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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1. 개요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개발되며 인구의 집중화가 심화되어 도시,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라 전국의 

교량 개소 수는 매년 평균 3%씩 증가하여 각 기관 및 지역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총 교량 개소 수는 34,297개(국가지표체계, E-나라지표, www.index.go.kr 공식적인 최종발표날짜는 

2018.12.31.)이다(그림 1 참조). 이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제정되기 이전(1995.4.6.)에 준공된 교량은 총 9,301개로 전체 교량의 27%를 점유하고 있다.

< 그림 1 > 전국의 총 교량 개소수

 교량의 역학적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론적인 방법과 실험적인 방법이 있다. 이론적인 

방법은 교량의 구조계를 역학 공식 또는 경험식으로 이상화하고 구조해석단계를 거쳐 작용하중에 의한 

교량의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론적인 방법으로 교량의 역학적 거동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많은 가정을 통해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실제 거동은 이론적 거동과 상이

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교량을 구성하는 재료의 성질 부재의 거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교량의 시공품질 등 현재의 교량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들다. 따라서 교량의 구조 

거동, 내구성 및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한 방법은 재하시험을 통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칼  럼

 교량 재하시험 신기술적용 사례(건설 신기술 883호)

   박 윤 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장민E&C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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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시험을 통한 방법은 시공도면 없이 구조해석만으로는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없는 기존교량이나 

시공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있다 하더라도 구성 재료의 전반적인 내구성 저하와 균열, 박리, 철근부식 

등으로 활하중(사용하중)에 대한 구조거동이 의심스러운 교량에 대하여 내하력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방법, 시험하중, 계측기기의 운영, 시험원의 자격조건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을 포함한 신중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1995년 4월 시특법 제정 이후 거듭된 개정으로 인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측 대상 

구조물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른 노후화된 교량의 증가와 건설재료의 거듭된 발전에 

따른 사용연한이 늘어나서 최근 구조물 진단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 기반 시설물이자 

하천, 계곡 등을 연결하는 교량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재하 시험 방법은 데이터 측정 

시 작업의 위험성을 동반할 뿐 아니라, 기계적 장치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다.

< 그림 2 > 시특법 개정 후 교량 성능평가 필요 개소수 증가 현황

 교량 구조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교량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구조해석 및 실측을 통한 내하력을 평가하여 판단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활하중에 의한 처짐을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교량 구조물의 

진단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무선통신 기술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이를 조합한 편리하고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정확하게 교량 구조물의 처짐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개발이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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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기고문에서는 교량 구조물의 처짐을 비교적 간단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국·내외 기술의 

동향과 2019년 12월 최종 통과된 「LTE 무선 재하 장치와 바닥면 고정 무게추 방식의 변위측정장치가 

적용된 교량의 재하시험방법(신기술 883호)」에 대한 재하시험 방법 및 그 적용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교량 재하시험 방법 및 기술 현황

 2.1. 국·내외 기술동향

 활하중 재하시험에 의한 변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 방식이 있으며 최근에는 

드론(Drone) 등을 활용한 비전(Vision)기반 계측장치 도입 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시도·연구 

개발 중이며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은 표 1과 같다.

구분 기업/기관 국가 보유기술/수행연구

LDV
EM4Sys 한국 LDV 변위 센서 개발·상용화

Tokyo Univ. 일본 상시진동하에서 LDV를 이용한 교량 손상평가

LADAR
박효선(연세대) 한국 지상Ladar를 이용한 구조물의 건전성 진단방법 개발

Leica 스웨덴 지형지물 계측용 레이저 스캐너 상용화

비전기반
변위계측

김남식(부산대) 한국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한 변위 계측 시스템

New Jersey Univ. 미국 교량 상판의 균열 탐지를 위함 컴퓨터-비전 기술

GPS
변위계측

권재현(서울시립대) 한국 Network RTK를 이용한 건축물 변위 연구

시미지 건설 일본 RTK-GPS를 이용한 건물의 풍하중 응답계측

이종데이
터융합

박선규외1(성균관대) 한국 RTK-GPS와 가속도계 데이터를 융합한 변위 산정

Columbia Univ. 미국 칼만 필터를 이용한 가속도와 변위 융합 기법

< 표 1 > LDV 기술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 Laser Doppler Vibrometer(LDV)를 이용한 기술

센서를 부착할 필요가 없는 비접촉식 센서로 시간·공간영역에서 고해상도로 대상 구조물의 속도 

계측이 가능하지만 잡음(Noise) 발생이 많아 오차 발생이 크게 발생하여 결과의 왜곡이 큼

  ∙ Laser Dection and Ranging(LADAR)을 이용한 기술

지형 및 구조물의 3차원 형상 데이터 취득이 주 목적이므로 지점별 동적 응답을 계측이 어렵고 

수평 조정 시에는 장비자체가 회전하기 때문에 스캔 속도가 느려 동적 계측 적용이 어려움

  ∙ 비전 기반 변위계측 기술

2대의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면외 변위를 측정하는 기법이 개발되었으나, 정밀도가 떨어져 

현재 국·내외 대학 및 관련업체에서 연구 중이며 측정위치에 제약이 많고 야간측정이 불가함

  ∙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기반 변위 계측 기술

RTK-GPS(Real Time Kinematics GPS) 기법이 도입되며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나, 통신거리가 짧고 

지형적 조건에 따라 데이터 품질에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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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異種) 데이터 융합을 통한 변위산정

둘 이상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각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욱 정밀한 데이터를 산정하는 기법으로 

현재 국·내외적으로 연구 중이며 아직 대형 구조물 적용성이 검증되지 않았음

 2.2. 기존 기술의 단점

 현재 차량하중 재하를 통한 재하시험의 변위 측정 방법은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다.

  ∙ 접촉식 유선케이블

- 비계 설치비용 과다(5m 이상 형하공간 설치 시) 및 고가의 데이터 로거가 필요

- 교량하부 유선 설치에 따른 설치 공정 복잡으로 인한 전문 인원 필요

- 유선 사용으로 인한 케이블 노이즈발생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결여

- 수상경간 설치 시 작업 위험성 및 난이도 증가

< 그림 3 > 접촉식 유선 케이블 기계장치 설치 예

  ∙ 비접촉식 유선케이블

  - 계측오차 발생(레이저 방식은 5㎜/100m, GPS방식은 3.5㎜이상)

  -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안 될 때 판독이 어렵고 설치 위치 선정이 어려움(레이저방식)

  - 교량의 유지관리용(형상관리) 계측에만 적용 가능

레이저방식(PSM 200) GPS 방식

< 그림 4 > 비접촉식 유선 케이블 기계장치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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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에 따른 위험성

  - 수상(해안, 강) 통과 구간이나 교각 높이가 높은 장경간 교량 통과 시 변위계 설치 시

  - 비계 설치가 까다로운 지역의 변위계 설치 시

 2.3. 신기술 개요

 2.3.1. 제품 구성

  ∙ 센서유닛 : 교량의 정·동적 변위량 측정(소형화로 보관이 용이, 간편 설치 가능, 작업성 향상)

  ∙ 데이터로거 : 변위량 데이터 수집 및 실시간 무선 송신

  ∙ 분석 소프트웨어 : 정적, 동적 측정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하여 분석

센서유닛 데이터로거 분석소프트웨어

< 그림 5 > 신기술 제품 구성

 2.3.2. 신기술의 특징

  ∙ 유닛 소형화 무선 기술 활용에 따른 공정의 단순화

  ∙ 위험작업 감소로 인한 작업 안전성 확보

  ∙ 무선 기술 활용 등에 따른 결과 분석의 편의성 확보

기존기술 신기술

< 그림 6 > 기존기술과 신기술 작업 공정 비교



- 7 -

3. 신기술 적용 사례

 3.1. PSC빔교 (경북 성주군 소재 00교)

  ∙ 교량제원 : PSC BEAM [B=21.000~29.400m, L=18@30.000 = 540.000m (18경간)]

  ∙ 설계하중 : DB-24/DL-24

2@30,000=60,000

55

100

교 량 종
 점

STA.3+850.006

P16

P17 A2

왜 관 방 향

1/2L
15,000

100

P14
P15

2@30,000=60,000

A

A

성주 왜관

600

LC1

@acc2@acc1

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ΦST1 ΦST2 ΦST3 ΦST4 ΦST5 ΦST6
↑DT1 ↑DT3 ↑DT4 ↑DT6

ΦST7 ΦST12ΦST8

↑DT2 ↑DT5
♀IWDMS1

ΦST9 ΦST10 ΦST11

♀IWDMS2 ♀IWDMS3

LC2LC3LC4 LC5 LC6

1,200

LC7

1,200

LC8

1,200

LC9

1,200

LC10

< 그림 7 > 신기술 적용 대상(PSC Beam) 교량 재하 시험 간략 개요

  ∙ 활하중 변위 측정 결과 비교

 S18경간 정적 재하시험 시 덤프 1대 재하 시 Load Case1 DT6에서 최대 처짐은 (–)1.380㎜, 덤프 

2대 재하 시 Load Case10 DT6에서 최대 처짐은 (–)2.26㎜로 측정되었으며, 측정된 처짐계의 변위

측정 결과 유·무선 데이터로거의 변위량은 3％ 이내의 비등한 차이로 정확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유선 데이터로거로 수집된 데이터와 비교한 측정값 비교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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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Case

