사인 지중관로 및 지중 
구조물 설치 진행

⑦ 되메우기 및 다짐 ⑧ 버팀 보 제거 ⑨ 패널 인발

본 공사 완료 후, 굴착부 되메
우기 및 다짐작업을 진행 

버팀 보의 흰지 고정용 볼트 
및 고정부의 구속을 해제

되메우기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주변부 지면 높이를 
동일하게 한 후, 흙막이 벽체 
인발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 실적

연
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 금액)
비고

1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제4공구 도수시설공사 중
도수시설공사(A구간) 잔여분

한국
수자원공사

㈜한양
외 2개사

2017.05
∼

2019.12

L=1,144.0m
H=4.5∼5.5m

B=3.4m

9,452,000,000
( 606,039,628 ) 발주자확인

2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제3공구 취·도수시설공사 중
도수시설공사(2구간) 잔여분

한국
수자원공사

㈜한양
외 2개사

2017.12
∼

2019.12

L=426.0m 
H=6.0m
B=3.60m

3,243,800,000
( 264,120,000 ) 발주자확인

3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제3공구 취·도수시설공사 중

도수시설공사(1구간) 관로잔여분

한국
수자원공사

㈜한양
외 2개사

2018.04
∼

2019.12

L=133.0m 
H=6.0m
B=3.60m

1,879,400,000
( 85,370,971 ) 발주자확인

4
광양(Ⅱ)공업용수도 이사천계통

복선화사업 시설공사 중
가시설(S.W.A.P)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대우건설

2017.12
∼

2018.03

L=1,115.0m
H=4.5∼5.5m

B=3.6m

478,410,000
( 478,410,000 ) 발주자확인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 가시설 흙막이 공사의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표 56에 지난 4년간의 통계청 토목 수주 
통계를 보면, 2015년 13.7조 원으로 집계된 수주량은 2016년 16조 원, 2017년 15.3조 원 그리고 
지난해인 2018년에는 15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년 평균 15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가시설 공사비가 약 20% 가량 차지하므로, 국내 총 가시설 시장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엄청난 시장규모라 할 수 있다.

    최근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노후관 교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관로용 가시설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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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 지반 굴착을 위한 흙막이 구조물 관련 기존의 국내 및 국외 기술 중 일부 조립형과 띠장의 조합 

등을 통해 개량이 진행되었으나, 흰지형의 버팀 보 및 전 구성요소의 규격화 그리고 근입에 의한 

차수 기능의 제공은 신청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였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신청기술의 독보적인 기술적 개량정도(시공기간, 작업효율, 구조성능 등)와 가격 경쟁력 그리고 규

격화된 자재의 사용은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지반 굴착 및 토목 공사 분야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 신청 기술의 독창성은 선행 기술 조사의 결과로 확인된 유사 선행기술의 존재가 없음을 확인하였

고, 낮은 굴착 깊이를 지닌 사전 조립 구조물을 이용한 흙막이 시설 대비 확장된 시공영역과 효율 

특히, 차수성을 제공하는 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   분 비  목 신기술 비교기술a 비교기술b 비교기술c

순
공
사
비

재료비
직접 재료비 300,836 86,981 101,821 650,934 
간접 재료비 0 0 0 0 
소     계 300,836 86,981 101,821 650,934 

노무비
직접 노무비 339,481 417,741 455,326 2,161,196 
간접 노무비 0 0 0 0 

소    계 339,481 417,741 455,326 2,161,196 

경 비
기계경비 외 163,826 525,004 602,135 368,474 

소    계 163,826 525,004 602,135 368,474 
순 공 사 비 계 804,143 1,029,726  1,159,282  3,180,604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  급  가  액 804,143 1,029,726  1,159,282  3,180,604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804,143 1,029,726  1,159,282  3,180,604  
관  급  자  재 0 0  0  0  
총  공  사  비 804,143 1,029,726 1,159,282 3,180,604 

a: SGP공법(건설 신기술 612호), b: 시트파일(Sheet Pile) 공법 , c: H-Pile + 토류판 + LW 그라우팅 공법

(토사지반 기준, 시공규격: 길이 6.0m, 폭 3.4m, 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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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공법별 공사비 단가 대비