유무선 처짐 게이지 결과(㎜)
DT6/

IWDMS3 비고DT1(무선)
(G1)

IWDMS1
(G1)(유선)

DT3(무선)
(G5)

IWDMS2
(G5)(유선)

DT6(무선)
(G10)

IWDMS3
(G10)(유선

L/C 1 0.168 0.163 -0.197 -0.207 -1.433 -1.380 3.8％

덤프
1대

L/C 2 0.043 0.054 -0.373 -0.341 -0.765 -0.774 1.2％

L/C 3 -0.090 -0.074 -0.518 -0.501 -0.349 -0.343 1.7％

L/C 4 -1.396 -1.351 -0.364 -0.346 0.174 0.168 3.6％

L/C 5 -0.800 -0.753 -0.474 -0.409 0.073 0.106 -

L/C 6 -0.365 -0.338 -0.650 -0.597 -0.086 -0.056 -

L/C 7 -1.159 -1.096 -1.151 -1.088 0.001 -0.007 -

덤프
2대

L/C 8 -2.178 -2.133 -0.813 -0.762 0.220 0.232 -

L/C 9 0.041 0.007 -0.856 -0.843 -1.193 -1.168 2.1％

L/C 10 0.214 0.114 -0.520 -0.491 -2.247 -2.261 0.6％

< 표 2 > 신기술을 적용한 변위계와 기존 기술 변위계와의 결과 비교(PSC Beam교)

 3.2. RCT교(충남 당진 소재 00교)

  ∙ 교량제원 : RCT [B=7.400m, L=3@18.000 = 54.000m (3경간)]

  ∙ 설계하중 : DB-13.5

< 그림 8 > 신기술 적용 대상(RCT) 교량 재하 시험 간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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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Case

유무선 처짐 게이지 결과(㎜)
비고DT1

(G1)(무선)
IWDMS1
(G1)(유선)

DT4
(G4)(무선)

IWDMS2
(G4)(유선)

L/C 1 -0.779 -0.753 -0.239 -0.263

-L/C 2 -0.473 -0.449 -0.471 -0.489

L/C 3 -0.301 -0.281 -0.714 -0.719

< 표 3 > 신기술을 적용한 변위계와 기존 기술 변위계와의 결과 비교(RCT교)

4. 결론

 노후화된 교량의 증가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교량 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며,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외 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나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적인 신기술 공법을 소개하였다. 교량구조물의 내하력 평가, 비교적 간단하고 정확한 

평가 방법인 재하 시험을 통한 평가기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변위 측정방법은 

접촉식 유선 변위계를 사용하는 것이나, 이는 지형적 조건과 주위환경에 따라 공정절차나 작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LTE 무선 재하 장치와 바닥면 고정 무게추 방식의 변위 측정 장치가 적용된 교량의 재하시험방법

(신기술 883호)」을 적용한 정적 재하시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존기술과 신기술의 재하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3% 이내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신기술을 적용 시 계측장치 설치 작업이 간단하며 추락사고 등에 대한 작업 안전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무선통신장치를 통한 데이터 제어의 편리성까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구조물의 동적거동 정밀계측을 위한 LADAR와 LDV의 통합형 비접촉식 레이저시스템 개발 최종보고서(2014.6.), 한국과학기술원

2. 국가지표체계, E-나라지표, www.index.go.kr 

3. 남원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종합보고서,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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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①자연재해 사망 ②폭발, 화재, 붕괴 

사고 ③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④강도사고 ⑤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된다.

  ② 폭발, 화재, 붕괴 사고 :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가 해당된다.

  ③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④ 강도사고 :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해당되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 

되지 않는다.

  ⑤ 스쿨존 내 교통사고 :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02)2133-8046〕

세운상가 기술로 만든 휴대용 3D 프린터, 

‘세운메이드’ 걸고 CES에 선보여

 서울시는 세운상가 입주기업인 아나츠가 자체 

개발한 ‘투고우 프린터’(휴대용 3D프린터)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0’에 참가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전자제품

박람회)는 소비자, 전자 기술 업계의 선두주자들이 

모이는 세계 최대의 전시회다. 1월 7일부터 10일

까지 4일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에서 열렸으며 4,400여개 전자산업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였다.

 아나츠는 CES의 메인전시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의 테크 이스트 사우스홀 3D 프린팅 존

(Tech East South Hall 3D Printing)에 개별 

부스를 열고 ‘투고우 프린터’를 전시했다.

 ‘투고우 프린터’는 백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3D프린터로 오지나 재난현장에서도 긴급히 

필요한 부품이나 도구를 만들 수 있고, 워크숍, 

교육 현장 등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투고우 프린터’는 세운상가에서 2월 중순에 

열리는 “함께세운만들기-생활력” 행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운협업지원센터(http:// 

sewoon.org/)와 아나츠(http://anatz.com/) 홈페

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와 

세운협업지원센터(2278-0811, 시민참여예산팀)로 

문의하면 된다.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02)2133-8498〕

》  지식정보 

http://sewoon.org/
http://anat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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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낙후된 여의나루∼동작역 한강

수변길 5.6㎞ 보행친화공간 탈바꿈

 서울시가 좁고 어둡고 낙후됐던 한강대교 남단

(노들섬~노량진) 여의나루역~동작역 5.6km 한강 

수변길을 다양한 문화‧여가를 체험하고 더 걷기 

편한 보행친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여의나루역~한강 유람선 선착장 사이 한강시민

공원 보행로는 기존의 데크와 연결되는 보행로와 

전망대가 신설돼 한강을 더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다. 샛강생태거점엔 시민들이 걷다 쉬어가면서 

한강의 조류서식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벤치 등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맞닿아 

있어 보행자가 걷기 위험했던 노량대교 인근 아파트 

단지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벽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인다. 기존에 어두웠던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하부공간엔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서울시는 낙후된 한강대교 남단 수변공간을 재생해 

‘한강변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국제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한강코드(HANGANG CODE, 

랩디에이치 조경설계사무소 최영준 대표)｣를 선정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2020년 6월까지 설계용역 후 7월 착공해 2021년 

6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한강코드(HANGANG CODE)｣는 ‘바코드’를 

컨셉트로 보도, 식재, 조명 등에 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적용해 한강변 보행네트워크를 하나의 

선형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여의나루역~한강 유람선 선착장 사이 한강

시민공원 보행로 ‘전망데크’ : 현재 저류 녹지가 

조성돼 있다. 기존 데크판에 보행로를 연결해 

시민들이 한강을 걸으면서 녹지를 보고, 한강 

수변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 샛강과 한강 합류부 ‘포켓공간’ : 이 일대 

곳곳에 벤치 등 휴게공간을 설치해 시민들이 

쉬면서 샛강의 조류서식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 한강철교 접근 구간 ‘석양전망다층데크’ : 

기존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조성돼 있으나 

완충지역이 없었다. 기존 보행로를 확장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다층의 전망 데크를 조성한다. 

 ○ 노량대교 하부 공간 시작 공간 ‘야외전시공간’ : 

한강대교 남단과 직접 연결되는 램프와 계단이 

있다.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명을 

새롭게 설치하고, 향후 야외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 노량대교 하부 공간 ‘다목적 플랫폼’ : 기존 

보행로를 확장해 플랫폼광장으로 조성한다. 

대교와 엇갈리면서 나타나는 수변공간 주변은 

계단형 광장으로 조성한다. 노후화된 기존 

핸드레일도 함께 정비한다. 

 ○ 주변 아파트단지 연결거점 ‘휴게‧전망공간’ : 

기존에 있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할 

수 있는 벽을 설치한다. 또 우수저류습지가 

있는 구간엔 휴게‧전망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 반포천 합류지점 ‘수경시설’ : 기존의 광장형 

공간을 물이 있는 조경공간으로 조성하고 

보행로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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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는 단편적으로 강변만 다루거나 디자인 오브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①물가라는 특성 ②주변에 따른 

변형 ③비용이나 관리의 문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심사위원회는 ‘한강코드’는 

물가의 특성을 수용한 디자인이면서 물과 수직으로 

만나는 조경의 여러 전략이 디자인적으로나 현실적

으로 가장 우수한 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가 조성되면 기존의 

대규모 시민공원으로 조성된 한강공원에서와는 

다르게 다양하게 한강의 풍경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생태 숲과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지난해 9월 개장한 ‘노들섬’과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일대 부족했던 

공원 복지와 여가‧휴식시설이 확충될 것이다.

 한편, 이번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설계공모

전 작품은 현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서 

열리고 있는 ‘한강 생각’ 전시회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2020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도시공간개선단 (02)2133-7635〕

‘국회대로’ 7.6㎞ 길이 선형공원 된다 

…서울시, 밑그림 공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개통해 50년 넘게 

자동차 전용도로로 역할을 수행해온 ‘국회대로’

(신월IC~국회의사당 교차로 7.6㎞)가 지하화되고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대규모 ‘선형공원’

으로 탈바꿈한다. 총 면적은 약 11만㎡(길이 7.6km, 

폭 40~55m)로, 서울광장의 8배 규모다. 

 2021년 하반기 공원 조성에 돌입해 2023년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공원 개방이 시작된다. 

2024년 6월이면 전체 공원 조성이 완료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된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의 밑그림에 해당

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실시한 국제설계

공모의 당선작으로 <적구창신(跡舊創新)>(㈜씨토

포스 외 4개사)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히고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당선작 <적구창신(跡舊創新)>은 ‘오래된 기억과 

흔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뜻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50년 간 회색 아스팔트와 

소음, 분진으로 기억됐던 이 공간을 다양한 문화와 

놀이가 이뤄지는 사람과 자연 중심의 ‘천년의 숲’

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체 공간을 

광장, 키즈팜,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9개 특색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① 그레이트 필드(Great Field) : 공원 내에서 

가장 넓은 친환경 녹지공간이다. 평상시에는 

피크닉, 조깅 등을 즐길 수 있고 대규모 공연

이나 이벤트도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된다.

 ② 키즈팜 빌리지(Kids Farm Village) : 아이

들이 꽃, 채소, 과일 등을 직접 가꾸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실내 키즈팜 공간도 

조성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대응하고, 실내에 

특화된 열대과일, 허브 등도 길러볼 수 있다.

 ③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 : 카페, 

선큰(sunken)광장 등을 배치해 인근 주민

들이 모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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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여러 층위(지하 1층~지상 2층)에서 

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 

 ④ 물의 정원(Great Pond & Fall Garden) : 

공원 중심에 대형 수변공간을 배치해 시각적, 

청각적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구상됐다.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해 

사계절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⑤ 겨울정원(Winter Garden) : ‘물의 정원’과 

연결된 공간으로, 겨울철 추위에도 생육 가능한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 생기 있는 겨울정원을 

연출한다.  

 ⑥ 천년의 숲(Millennium Forest) : 전체 구간의 

50%를 차지하는 공간으로, 울창한 숲을 다양한 

레벨과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이다.

 ⑦ 클린 에어 파빌리온(Clean Air Pavilion) : 

4계절을 넘어 5계절을 위한 실내공간이다. 

계절의 영향과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정원식물에 둘러싸인 공간에서 

스몰웨딩, 공연 같은 이벤트가 열리고, 정원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⑧ 경인지하도 광장(Gyeongin Underpass Plaza) : 

국회대로의 기존 지하차도를 광장으로 탈바꿈

시킨 공간이다. 주변 도시와 다른 레벨에서 

다양한 문화와 문화행사를 즐기는 이색경험을 

제공한다. 

 ⑨ 코워킹 플라자(Co-working Plaza) : 회의나 

업무 용도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숲 속 ‘비즈니스 파크’의 기능을 한다.

 서울시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총 2단계의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했다. 

1단계로 ‘디자인’ 제안서를 받아 국내‧외 총 14개 

팀(국내 10, 국외 4) 중 8개 팀(국내 6, 국외 2)을 

선정했다. 2단계로는 1단계 공모에서 제안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과 주요지점에 대한 

설계안을 심사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2019.12.)

했다. 

 심사는 공모의 취지와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조경‧도시‧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위원회 심사 후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7인의 심사위원회가 심사했다.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곧바로 공원 

설계에 착수, 2021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지하

차도 공사와 병행하여 2021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02)2133-206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72〕

구릉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서울시, 

주민공모로 ‘신교통수단’ 도입

 서울시가 경사가 심해 보행‧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구릉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모노레일 같은 신교통수단을 도입

하는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8개소 내외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제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어디에 어떤 교통수단을 설치할지 등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공모는 

1월17일(금)부터 3월6일(금)까지를 진행된다. 같은 

자치구 주민 3인 이상 모임, 서울시내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면 참여 가능하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시내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교통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먼 길을 우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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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과 버스정거장으로 가야하는 지역,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

 주민들은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목적 ▴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는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서류‧현장 실사 등을 거쳐 3월까지 

총 8개 내외 대상지를 선정한다. 올 6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7~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해 금년에 공사에 착수, 2021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대상지당 30억 원 

내외로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사업 결과를 평가해 2022년부터 서울시 

전역의 구릉지에 단계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02)2133-8648〕

‘북부간선도로 위 자족적 컴팩트시티’ 

서울시, 설계 당선작 공개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상부에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인공부지가 놓이고, 이 일대가 

주거, 생활SOC, 공원(도시숲), 청년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컴팩트시티로 재창조된다. 

 청년 1인 가구부터 자녀가 없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까지 모두 고려한 다양한 유닛의 행복

주택(청신호주택) 990세대와 세탁실, 공용텃밭, 

운동실, 라운지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보육‧문화‧체육 

등 생활편의시설도 연면적 11,400㎡ 규모로 조성

된다. 캠핑장,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같이 거주민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한 숲 

파크도 생긴다. 북부간선도로 옆 부지는 청년창업

공간, 공유오피스, 도전숙 등 청년창업시설(연면적 

약 13,500㎡)로 변모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북부간선도로 상부 

컴팩트시티(신내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의 혁신적 

설계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연결도시(Connection City)> (㈜포스코A&C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운생동건축사사무(주), 국민

대학교 장윤규, ㈜유신, ㈜한백에프앤씨))를 공개

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특히 ‘도로 위 도시’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구조와 

공법을 제안했다. 

 우선, 도로를 감싸는 ‘터널형 복개구조물’을 설치

해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을 원천 

차단한다. 그 위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이 

주택에 미치지 않도록 도로와 건축구조물을 완전 

분리하는 방식인 ‘브릿지 시스템’(Bridge System)을 

적용한다. 

 ‘브릿지 시스템’은 도로 위에 일종의 다리를 놓는 

방식이다. 도로 양 옆으로 도로와 직접 닿지 않는 

대형 기둥(RC코어)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상부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트러스 구조물을 

설치한다. 그 위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량 모듈러

주택을 지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선작은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주변지역과도 소통하는 열린 도시구조 ‘연결도시

(Connection City)’를 제안했다. 도시를 단절시켰던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해 주거지를 연결하고,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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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대지에는 축구장 4배 규모(약 27,000㎡)의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해 인근 주민 모두 이용

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아울러, 신내차량기지와 중랑공영차고지의 입체화‧
복합화 가능성을 감안해 상업, 문화체육, 첨단산업 

같은 다양한 도시기능을 도입해 도시공간을 재

창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대상지가 서울 동북권과 수도권 신도시를 

연결하는 관문지역이자, 주변에 신내차량기지, 중랑

공영차고지 같은 대형 기반시설이 입지해 있는 

점을 고려해 주변까지 아우르는 장기발전 구상을 

설계안에 제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연내 공공주택 지구계획,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 

2024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SH공사 컴팩트시티기획부 (02)3410-7232〕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02)2133-7070〕

서울시,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친수

공간 조성 추진

 서울시는 동남권 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탄천변 동측도로는 지하화하고, 기존의 제방도로 

중 유수지 공간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진

출입로 설치 등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천변 동측도로는 송파구 삼성교 교차로~탄천

우안도로 연결구간까지 약 4.9km이며, 제방도로와 

제방하단 도로가 혼재된 복잡한 구조이다. 또한 

위례신도시,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등 동남권역 

대규모 개발로 인해 송파대로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이 필요하다.

 이에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의 연결과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유수지 공간을 이용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통과교통과 생활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주요 구간은 왕복 4차로 지하차도로 조성

한다. 또 기존 제방도로는 산책로 조성 등 친수

공간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수립 용역을 

올해 1월 중 완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고 타당성 조사 통과 시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88〕

서울시, 눈·얼음이 물로 변하는 도로

결빙 방지 신기술 도입

 눈이 오면 자동으로 도로에 제설제가 뿌려지고, 

눈이나 얼음이 도로표면에 닿으면 물로 변해 결빙을 

막는 도로포장 신기술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결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상황실 근무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원격으로 가동하는 액상살포장치(물로 된 제설제 

살포기)를 고갯길, 지하차도, 고가차도 등 제설 

취약구간에 설치하여 관리해왔다.

 올해부터는 인력 모니터링 대신 지능형 강설‧결빙 

감지센서 기술을 적용하여 눈 또는 얼음이 감지

되는 즉시 액상살포장치가 가동된다. 

 시는 2019년 11월 서대문구 통일로에 지능형 

감지센서가 장착된 액상살포장치를 시험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겨울철엔 44곳의 

액상살포장치 모두 인력 모니터링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작동하는 지능형 제설장치로 전환, 신규로 

10곳에 추가하여 연말까지 총 54곳에서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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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또한 결빙‧강설 취약 구간(306곳) 중 액상

살포장치 등 현장제설장비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기존 아스팔트에 얼지 않는 첨가제를 배합한 ‘결빙

방지포장’ 신기술을 도입한다. 결빙‧적설 취약구간에 

시범포장하고 효과검증 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02)2133-8181〕

서울시, 구청·동주민센터…공기정화 

‘그린힐링오피스’ 5곳 시범운영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구청, 동주민센터 같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실내 공간에 공기정화식물을 

배치하고 녹색의 쾌적한 환경을 갖춘 ‘그린힐링

오피스’ 조성을 시작한다. 올해 모집을 통해 5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린힐링오피스’(65㎡ 내외) 조성으로 벽면, 파티션 

등 실내 자투리 공간이 바이오월, 파티션 화분 

등으로 변신한다. 