비교기술a 토사 131,804,820  1,029,726  128.1% (78.0%)
연암 283,490,158 2,214,766 112.1% (89.1%)

비교기술b 토사 148,388,053  1,159,282  144.2% (69.3%)
연암 294,123,093 2,297,837 116.4% (85.9%)

비교기술c 토사 407,117,278  3,180,604  395.5% (25.2%)
연암 431,414,398 3,370,425 170.7% (58.5%)

신기술
토사 102,930,246  804,143  100.0%
연암 252,786,054 1,974,892 100.0%

a: SGP공법(건설 신기술 612호), b: 시트파일(Sheet Pile) 공법 , c: H-Pile + 토류판 + LW 그라우팅 공법

(시공규격: 길이 6.0m, 폭 3.4m, 시공연장:128m)

  (3) 공사기간

시공순서
신기술 비교기술a 비교기술b

단위 수량 시간(h) 단위 수량 시간(h) 단위 수량 시간(h)
파일항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본 202 63.3 
벽체항타 본 136 106.8 본 640 136.1 본 200  71.5  

브라켓 설치 해당 없음 EA 92 13.6  EA 100  14.8  
띠장설치 해당 없음 EA 32 46.1  EA 32  46.1  

버팀 보 설치 EA
64 24.5 (레일)

EA 33 44.9  EA 33  44.9  
68 13.6 (버팀 보)

버팀 보 해체 EA
64 22.4 (레일)

EA 33 26.4  EA 33  26.4  
68 12.5 (버팀 보)

띠장 해체 해당 없음 EA 32 28.2  EA 32  28.2  
브라켓 해체 해당 없음 EA 92 5.2 EA 100  5.7  
벽체 제거 본 136 76.9 본 640 97.4  본 200  46.8  
파일 제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본 202  30.8

레일 벽체 사용
계 256.7(100.0%) 계 397.9(155.0%) 계 378.5(147.4%)
계 209.7(100.0%) 계 397.9(189.8%) 계 378.5(180.5%)

a: 시트파일(Sheet Pile) 공법, b: SGP공법(건설 신기술 612호)

(토사조건, 시공규격: 깊이 6.0m, 폭 3.4m, 길이:128m)

 
  (4) 유지관리비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가설구조체로 본 공사 완료 후 철거하는 공사이다. 따라서, 흙막이 벽
체가 설치되어 철거되는 기간에만 관리가 이루어지며, 공사의 종류와 규모, 존치기간에 따라 별도
의 계측공사 시행 여부가 결정되며, 계측관리를 통하여 유지관리가 이루어진다. 신기술의 벽체 및 
접이식 버팀 보는 규격화되어 있어 손실 발생이 거의 없으며 재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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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은 규격화된 구성요소(일체형 패널, 수직 버팀레일, 접이식 버팀보)들로 이루어져 있고 용접이 
아닌 볼트로 연결하고 끼워 맞추는 조립식으로 구성되어있어 현장에서 추가 가공 과정이 요구되지 
않아, 해체 시 투입된 자재의 완벽한 수거가 가능하여 환경 피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신기술의 규격화된 구성요소(일체형 패널, 수직 버팀레일, 접이식 버팀 보)들은 공사 전 제작되어 
현장으로 운반되는 바, 패널 제작과 버팀 보 등의 구성요소의 사전 제작이 필수이며, 관련 제조 
기업에 대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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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3) 사례

머리말

 독일은 우리에게 결코 생소한 나라가 아니다. 

독일은 우리처럼 분단의 아픔을 지닌 국가이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1990년에 통일이 이뤄졌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베를린을 통일 독일의 수도로 지정

했다. 통일 후 베를린은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공공기관은 

대규모의 임대주택 등을 건설한 후 사유화를 추진

했다. 그때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구매했는데, 이는 향후 베를린 주택 

임대료의 상승에 한몫을 하게 된 계기가 된다. 