 아이비, 틸란드시아, 스킨답서스, 넉줄고사리 같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있는 실내식물을 심거나 배치

한다는 계획. 공기정화 효과는 물론 적정습도 유지로 

실내환경이 보다 쾌적해지고 스트레스도 낮춰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ICT 센서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관리한다. 

 시는 식물 및 바이오월 등의 유지관리를 정기적

으로 수행하고 그린힐링오피스의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CT 센서를 통해 조성 전·후 

미세먼지농도(PM2.5)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스트레스 지수(맥파측정기) 측정, 행복감척도, 만족도 

조사 등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실내용 식물

재배 환경제어기술을 적용한 실내텃밭인 ‘실내용 

3단 식물재배기’ 보급도 시작한다. 구청, 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개소를 선정한다. 직접 

채소를 기르고 먹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미래 농업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목표다.

 ‘실내용 식물재배기’는 식물 광합성에 필요한 

LED조명으로, 영양분은 양액으로 공급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채소(엽채류)를 재배할 

수 있다. 3단(수직)으로 되어있어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IoT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빛, 온‧습도 같은 

재배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1년 365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실내텃밭 역할을 하는 동시에 녹색채소와 LED

조명이 어우러져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미래농업

기술의 교육장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원예 관련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

해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또, 식물재배, 미래농업

기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시농업전문가, 도시

농업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가 식물재배 방법과 

활용법을 알려주고, 원예동아리활동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그린힐링오피스’(5개소)와 

‘실내용 식물재배기’(10개소) 시범운영을 시작,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이 서울시민들의 생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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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며들 수 있도록 올 한 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년 간 서울시 농업기술

센터가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1.31.(금)~2.21.(금) 공모 신청을 

받는다. 최종 설치 기관은 현장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 (02)6959-9343, 9351〕

서울시, 위례신사선 우선협상대상자 

(가칭)강남메트로㈜ 선정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

강남메트로주식회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에 걸쳐 

16개 분야(계획, 건축, 수요, 회계, 운영 등)에 

대해 총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최고점수를 받은 (가칭)강남메트로 

주식회사(주간사 GS건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하나에코메트로주식회사(주간사 하나금융

투자)를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 삼성역 ~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도시철도사업으로 총 연장 14.7㎞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는 사업이다.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서울 동남권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상단을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22-7130〕

올해부터 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

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하여, 건설협회

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

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2019년 하반기 

대비 2.45% 상승)하여 총 1,810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개(2019년 1월 

기준)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하였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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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하였으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

(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2020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

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

관리센터 누리집(http://cost.kict.re.kr)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0〕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되고 

매수청구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20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을 입법예고(2020.1.16.~2020.2.24.)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매수판정기준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완화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

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생활 SOC(도서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

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할 수 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새롭게 설치 가능한 시설

시설 설치 조건

공공용 
시설 주차장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혹은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여가
활용 
시설

소규모 
실내생
활체육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건축연면적 3,000㎡ 이하 / 임야
에는 설치 불가) 

실내
체육관

2층 이하(높이 22m 이하), 건축 
연면적 5,000㎡ 이하

도서관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연면적 
2,000㎡ 이하)

공익
시설

보건소
보건

진료소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병설 포함)

수목
장림

｢장사법｣ 상 허용시설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주민의견청취 후 설치

노인복
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하여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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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위한 절차․기준 마련

 정부는 2019년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

(363.6㎢)의 26%(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보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

유지는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청사가 설치된 

부지 등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였다.

※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공공청사 등)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는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③ 도시공원 규제완화

 가. 점용허가 대상 확대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된다.

 나. 도시공원 공원시설 규제 완화 (시행규칙 개정사항)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도서관은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 소규모 도서관 사례

  

 어린이공원에는 현행 규정상(2005.12.30. 도입)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해당 규정 도입 

전 설치 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증․개축을 허용한다.

 또한, 현재는 근린공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공원시설 규제완화 내용

대상공원 개정내용

소공원
어린이공원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 설치 
가능

어린이공원
2005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

근린공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기숙사도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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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

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

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신설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

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였으며,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하였다.

②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

(2023.1.시행)하여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

하도록 하였다.

※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설치 의무화 시행 예정

 

③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

 그동안 지게차에 한하여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수소연료전지를 적용

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하여 연료

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8〕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으로 

철도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서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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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철도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성능인증 기준 마련(안 제4조)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5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을 마련함

나.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기준 마련

(안 제7조)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6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능인증서 변경 및 재발급 절차 마련(안 제9조, 

제10조)

  1)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성능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취소

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성능인증서를 인증

기관에 반납하도록 함

라. 성능점검 기준,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1조～

제14조)

  1) 성능점검 기준을 명시하고, 인증기관이 성능

인증을 받은 자의 품질경영시스템 준수여부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성능검사 기준,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5조～

제18조)

  1) 성능검사 기준을 명시하고, 검색장비의 내용

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인증

기관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내용

연수 연장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바. 성능인증심사위원회 구성(안 제19조～제24조)

  1) 성능인증 및 취소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7〕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으로 

철도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가 도입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서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제3조)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라 위험물 

등을 취급․저장할 수 있는 방폭(防爆)구조로 

이루어진 공실과 특수시설 및 수화물 투입 

자동화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나.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8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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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심사위원의 자격 조건, 인원 수 및 역할 등을 

마련함

다. 시험기관 적합성 심사(안 제7조, 제8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

하게 운영․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라. 시험기관의 업무정지, 폐지 및 변경(안 제9조)

  1) 시험기관이 법 제48조의 제3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시험기관의 업무를 정지,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업무정지, 폐지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2019.7.25.)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기존 형식신고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고, 불량 부품 사용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대상 부품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 업무 위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

으로 전환(안 제11조)

  1) 타워크레인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시 형식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확인검사 절차를 거치

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확대(안 제12조의4)

  1)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웨이트 및 기초 

앵커를 부품인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부품제작자 등이 국토교통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

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업무 위탁기관 규정

(안 제12조의2)

  1)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2013년부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위탁기관

으로 명확히 규정함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과 (044)201-35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벌점 측정기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 변경 

(제8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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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별표 8)

  1)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

  2) 벌점 측정기준 등 별표8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3) 벌점 측정기관에서 책정한 벌점에 대해 벌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하는 의견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검토하도록 규정

  4)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

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6〕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개정(2019.11.26. 공포) 

후속조치로 점용허가 취소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재검토 

일몰규제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가 삭제되어,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정비

하고자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제28조의2)

  1) 점용허가 취소 신청, 공무원의 조사 등 사례별로 

구체적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나. 규제의 재검토 규정 정비(제31조의2)

  1)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 관련 조문을 규제의 

재검토 규정에서 삭제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4637〕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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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5차 강남순환로(성산방향) 연결램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101호, 2016.3.8.)」에 따라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시행 

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요청하도록 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과업내용서에 추가할 것

○ 본 과업의 범위가 교량 2개소 및 접속도로로 

교량의 하부구조 및 기초 설계를 위한 토질

조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업내용에 

토질조사 및 시험 내용을 추가할 것

○ 가시설물의 시공 중 붕괴, 추락, 낙하를 예방

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Design For 

Safety)가 되도록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시공 중에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고, 추락·

낙하를 예방하며 가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 

및 해체하도록 할 것

○ 하절기 수방대책 뿐만 아니라 동절기 강설량, 

강설기간 등을 고려한 제설대책도 설계에 반영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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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6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 교통 모니터링 및 시행효과 예측 분석 

(Impact Analysis) 용역발주심의

○ 광화문 광장은 레저, 여가 등의 특성과도 연관

되므로 입체적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으로 시의성 제고 필요함

   - 조사 단계: 광장으로의 보행통행은 연계성, 

접근성,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입체적 보행 인프라 확충과정에서 건물 내 

보행동선, 역사연결 보행동선 등을 포함하도록 

검토 필요함

   - 모니터링 단계: 이용자(생활인구, 거주인구 

등 활동인구 구분)의 입체적 보행동선을 

지상·지하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시행할 것

   - 개선방안 모색 단계: 편리성, 안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Area-wide 보행

기반의 정량적 평가와 보도 등 물리적 보행

환경 평가를 고려하여 검토할 것

○ 시행효과 분석 시 영향분석(Impact Analysis)

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석 방법(요인

분석, 비교분석 등)의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 현황 조사 및 영향 분석 시 다음 내용을 추가적

으로 검토할 것

   - 자전거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자전거전용도로

(CRT) 구축 사업 계획 반영

   -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 예측 및 대처방안 수립

○ 국내외 교통정온화시설 설계기법 및 사례를 

조사하고 서울시 차량통행패턴 및 교통약자를 

고려한 시설 설치 방안 제시할 것

○ 본 용역의 핵심인 교통 모니터링 및 시행효과 

분석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정 필요함 (기본설계를 

위한 상세 현장조사, 도로·교통 개선공사 설계

기준 적정성 분석 등)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계획에 맞춰 해당 

용역의 과업 수행 기간이 변경될 수 있도록 

명시할 것

■ 제257차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설치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교통환경조사 전 다음 내용을 검토할 것

   - 구체적인 조사지역과 범위를 선정하는 작업을 

선행하여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관련기관에서 수집가능한 자료와 수급인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체계적인 

과업수행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다음 내용을 검토할 것

   - 사업지 대상 환승정류장에서 대중교통으로 

환승 시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 특히, 교통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수용량을 검토하여 

이용자 불편 및 민원 발생가능성을 대비하도록 

할 것

   - 환승정류장 설치로 인한 교통정체가 인접

도로의 교통정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치 위치 선정 시 기존IC 진출입로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토록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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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와 정류장 시설의 명확한 구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진출입로 확보, 안전시설의 

설치 등 향후 환승정류장 설치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주요 결절점에 대한 회차 기반시설 조성 

시 도로 상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른 비상

회차 시설 기능, 차량정체에 따른 휴게시설 

기능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활용계획 검토할 것

   - 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광역교통

체계 개선 사업 등 기존 추진 중인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선안 검토할 것

○ 버스 및 지하철 등에 대한 환승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것

■ 제258차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설계 

용역발주심의

○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 의무비율은 202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30% 이상

으로 수정할 것

○ ‘친환경 설계요소 도입’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할 것

   - 친환경 계획에 해당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 현재 착공 전 예비인증을 득할 시에서 사용

승인 시 본인증에 이르기까지 변경의 최소화를 

위해 인증 전반의 내용을 제반도서에 상세히 

명기하여 제시하기 바람

○ ‘추정설계비’에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

업무 대가 추가 반영을 검토할 것

○ ‘전기설비’ 기본지침 및 ‘전기설비 계획’ 설계

지침에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

   - 임대가 예상되는 곳(매점, 카페테리아 등)은 

관리주체별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간선을 

분리하고 분전반에 전력량계 설치공간을 

확보할 것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서울시 조례에 의거 

설치할 것

   - 강당(다목적홀)에는 공연 및 전시를 위한 

무대조명을 계획할 것

■ 제259차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설계심의

○ 장애인용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형

블록을 설치할 것

○ 지하2층 RW9에는 정화조의 중간층과 상부층의 

측압이 작용하므로 층고와 실제 측압을 반영

하여 재검토할 것

○ 모든 단열재는 생산 후 일정기간 숙성(Aging) 

기간 후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에 단열재 

숙성기간을 반영할 것

○ 흙막이지보공 포스트파일과 지보재의 지하골조

공사 간섭여부를 확인하여 지보공의 위치 및 

높이를 조정하고 흙막이벽체 배면에 차수공법을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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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샤프트를 좌·우로 분리하여 급수, 급탕, 

배수, 우수, 폐수 및 냉매배관 등을 설치하고 

또한 공조용 덕트도 이원화할 것

○ 전체적으로 CCTV 음역지역이 다수 발생하므로 

개수 증가를 검토할 것

○ 완강기 설치 위치가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 옥내소화전 형식을 화재 시 신속하고 1인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할 것

■ 제260차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제184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한강

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사업 설계심의, 

2019.11.5.)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

○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캠핑장의 기능을 고려

하여 세부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설계

조건을 추가할 것

○ ‘생태계류는 동절기 활용을 고려하여 설계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

○ ‘태풍, 폭우 등 안전대책 보강을 위한 구조검토’와 

‘전기 안전시설에 대한 검토 및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한 동선 체계 보완’ 내용을 추가할 것

○ 하천 인접에 의한 강풍과 일사 등 미기후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종 도입을 검토할 것

■ 제261차 북부고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제4공구 길음램프 접속옹벽 구간의 포장 및 

옹벽균열(폭3.0㎜)에 대해서는 추가 균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 보수를 시행하고 균열

측정게이지를 부착하여 주의관찰이 필요함

 ○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요령 개정 반영사항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내진성능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의 

종합의견 제시가 필요함

■ 제1차 서울역 역사환경개선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 설계심의

○ 공조기 등 환기설비는 실내공기질법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필터 성능기준을 검토

하여 제시할 것

○ 현장 시공여건상 안전사고가 상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종 정보통신 설비 철거 및 재

설치 시 공사 중 안전대책 수립을 시행할 것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검토(적용) 

내용을 제시할 것

○ 제연설비는 전문소방 설계업역이므로 제연단독

덕트 방식이든 공조·제연겸용 방식이든 반드시 

전문소방 설계업에서 검토할 것

○ 리모델링 공사기간(편의시설) 화장실, 승강장, 

안내시설 알기 쉽도록 표기할 것(이동경로)

○ 공사발주 전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받을 것

■ 제2차 한성대입구역 역사환경개선 및 문화예술

철도조성 설계심의

○ 공조기 등 환기설비는 실내공기질법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필터 성능기준을 검토

하여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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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시공여건상 안전사고가 상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종 정보통신 설비 철거 및 재

설치 시 공사 중 안전대책 수립을 시행할 것

○ 제연설비 계산서 및 도면 누락되었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1항 별표1에 의거 

제연설비는 전문소방 설계업체가 설계할 것

○ 소방펌프 관련하여 장비일람표, 소화계산서, 

펌프실 확대평면, 내역서의 내용을 일치시킬 것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검토(적용) 

내용을 제시할 것

○ 공사발주 전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받을 것

■ 제3차 미아역 역사환경개선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공사 설계심의

○ 냉방풍량과 환기풍량을 비교하여 출퇴근 시 

환기풍량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

○ 방송설비는 일반 방송과 소방 경보용으로 겸용

하므로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부합하게 

설계할 것

○ 피크타임일 경우 대합실층 복도폭에 대한 피난 

관련 적정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난 안전성을 

검토할 것

○ 수유실 설치를 검토하고 천장마감재에 대한 

청소 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주요 구조부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비

하여 유지관리 부대시설(점검구, 점검용 사다리, 

점검용 피트 등)을 계획할 것

○ 제연설비는 전문소방 설계업역이므로 제연단독

덕트 방식이든 공조·제연겸용 방식이든 반드시 

전문소방 설계업에서 검토할 것

○ 소방시설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진 후 

화재대응성을 확보토록 내진설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지하철역사 리모델링 시 소방내진 

가이드라인 검토 필요)

■ 제4차 쌍문역 역사환경개선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공사 설계심의

○ 냉방풍량과 환기풍량을 비교하여 출퇴근 시 

환기풍량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

○ 구내 배선설비와 네트워크설비 단자함은 통합 

설치를 검토할 것

○ 지하1층 습식스프링클러 외기 노출부분 동파

방지 위한 열선 혹은 메탈히트 반영할 것

○ 변경 전 철거 및 재사용부분 도면 작성하고 

내역에도 철거 및 재사용부분 반영할 것

○ 피크타임일 경우 대합실층 복도폭에 대한 피난 

관련 적정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난 안전성을 

검토할 것

○ 공사 진행 시 이용객과 작업동선의 분리 계획

하여 이용객 안전을 확보할 것

○ 주요 구조부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비

하여 유지관리 부대시설(점검구, 점검용 사다리, 

점검용 피트 등)을 계획할 것

○ 소방시설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진 후 

화재대응성을 확보토록 내진설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지하철역사 리모델링 시 소방내진 

가이드라인 검토 필요)

○ 공사발주 전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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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2단계) 

설치 설계심의

○ 건조배가스 처리공정 중 집진기 등 덕트 내 

분진 등이 고착될 경우 집진성능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지상 1층 열원공급설비인 보일러실에 발생될 

수 있는 휘발성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용 

환기팬 설치를 검토하여 반영할 것

○ 가시설의 중앙파일(Post Pile)과 PHC말뚝기초

와의 간섭여부를 확인하고 상호 간섭될 경우 

이격시켜 시공 가능 방법을 제시할 것

○ 전기실 고압 수전반을 우측에 배열하여 고압 

인입거리가 멀어지므로 고압 수전반을 좌측, 

변압기반을 우측에 배열하여 공사비 절감 등 

공사의 편리성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 밀폐형 탈수슬러지 이송설비(컨베이어 등)의 

운영 시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창과 정비보수용 

맨홀커버 설치를 검토할 것

■ 제9차 유수지 악취저감 용역발주심의

○ 과업 특성 및 단계를 고려하여 과업명칭을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으로 수정 필요

○ 악취의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절별 특성 파악을 위해 

과업기간을 현재의 10개월에서 ‘최소 12개월’로 

변경할 것

○ 민원해소를 위한 시설별 악취저감 목표 설정 

및 효과 예측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므로 과업

내용에 반영할 것

○ 내수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본 악취저감 용역 시 

병행함이 바람직함

○ 유수지의 악취원인조사를 ‘유수지의 악취발생

공정조사’, ‘유수지의 공정별 악취원인물질조사’