베를린 정부는 2015년부터 임대주택의 월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월세 제동법’(Mietpreisbremse)을 

시행하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했지만 전문가

들은 냉소적인 반응만 보일 뿐이었다. 베를린은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시행했던 임대주택 사유화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독일은 시민사회4)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많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는 지역 개발

이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참여도는 더욱 높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베를린의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Haus der Statistik) 프로젝트는 현재 

베를린 도시 개발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참여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본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3) Haus der Statistik(통계청)

4) 시민사회란 국가나 정당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
하는 사회로 시민들은 사회·정치 문제에 자발적이고 공 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Haus der Statistik)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은 동독시대 통계청이 

있던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연면적은 6만 5천㎡에 

달하며, 총 일곱 개의 건물로 이뤄진 곳이다. 이 

건물은 베를린 중심지역인 알렉산더 광장 근처에 

위치해 있고 메인도로에 접하고 있어 그야말로 

베를린의 숨겨진 황금 땅이다. 통일 이후 과거청산

으로 2008년부터 비워져 있었고, 2015년에 이르러

서야 재개발이 거론됐다. 사실 2015년 가을에 

이미 철거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때 베를린 

예술인들이 가장 먼저 이 건물에 대한 재사용을 

주장하면서 ‘예술·문화·사회 프로젝트 센터가 여기 

생길 것이다’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그해 10월에 

예술인 연합회(AbBA), 건축가, 도시계획가, 문화

재단, 난민 지원 조직자 등으로 구성된 13개 비영리 

시민단체와 함께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이니

셔티브’를 설립하게 된다. 그때부터 시민단체들은 

이곳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요구로 2016년 베를린 주 정부도 

나서서 연방국으로부터 본 건물을 구매 하면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거와 업무, 문화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완공 후에는 이곳을 

문화, 예술, 교육을 위주로 하는 업무 공간과 

300세대의 주거 공간, 미테(Mitte) 지구의 시청업무 

공간 등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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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위해 뭉친 ‘Koop5’

 2018년에 공공의 이익 추구를 공동 목표로 하고 

베를린 부동산 회사(Berliner Immobilien- management 

GmbH: 이하 BIM), 베를린 도시개발·주택부

(Senate Department for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이하 SenSW), 미테 구청(District 

Berlin-Mitte), 협동조합 (ZUsammenKUNFT Berlin 

eG: 이하 ZKB), 주택협회(Wohnungsbaugesellschaft 

Berlin-Mitte mbH: 이하 WBM)가 모여 ‘Koop5’를 

설립했다. BIM은 베를린 정부 소속의 부동산 회사로 

주로 국유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하우스 데어 슈타

티스틱 건물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특수한 성격으로 SenSW가 참여하고 있다. 미테 

구청은 계획법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

한다. 향후 약 2만 5천㎡의 공간을 미테 지역 

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ZKB은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제안·요구사항 등을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반영하며 전체 프로세스 추진에 참여한다. ZKB는 

기존 공간의 20%와 1만 5천㎡의 새 건축물들을 

예술·문화·사회·교육·생활 등의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ZKB는 현재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이니셔티브에서 독립한 상태다. WBM은 베를린 

중심지인 미테 지역과 프리드리히 샤인(Friedrichshain) 

및 국유 주택회사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2만 6천㎡ 규모의 300세대 주택을 

신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

하는 사무실(WERKSTATT Haus der Statistik)은 

옛 통계청 건물 한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프로

세스의 진행사항을 전시하고 각종 행사들을 개최해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그 역할을 

계획 단계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느리더라도 함께하는 시민참여 프로세스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지속적이며, 지역주민과 사용자 중심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니셔티브는 2018년 

9월부터 다양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최된 워크숍의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프로세스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하우스 데어 슈타

티스틱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시민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하우스 데어 슈타

티스틱 사무실이다. 사무실은 주 3회 카페를 열어 

누구든지 커피와 차를 마시며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나아가 워크숍 개최를 

통해 특정 주제(건물의 재활용, 노후 기반시설, 

소음 문제, 주변 교통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며 네트워킹위원회를 운영해 의견을 제시하면, 

협동조합은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시민대표로 

선출된 대표들은 전문가위원회에 소속되는데, 시민 

대표들은 Koop5, 기술자문위원과 함께 계획 수립 

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개발의 

계획 수립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세 개의 팀이 

참여한다. 그들은 세부적 설계를 진행하며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이때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위해 절차와 진행사항을 모두 하우스 데어 슈타

티스틱 사무실에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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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획기적인 결정이 이뤄진다. 

Koop5는 미래의 시공사이자 사용자로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기술실무그룹(Technical Working Group: TWG) 

회의를 개최해 도시 개발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을 다룬다. 프로세스 추진과 동시에 Koop5는 

향후 후속 단계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도 했다. 

협의 내용에는 건축법에 따른 시공설계, 이동성, 

에너지, 1층 공간의 활용, 오픈 스페이스 등 세부적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모든 단계는 서로 밀접히 

연계 되어 있어 시민 참여단은 계획 수립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워크숍을 통해 선발된

미래의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프로젝트

 2018년 9월,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계획을 

위한 공모전이 개최됐으며, 워크숍을 통해 최종 

작품이 당선(Teleinternetcafe with Treibhaus 

landscape architects사의 작품)됐다. 당선작의 

프로젝트는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내부적으로는 

공간의 다양성을 제공했고 외부적으로는 주변 

공간과 기능의 연계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을 받았다.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프로젝트의 마지막 건축물은 

미테 지구의 시청사로 2028년에 입주할 계획이다. 

물론 시민 참여를 위한 워크숍은 그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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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베를린은 아직도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형 도시다. 

그 결과로 2009~2015년 사이 부동산 임대료가 

46% 상승했고, 2017년의 물가는 20.5%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베를린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회 저소득층이나 

서민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과 같이 지역 

사회에 기반하고 시민 사회가 주도하는 비투기성 

프로젝트는 ‘전형적인 베를린 프로젝트’라고 평가

된다. 물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고 멋진 

건축물을 개발해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을 

지키고, 시민, 시민단체, 서민 예술가 등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진정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언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활동하는 공간이 돈벌이의 수단이 됐을까? 

삶의 공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디

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특히 경제성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재개발을 보면서 도시 

개발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협력활동이 

갖는 가능성과 도전 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 들어 우리도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시민참여형’,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 참여’ 등의 용어를 추가함

으로써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은 시민들의 무관심에 직면해 

있다. 주민들이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시간 이 조금 걸리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다가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독일

처럼 사무실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정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거나, 누구든지 들어와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를 오픈하는 등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야 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도 시민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진정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이 

수립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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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9년 11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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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92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 지하2층/지상1층
· 연면적 17,000㎡

73,051
(3,453)

조건부
채택 기계

195 강북 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 지하1층/지상5층
· 연면적 2,259.89㎡

6,205
(318)

조건부
채택 건축

197 양재 R&D 캠퍼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대지면적 32,803㎡(건축면적 19,680㎡)
· 연면적 131,500㎡

571,900
(301)

조건부
채택 건축

200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관 건립

· 지상2층
· 연면적 3,000㎡

9,723
(451)

조건부
채택 건축

213 도심순환형 청계천 자전거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청계천~고산자교~천호대로 5.9㎞ 3,546

(236)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84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 캠핑존 기반시설 조성 3,480

(60)
조건부
채택 조경

187 (구)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 · 지하2층/지상6층
· 연면적 7,639.15㎡

13,600
(558)

조건부
채택 건축

188 옥수역 하부 한강변 
주민휴식공간 조성 · 기반, 조경, 운동, 안내시설 설치 2,500

(90)
조건부
채택 조경

189 대방천지구 침수저감 · 복개암거 신설 23,927
(448)