(지정악취물질 및 주요발생 악취원인물질 5종 

이내)로 분류하여 제시할 것

○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및 유수지별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이 본 용역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에 반영할 것

■ 제12차 목동교 정밀안전진단심의(재심의)

○ 성능개선공사 시 슬래브 단면증가, 활하중 

증가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으므로 보수보강 

실시설계 시 누락된 구조검토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

○ 구조해석 시 재하하중에 대한 횡분배 구조검토 

기준 및 횡분배에 의한 거더 균열 발생 매커니즘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보수보강안 제시 전 구조해석 재분석(진동모드)을 

통해 보도부 균열발생 원인을 검토할 것

○ 외부강선 보강 시 균열단면을 고려하여 강선

보강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보강공사 전까지 관리주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제시할 것

○ 심의 시 개진된 위원 의견에 대해 실시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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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터널을 굴착 후 선지보재를 시공하고 확대 굴착하는 터널공법(제878호)

(보호기간 :  2019. 11. 26. ～ 2027. 11. 2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Pilot 터널을 굴착 후 본 터널의 굴착면 방향으로 선지보재(네일 등)를 설치하고 압력

그라우팅으로 양호하지 않은 원지반을 보강한 후에 본 터널을 확대 굴착하는 공법으로 후지보재

(숏크리트, 록볼트 등)와 철근망(RSC, Reinforced Steel Cage) 또는 강지보, 격자지보 등으로 

본 터널을 지보하는 기술(KPST공법 : Korean Pre-Support Tunnelling Method)이다.

 나. 신기술의 절차 및 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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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발주처 공사명 시공기간 시공규모 공사금액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북일∼남일2)건설공사 

2018.5.8.∼
2020.7.31.

용정터널, L=300m
백운터널, L=158m 10,177,200,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2015.11.2.∼
2017.2.28. 대리터널, L=321m 5,034,000,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계터널보강공사 
소천도계2국도건설공사

2014.11.6.∼
2016.3.31. 도계터널, L=154m 3,494,722,000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 
성산간(5공구) 건설공사

2013.10.28.∼
2015.4.30. 유정터널, L=160m 1,340,801,0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창-운암(2공구) 
도로확장공사

2009.12.24.∼
2010.12.31. 강진터널, L=36m 685,630,000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 경제의 고도화 성장과 터널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터널은 점차 대형화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으며, 

환경 친화적인 건설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선형개량의 증가 추세로 인해 터널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본 신기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활용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2-Arch터널을 1-Arch 대단면 터널로 적용

(2) 도심지 지하철 정거장 공사 시 비개착으로 교통장애 최소화

(3) 도로터널 확폭 램프구간이나 공용 중인 터널 확장에 적용

(4) 유류저장소, IT관련 데이터센터, 바이오 지하저장고, 홍수조절조, 방공호 시설 등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NATM 공법 갱내선지보 공법

개요도

공법
개요

· 터널 굴착중 터널 주변에 강관을 설치하고 주입재를 
보강하여 천단부의 안정성을 확보함

· Pilot터널을 통해 미리 선지보 네일과 압력그라우팅을 
통해 이완영역 전체를 보강하여 아칭효과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함

안정성

· 굴착 후 지보를 수행하므로 지보전까지 발생하는 
변위를 제어할 수 없음

· 계측을 통하여 허용치 이내에서 관리

· Pilot터널 굴착 시 원지반 상태확인 후 확대 굴착 
함으로써 지반조건에 대한 대응 우수

· 확대 굴착 시 선지보효과에 의해 변위와 여굴이 작아 
안정성에 유리

시공성
· 보조공법 시공을 위해 매 막장마다 굴착공정을 중단
· 다분할 굴착(5분할)→ 공기 단축 불가능

· 추가적인 보조공법이 필요 없고 대형장비 사용으로  
시공성 우수

· 분할굴착 최소(3분할) 및 굴진장 증대→공기 단축 가능
경제성 · 공사비 고가 · 공사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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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종래 터널공법은 지반조건의 불확실성과 굴착 후 무지보 상태인 막장면의 불안정으로 인해 수많은 

붕괴사례와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본 신기술은 미리 선지보재를 설치함으로써 원지반의 지지력 증대 

및 막장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종래의 NATM 공법을 대체 적용할 경우 터널의 안정성 

확보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성 향상, 공기 단축, 환경훼손 및 민원 발생 최소화, 

급속시공,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정거장, 비행기 격납고, 농산물 저온 

비축기지, 지하 데이터 센터 등의 초대단면 터널을 건설 할 경우에도 급속시공과 공사비 절감이 가능

하므로 본 신기술이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본 신기술은 가벼운 포대팩커와 개선한 주입시스템 + 전용 천공장비로 시공되며 외국기술이나 타 

기술에 의존 없이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공법 대비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등에서 

유리한 공법으로 기 시공현장에서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이미 미국 및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특허

출원으로 기술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향후 국내외 터널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공종명 규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 고

1. P-2 갱내선지보(경암) L=8.0m, Ф105mm   526,964 965,392 979,830 2,472,186 경암에 따른 
천공비 증가2. P-3 갱내선지보(보통암) L=8.0m, Ф105mm   440,251 744,131 683,635 1,868,017 

3. P-4 갱내선지보(연암) L=8.0m, Ф105mm   403,101 649,715 556,261 1,609,077 

4. P-5 갱내선지보(풍화암) L=8.0m, Ф105mm   357,993 588,991 402,264 1,349,248 

5. P-5a 갱내선지보(토사) L=12.0m, Ф105mm   526,390 994,826 738,847 2,260,063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대리터널

  (2) 공사비

세부공정
신기술

(갱내선지보공법) [a]
기존기술

(NATM공법) [b]
절감액
[a-b]

절감률(%)
[a/b-1]

비 고

1. 굴착  1,340,751,989  1,988,802,557 -648,050,568 -32.6

2. 버력처리   181,523,353   191,744,768 -10,221,415 -5.3

3. 강지보공    83,014,720   303,114,976 -220,100,256 -72.6

4. 숏크리트공   461,238,543   443,172,027 18,066,516 4.1

5. 락볼트공   272,851,788   344,037,695 -71,185,907 -20.7

6. 압력그라우팅  1,108,214,752   809,637,222 298,577,530 36.9

합  계  3,447,595,145  4,080,509,245 -632,914,100 -15.5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대리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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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NATM과 신청기술의 비교)

구분

터널 굴착 공정 (개월)
비  고
(개월)굴착 버력

처리
숏크
리트 록볼트 Loss

Time1)
강관
다단

갱내
선지보 합계

P2 L=73.5
NATM 0.80 0.48 0.42 0.19 0.49 - - 2.38

KPST(신기술) 0.67 0.40 0.29 0.14 0.35 - 0.12 1.97 0.41 감

P3 L=57.5
NATM 0.79 0.39 0.42 0.24 0.47 - - 2.31

KPST(신기술) 0.63 0.30 0.28 0.20 0.40 - 0.15 1.96 0.35 감

P4 L=82.0
NATM 1.95 0.75 1.04 0.60 1.70 - - 6.04

KPST(신기술) 1.04 0.41 0.55 0.31 0.76 - 0.29 3.36 2.68 감

P5 L=28.0
NATM 0.79 0.29 0.43 0.15 0.52 0.50 - 2.68

KPST(신기술) 0.45 0.16 0.25 0.21 0.39 - 0.21 1.67 1.01 감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대리터널

  (4) 유지관리비 

    본 신기술은 터널 주변의 전체적인 보강과 영구지보재로 거동하는 네일로 인해 장기적인 안정성 유지

에도 유리하므로 공용 중인 터널에서의 구조물 균열이나 누수 등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유지관리 측면

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기존 분리 병설터널 시 두 개의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였던 것을 하나의 구조물로 

시공함으로써 터널 내부 시설물(조명, 환기, 소방 시설 등)의 설치가 감소될 수 있고 갱구가 4개소

에서 2개소로 감소되며 이로 인한 터널 점검 및 유지관리비용(내부시설 운영 및 터널 내부 청소, 

오폐수 처리 등)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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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기술의 적용으로 일반적으로 왕복 4차선 도로에 터널 계획 시 상·하행 분리 병설터널로 적용

하였던 것을 대면교통이 가능한 4차선 대단면 선지보 터널로 적용하면 터널 간 이격거리가 없어지므로 

도로선형을 최적화 할 수 있어 편입 부지면적을 절감할 수 있으며, 터널 갱구부의 비탈면 절취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환경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량 접속 

시 분리 구조물 대신 하나의 구조물로 계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급속시공에 의한 공기단축이 가능

하므로 저탄소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대단면터널의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및 환경성 

측면의 경쟁력 확보로 향후 수요 증대에 따른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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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형 웨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되는 지붕보 공법 (LTS 공법) (제879호)

(보호기간 :  2019. 12. 17. ～ 2027. 12. 1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공장, 창고, 물류창고, 비행기 격납고, 대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넓은 무주공간이 필요한 