조건부
채택 토목

193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 지하1층/지상6층
· 연면적 5,408.25㎡

15,000
(678)

조건부
채택 건축

196 생태하천 시범조성(성내천) · 저수호안 정비, 낙차공 개선 11,579
(836)

조건부
채택 토목

198 청계천 제방사면 초화류 
식재 · 벌개제근, 수목 및 초화류 식재 1,500

(44)
 조건부 
채택 조경

212 구룡터널 조명설비 교체 · LED 등기구 4,558등 신설
· 디밍제어시스템 설치

2,282
(43)

조건부 
채택 토목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203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 · 폭 3~4차로, 연장 1,700m 156,808
(646)

조건부 
채택 전기

정밀안전
진단심의

182 염창IC 정밀안전진단 · STB 폭 12m  연장 180m
· RCS 폭 6.5m 연장 80m (167)

조건부 
채택 토목

190 도림천복개(좌안) 
정밀안전진단 · 폭 9~23m, 연장 2,657m (246)

조건부 
채택 토목

191 서소문고가 정밀안전진단 · 서소문고가 정밀안전진단 (182)
조건부 
채택 토목

194 목1호 수문 외1개소 
정밀안전진단

· 목1호 수문, 목3호 수문 
정밀안전진단 (97)

조건부 
채택 토목

201 아차산배수지(대)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4개소, 정밀점검 
3개소, 내진성능평가 1개소 (126)

조건부 
채택 토목

202 증산배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2개소, 정밀점검 
9개소, 내진성능 상세평가 4개소 (160)

조건부 
채택 토목

204
서울교통공사 8호선 
터널시점~몽촌토성역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5.4km (590)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 44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19년 11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9.11.

건     축 
산악문화체험센터 전시·체험시설 설치 등 
34건

11,484 10,532

교 통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교통영향평가 
이행여부 확인용역 등 10건

8,871 8,838

기 계 설 비
지하철 역사 환기시스템 개량 표준화 및 
강동역 공조시스템 개량 등 4건

208 192

도 로 도심부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등 21건 11,049 10,831

도 시 계 획 대신고 부지 활용 구상(안) 수립 등 14건 3,550 3,545

상 하 수 도
2020년 은평뉴타운 하수관로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용역 등 26건

17,174 16,943

전 기 통 신
한강 잠실안내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등 16건

5,010 4,880

정 밀 진 단
강북구 하수암거 정밀안전점검용역(3구역) 
등 9건

471 470

조 경
용산구 옥상녹화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및 
옥상녹화유형 제안용역 등 11건

359 358

지 하 철
2020년 5~8호선 레일용접부 
비파괴검사용역 등 5건

1,002 972

하 천
중랑천 생태환경 개선 및 준설방안 마련을 
위한 하상분석용역 등 4건

6,074 6,071

기 타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기술진단용역 등 
17건

1,222 1,106

 계 171건 66,474 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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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9년 제3 · 4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7.5.~7.11. 8.4. 8.30. 9.2.~9.5. 10.12.~10.25.
11.1.
11.22.

8.16.~8.22. 9.21. 10.11. 10.14.~10.17. 11.9.~11.22.
11.29.
12.20.

< 2019년 제3 · 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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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ASEAN Smart Cities Network:ASCN)
    

 ‘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이하 ASCN)는 

아세안 지역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협업플랫폼이다. 2018년 7월 8일 

싱가포르(2018년 의장국)에서 개최된 제32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물로서 출범했다. 

ASCN은 아세안 지역 26개 도시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의 도시

들은 대부분 2030년 까지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9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인구규모가 20~200만 명인 중소

도시가 지역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기술 및 디지털 솔루션 활용을 통하여, 

도시-농촌의 복합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의 주요 역할은 스마트도시 

개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고, 민간부문과 함께 

사업촉매 작용을 하며, 아세안의 외부 파트너로 

부터 자금 지원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57호), www.krihs.re.kr]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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