건축물(구조물)의 지붕보로 적용되는 기술로, 상하부 플랜지는 동일한 치수의 각형강관으로 하고 

웨브는 얇은 강판을 파형 또는 제형으로 가공한 후 상하부 플랜지를 구성하는 각형강관에 용접 

조립하여 별도의 중간 스티프너로 보강하지 않더라도 전단력에 대한 국부좌굴강도 및 휨강도와 

전단강도를 확보한 골형 웨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된 지붕보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본 신기술은 기존 공법에 비해 기둥의 자립성이 우수하고 지붕보의 횡좌굴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시공 시 전도방지용 안정가새 생략이 가능하고 기존 공법과 비교하여 시공 현장의 상황에 따라 

블록별 시공이 가능한 공법으로 시공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기둥 세우기

② LTS보 시공

③ 기둥 및 작은 보 설치

④ LTS보 및 작은 보 시공

⑤ 다음 열 LTS보 및 작은 보 시공(반복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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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 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비고

1 대원강업㈜ 천안공장 대원강업㈜
현대비에스앤씨

㈜
12.12.~13.6. 35M*150M*16M

4,980,800,000
(596,000,000) 

발주처 증빙

2
영월 40MW 태양광  발전소 

철골 제작납품
㈜영월에너
지스테이션

㈜삼진철구 13.2.~13.12. LTS 4,315set
 7,086,116,400
(7,086,116,400) 

발주처 증빙

3
군산항 제7부두 임항창고  
증축공사중 LTS 철골공사

해양수산부 
군산지방  

해양항만청

(유)케이제이 
종합토건

14.7.~14.12. 54M*152M*13.9M
 1,599,800,000
(977,959,000) 

발주처 증빙

4
가스캠테크놀로지 진천공장  
증축 철골 제작 납품 공사

가스캠테크
놀로지㈜

가스캠테크놀로
지㈜

14.11.~15.4. 36M*32M*6.7M
268,383,379
(150,000,000) 

발주처 증빙

5 대원강업 함안공장 신축공사 대원강업㈜
신세기

종합건설㈜
15.7.~15.10. 50M*50M*120M*13M

2,728,000,000
(333,000,000) 

발주처 증빙

6
대한수출포장㈜천안공장  

신축공사
대한수출포

장㈜
㈜대주

건설산업
17.3.~17.7. 32M*73M*114M*10M

847,000,000
(139,000,000) 

발주처 증빙

7
용인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 
창고A 신축공사 철골공사

㈜양지
로지스틱스

HDC현대산업개
발㈜

17.6.~19.3. 22M*198M*265M*17M
38,987,488,853
(910,000,000)

발주처 증빙

8
다이소 부산 허브센터  
신축공사 지붕철골공사

㈜아성
다이소

동부건설㈜ 18.7.~19.3. 11M*99M*293M*11M
3,564,000,000
(1,120,000,000) 

발주처 증빙

 나. 향후 활용전망

    2018년 2월 7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 중 상업용의 연면적이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공업용의 연면적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통계에서 항상 나타나듯이 전체 

면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나타났으나, 용도별 건축물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상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7억 8,593만 3,000㎡를 기록했으며, 

공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억 9,637만 3,000㎡를 기록했다. 최근 주거용 

건축물의 증가폭이 주춤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대형 물류 창고, 대형 공장 등의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지주 대공간 공장(factory), 물류센터, 창고(warehouse),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상업용 

건물(commercial building), 종합 대형 유통상가(marts), 실내체육관(gymnasiums) 등의 오픈된 

대형 공간을 필요로 하는 무주(無主)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에 LTS보 

공법은 안전하며 물량 절감과 제작, 시공 공기 단축을 통한 경제적인 지붕보 공법으로서 국가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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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일반 트러스 구조에 비교하여 물량 28.3% 감소 효과, 공사비 15%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고 

PEB 공법에 비교하여 물량 17.4% 절감 효과와 공사비 7%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PEB 공법의 

경우 시공 중이나 사용 중에 붕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반면 LTS보는 보다 안전한 공법이며 기존 

기술 대비 약 20%의 공기 절감 효과가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본 신기술의 독보적인 기술적 개량(공기단축, 안전성, 구조성능 등)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시공 

및 사용 중 안전성의 향상과 자립성의 향상으로 인한 블록별 시공성은 무주 대형 공간 구조물 분야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본 신기술의 독창성은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결과로 확인되었고, 기존 PEB 공법이나 일반 

TRUSS 공법에 비하여 시공 안전성이 높고 단순한 볼트 조립만으로 시공이 가능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법으로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대원강업 함안공장 기준 시공규격: 길이60m x100m 50m SPAN)

   

구분 신기술(LTS) 기존기술1(PEB) 기존기술 2(일반TR) 비  고

재료비 332,971,409 원 317,701,703 원 367,391,464 원

노무비 165,238,324 원 202,925,392 원 195,523,098 원

경비 104,138,883 원 119,127,904 원 128,083,190 원

순 공사비용 602,348,616 원 639,754,999 원 690,997,752 원

총 공사비용
752,748,975 원 805,426,695 원 865,939,292 원

100% 10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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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대원강업 함안공장 기준 시공규격: 길이60m x100m 50m SPAN)

구분 신기술(LTS) 기존기술1(PEB) 기존기술 2(일반TR) 비  고

철골 물량 284TON 344TON 396TON

부재 수량 856EA 1,520EA 816EA

총 공사비용
752,748,975 원 805,426,695 원 865,939,292 원

100% 107% 115%

  (3) 공사기간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약 20%의 공기 절감 효과가 있음

 

  (4) 유지관리비 

    본 신기술은 건축구조물에 사용되는 공법으로 별도 보수나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최소화

되며 기존 공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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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물량 감소로 운송량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PEB 대비 17.6%, 일반 TRUSS 대비 28.3% 감소 효과가 있으며, 공기가 20% 단축됨에 따라 

재해 노출 시간 감소로 인한 환경 분쟁 발생 및 산업 재해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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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일본의 인프라 

부문 단기 대응 전략1)

들어가며

 최근 자율주행차를 실현하기 위한 자동차 기술은 

현저하게 발전하였고 개발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기술, 판단과 조작을 

담당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고도한 기술의 발달은 자율주행 차의 향상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 CASE(커넥티드 (C), 

자동운전(A), 셰어링(S), 전동화(E))의 보급과 맞물려 

타산업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도를 변혁시킬 가능성을 품고 있다. 

 한편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과제

들이 출현하고 있다. 교통분야에서 예를 들면, 

2018년말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307만 650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비율은 2016년 11.1%, 2017년 

12.3%, 2018년 13.8%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또한, 지자체마다 고령자 면허 반납 지원제도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에서 고령자의 이동 보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사업용

화물차 운전기사의 평균 연령은 54세(2017년 

기준)에 이르며, 향후 젊은 층의 유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1) 본 원고의 내용은 일본국토교통성 자동운전에 대응한 도로공간에 
관한 검토회의 ‘自動運転に対応した道路空間のあり方 「中間と
りまとめ」～ 政府目標達成のために道路インフラが早急に取り組
むべき事項を提言～’(2019년 11월 26일)을 정리한 내용임 

 우리와 비슷한 노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에서는 무인 자동운전 이동서비스와 트럭대열주행 

시스템의 실증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실증실험의 결과를 고려하면 자율주행차 회사의 

기술만으로 실제 사회에서 무인자동운전과 트럭

대열주행을 도입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본 기고에서는 일본의 자율주행차 실증실험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단기적 해결방안에 대해 소개

하고 국내 적용 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정지역에서 무인자동운전 이동서비스

 일본의 한정지역에서 무인자동운전자동차 서비스에 

관한 정부목표는 2020년까지 한정지역에서 무인

자동차서비스를 실천하고, 2025년 목표로 전국 

각 지역에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중산간(中山間) 지역 등에서 인류·물류를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SIP 예산을 활용하여 

전국 18개소에서 도로역 등을 거점으로 한 자 동

운전에 의한 이동서비스의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 실시한 총 2,200km에 이르는 

실험에서는 자동운전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수동 개입이 1,046건 발생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거주구의 보행자가 오가는 인가에 접한 지역 등

에서 도로상의 노상주차를 회피하기 위해(183건), 

협소한 도로에서 교차주행을 위해(75건), 보행자·

자전거를 회피하기 위해(68건), 도로가에 쌓아놓은 

눈(55건)과 연도의 잡초 등(49건)을 장애물로 

인지하고 회피하기 위한 것 등이다. 예를 들면 

노상주차에 의한 개입 등의 건수 183건 중 169건이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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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평균 

10km 주행 중 1.8회 비율로 수동 개입이 발생

하였다. 또한 잡초 등이 무성하여 수동 개입한 

49건 중 1차로 도로에서 46건 발생하였고, 평균 

10km 주행거리 당 0.6회 발생하고 있다. 

 미리 예정된 주행루트를 운행하도록 조향제어를 

하는 자동운전차는 고정밀도의 자기위치특정기술이 

불가결하다. 고정밀도 GPS를 사용하는 기술의 

경우, 산간부에서는 GPS 신호가 산의 절토면과 

수목에 차폐되어 자기위치를 정확하게 특정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터널, 교량 하부, 다른 강한 전파가 

나오는 개소에서는 GPS에 의한 자기위치특정이 

불가능하거나 오차를 발생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또한 LiDAR(레이저스캐너) 등의 차량탑재 센서를 

사용하는 기술에서는 강설과 안개 등의 기상조건에 

의해 기능저하를 일으켜, 기대되는 성능을 발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대열주행 시스템 

 고속도로에서 트럭대열주행에 관한 일본 정부의 

목표는 2020년도에 신토메이고속도로에서 후속차 

무인대열주행을 기술적으로 실현하고, 2021년도

까지 고속도로에서 후속차 유인대열주행의 상업화, 

2022년도 이후 고속도로(도쿄~오사카 간)에서의 

후속차 무인대열주행의 사업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2017년도부터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신토

메이고속도로와 죠신에츠고속도로에서 실시한 후속차 

유인대열주행 시스템 실증실험에서는 노면의 구획선이 

사라지거나, 끊기거나, 분기부 점선의 불연속 등에 

의해 차선의 인지오차 및 각 차량의 가감속성능

오차 등에 의해 차간거리의 유지제어가 고르지 

않은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한편, 합류·분류부와 

차선감소부에서 주변차량의 진입 곤란, 대열차량

간 끼어들기 발생, 끼어든 차량이 대열차량 간에 

장시간 체류 하는 등의 과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실시된 후속차량무인대열주행

시스템의 실증실험에서는 고정밀도 GPS를 이용한 

트래킹 중, GPS 위치 정밀도의 저하에 따른 차선

유지정밀도 저하와 강우, 강설, 농무 등 날씨의 

변화에 의한 센서 영향, SA/PA에서 보행자와 

뒤섞임, 대열연장이 길기 때문에 합류부에서의 

일반차와의 혼입 등의 과제가 확인되었다. 

고속도로에서 자가용차의 자동운전 
 자가용차의 자동운전시스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목표는 2020년도까지 고속도로에서 자동운전(레벨3),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완전자동운전(레벨4)의 

실현이다. 

 자가용차에 의한 자동운전의 자기위치특정 및 

환경인식 기술은 GNSS(고정밀도 GPS 등)와 고정

밀도 3차원지도를 활용하여 자기위치를 특정하고, 

차량탑재 센서로 자차 주변 환경 인지, 차량 탑재 

센서 검지 범위 외에서는 통신을 통한 외부 환경

파악으로 구성된다. 

 자동차메이커의 기술개발과 기술검증을 통한 

과제로는 노면의 구획선 사라짐, 끊김, 분기부 

점선의 불연속성 등으로 인지오차, 노면 감속마크, 

컬러포장 등에 의한 인지오차, 차량탑재 센서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정보 부족(노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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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정보, 공사규제와 고속도로출입구 폐쇄 등 

현재 정보, 지체상황, 분류·합류부에서 본선정보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대책 

 정부목표의 확실한 달성을 위해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지역 무인자동운전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동운전에 대응한 주행공간의 확보와 자기위치

특정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추진한다. 자동운전차와 

다른 차량 등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지역합의 

등으로 일반 차량이 혼재되지 않도록 전용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 마커와 전 자유

도선 등 지원시설에 관한 법제도와 기준을 정비

하여 사업자, 도로관리자, 지자체 등이 스스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고속도로 트럭대열주행 시스템을 위해서는 

사업화 보급 시에 전용 주행공간을 확보하고, 

GPS 정밀도 저하대책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일반

차량과의 혼재 등 안전성 확보의 관점에서 구조적

으로 일반차량을 분리하는 주행공간의 확보를 

검토하고, 자가 위치 특정을 위한 위치표식 및 

위치 정보 갱신, GPS 정밀도가 떨어지는 곳에서 

자기 마커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고속도로 자가용 자동차는 합류부에서의 

합류 지원이 필요하다. 자동운전차의 본선으로의 

안전한 합류지원 시스템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시사점

 점점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자율

주행차의 기술발전만으로 자율주행차 사회의 성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안전, 수송, 지방 

대중교통 문제 등 도로교통분야의 정부목표 달성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주행차량의 기술개발만을 기다리지 않고 인프라 

측면에서도 대응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인프라 정비는 규제와 제도 등의 수단을 활용한 

사회적 과제 해결과는 달리, 의사결정에서부터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주행을 위한 인프라 기준을 정비하여 그 효과를 

조기에 발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인프라 

측이 선제 대응하는 것에 따라, 자동운전기술의 

개발과 실제 사회에 도입을 촉진시키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실증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

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중 수반되는 문제를 인프라 

정비를 통해 해결함으로,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

당길 수 있을 것이다. 

[국토연구원(도로정책Brief 143호),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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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1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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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255
강남순환로(성산방향) 
연결램프 기본 및 실시설계

· 진출연결로 신설(1차로, 660m)
· 진입연결로 신설(1차로 약 212m)

317,000
(1,598)

조건부
채택 토목

256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 모니터링 
및 시행효과 예측 분석용역

· 광화문광장 주변 교통모니터링 및 
시행효과 예측 분석 (498)

조건부
채택 토목

257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설치계획 수립

·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설치 
기본계획 (275)

조건부
채택

토목

258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 지하1층/지상5층
· 연면적 4,250㎡ 이내

11,637
(486)

조건부
채택

건축

260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

· 캠핑장 리모델링 124면 1,704
(127)

조건부
채택

조경

9 유수지 악취저감 용역 · 유수지 23개소 악취저감 대책수립 14,454
(758)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259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

· 지하2층/지상5층
· 연면적 5,996.46㎡

33,584
(1,428)

조건부
채택

건축

1 서울역 역사환경개선 및 
문화예술철도조성

· 기계,전기,통신,소방, 건축 등 
리모델링

54,650
(951)

조건부
채택

기계

2 한성대입구역 역사환경개선 
및 문화예술철도조성

· 기계,전기,통신,소방, 건축 등 
리모델링

35,314
(699)

조건부
채택

기계

3 미아역 역사환경개선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

· 연면적 6,367㎡ 29,870
(759)

조건부
채택

기계

4 쌍문역 역사환경개선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

· 연면적 7,466㎡ 43,542
(813)

조건부
채택

기계

5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2단계) 설치

· 시설용량 270톤/일 28,564
(697)

조건부
채택

기계

정밀안전
진단심의

261 북부고가교 정밀안전진단 · 북부고가교 정밀안전진단 (219)
조건부 
채택

토목

12 목동교 정밀안전진단 · 목동교 정밀안전진단 (726)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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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0년 1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0.1.

건     축 
1호선 종로3가역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공사 설계용역 등 23건

4,861 4,559

교 통
서울항동 및 오금 공공주택지구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 등 9건

527 527

기 계 설 비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설계용역 등 2건

25 25

도 로
중랑IC 접속 연결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 
등 10건

2,973 2,942

도 시 계 획
북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등 6건

1,536 1,536

상 하 수 도
광나루 잠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226 222

소 방
2호선 신도림역 등 30개역 바닥통로유도등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건

207 206

전 기 통 신
서울랜드 분기변전소 교체 전기공사(3차) 
등 11건

2,432 2,376

정 밀 진 단 청사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4건 366 357

조 경
시민의숲 시설물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69건

3,228 3,058

지 하 철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3건

4,261 4,232

하 천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건

500 499

기 타 2020년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16건 683 671

 계 260건 21,825 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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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0년 120~122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7.~1.10. 2.1. 3.13. 3.16.~3.17. 5.9.~5.19. 6.5.

3.16.~3.20. 4.11. 6.5. 6.8.~6.11. 7.18.~7.28. 8.14.

6.9.~6.12. 7.4. 8.28. 8.31.~9.3. 10.17.~10.27. 11.13.

< 2020년 제67·68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3.10.~3.13. 4.5. 4.10. 4.13.~4.14. 6.13.~6.28. 7.10.
7.17.

6.2.~6.5. 7.4. 7.17. 7.20.~7.23. 8.29.~9.13. 9.25.
10.8.

< 2020년 제1~3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2.25.~2.28. 3.22. 4.3. 4.6.~4.9. 5.9.~5.24. 6.12.
6.26.

5.12.~5.15. 6.6. 6.26. 6.29.~7.2. 7.25.~8.9. 8.28.
9.11.

7.28.~7.31. 8.22. 9.11. 9.14.~9.17. 10.17.~11.1. 11.13.
11.27.

< 2020년 제1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1.14.~1.17. 2.9.~2.15. 2.28. 3.2.~3.5. 4.4.~
4.19.

4.2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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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이하 투자협약)’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조화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 및 투자분담에 대해 상호 
약속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국가·레지옹 간 계획계약(Contrat de plan 
Etat‐Région)’을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투자협약 제도는 지자체 주도의 사업계획에 기초
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며, 여러 부처에 걸쳐 매년 칸막이식
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3~5년간 묶어서 추진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
되고 있다.

▴출처: 김진범, 장철순, 정우성, 김형철 2019.92.

 투자협약 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계획계약의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 
이해 당사자 간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한국형 계획계약제도의 
재도입 방침을 포함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해 12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지
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59호), www.krihs.re.kr]

》  푸른세상

http://www.q-net.or.kr
http://www.krih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