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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 조경에 대한 선입견

 과거 건축, 도시, 토목 등 관련 분야와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 때 조경의 역할은 

‘장식’이었다. 이런 선입견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비전문가들은 조경에게 한정된 역할 

만을 요구하고 있다.

 알다시피 현대 조경의 시작은 옴스테드(F. L. Olmsted)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중요한 화두는 급속한 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환경 문제의 해결이었다. 즉, 조경의 목적과 역할은 

개발에 따른 도시 환경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것이다. 

 도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 에너지 절감, 기후조절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조경 분야의 

역할이다. 나아가 인류의 일상적 삶의 영역인 문화 형성은 도시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조경의 사회적 역할은 환경 문제라는 거대한 담론을 통해 형성되어 온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하는 것이 조경 분야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태 : 조경의 기본철학

 생태학은 생물 상호간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밝혀내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생태계를 생물과 관련된 자연환경에 한정해서 생각하기보다 인간도 자연 생태계의 일원으로 

간주한다면 생태계는 자연환경과 인간사회를 총칭하는 의미로 확장된다. 모든 물질들이 기계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가운데 흙, 물, 나무, 동물 그리고 인간이 포함된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관계를 ‘생태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재 가치가 다른 생물체와 유사

하다고 보는 관점을 ‘생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조경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분야라면 생태적 사고는 조경의 기본이다. 생물환경의 보전과 함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바탕을 둔 자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관리는 생태학 분야의 주요 과제이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고체계이다.

》  칼  럼

키워드로 보는 조경의 미래

    신 지 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단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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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관점에서 도시 치유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태적 

관점이라 하면 도시를 구성하는 각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상호작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부도 잘 작동할 수 있는 경관을 의미한다. 조경이 추구하는 도시는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 

즐거운 일상의 문화를 생산해 내는 도시, 아름답고 정체성이 있는 도시이며 이것이 바로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다.

환경 : 조경의 대상

 현대의 환경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인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구 자원의 남용에 따른 결과로 알려져 있다. 조경의 기본 

목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돕고 엔트로피의 조절을 통하여 원활한 에너지의 

흐름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경 분야의 필요성은 일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조경 면적의 

확대가 가져 오는 환경적, 사회적 이점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조경 분야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의 결과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 환경의 중요 화두는 급속하게 변하는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무더위의 원인은 거시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와 미시적으로는 도시 열섬현상의 합작품

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지면 피복을 변화시켜 중요한 기후학적 인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조경면적의 

확대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조경 면적이 1㎡ 증가될 때 생태적인 

관점에서 물질 순환에 기여하는 수준이나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 효과는 얼마나 될까? 어떤 연구에서는 

한여름 도시 내 식재지와 도로 위의 기온을 비교 해보면 최소 2∼6℃ 이상의 기온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견 당연한 연구결과로 보이겠지만 이를 통해 외기 온도가 1℃ 낮아질 때 여름의 

냉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국내 조경 분야의 환경 조절과 같은 데이터 축적량은 아직 시작 단계이며 이를 활용한 조경 

공사와 관련된 친환경기술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몇 해 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국내에 등록된 

건설 분야 친환경기술 특허 중에서 조경 분야 특허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축적과 이를 활용한 친환경 기술은 향후 조경 

분야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경관 : 조경의 결과물

 경관은 조경 활동의 결과물이다. 경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문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인간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경관의 개념을 이야기 할 때 빠질 수 없는 개념은 아름

다움(美)이다. 하지만 겉모습만 아름다운 경관은 조경의 궁극적인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으며 서두에서 언급했던 장식이라는 선입견을 깨기 어렵다. 그러면 경관을 어떠한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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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인가?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자연을 지배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바람직한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자연을 지배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인류는 얼마나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켜 왔는가? 인간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를 바람직하게 만든다는 것은 조경의 

대상인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올바른 태도는 2000년대 이후 미국조경가협회

(ASLA)의 조경 정의에 포함된 스튜워드십(Stewardship)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스튜워드십은 

계획과 자원 관리적 측면에서의 윤리를 의미하며 이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름다운 

경관을 만든다는 것은 ‘예쁘게’ 만든다는 것보다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과 건강함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아름다운 경관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다루어질 때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한편, 경관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조성하거나 혹은 거시적 차원에서 경관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하는 

작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의 사업들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진정으로 느끼고 반가워해야할 사람들은 그 공간, 장소, 도시 내 거주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관 사업들이 보여주기 위한 사업, 관광객을 위한 사업으로 바뀐 경우를 많이 봐 왔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관 사업들은 보여주기 위한 경관에서 이용자들이 즐기는 경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경관이 바로 문화경관이요 생활경관이며 이러한 생활경관이야말로 진정한 참여 디자인을 이루면서 나아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지금도 경관계획, 경관설계, 경관디자인 등 각종 ‘경관’과 관련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늘 경관분야의 실현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제대로 된 문제해결이 실제로 

그 도시가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을 담아내는데 역할을 할 것인지 또한 잘 디자인된 도시 내 공간이 

도시민, 이용자들로 하여금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주고 있는지 등에 관한 의문이다.

 또한, 도시경관이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도시 혹은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너무 단기간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도시 혹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오랫동안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도시민 혹은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이 포함된다. 하지만 경관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이러한 이미지를 단기간 내에 

전혀 다를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요구받을 때가 많고 또 그러한 작업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법과 흡사하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우선 급한 수술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도시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는 경관의 개념이 

주로 심미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상지 주변의 맥락과는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도시경관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미적이고 미시적인 관점과 함께 대상지 전체를 파악

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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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의 기본은 도시의 미래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법고창신(法故創新)이라는 말이 

있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사용하던 말로 옛 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낸다는 말로 옛것의 

소중함과 아울러 새것의 필요성을 동시에 표현한 말이다. 옛것이란 과거로부터 이어 온 전통, 새것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면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야 새로운 창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경의 본래의 목적을 탄탄하게 한다는 것은 곧 미래 조경이 

지향해야할 바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도시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은 조경 및 관련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시장도 매우 커졌음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분야에서 바라보는 경관에 대한 인식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도 도시환경의 

해법에 대해 조경 및 관련 분야에서 많은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분야 간 영역다툼

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문제는 관련 분야와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좁혀나가면서 조경이 환경문제 해결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경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경관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획기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로 신음하는 도시를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조경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미래의 8대 산업 중에 환경, 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도시문제의 해결이 현대 조경의 시작이고 환경은 

조경의 목적이라면 이를 바람직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조경의 노력은 곧 미래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생태적 사고에 기반을 둔 조경의 확장성은 현대 사회에서 도시민이 

바라는 친환경·친인간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문 분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임승빈(1998) 조경이 만드는 도시 : 친환경적·친인간적 도시의 창조.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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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목월(4월)을 맞아 기부 캠페인 

‘나무사랑 챌린지’ 실시
 서울시는 나무심기에 적기인 식목월(4월)을 맞아 

나무심기 활동을 독려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자택에 

머무는 시민을 위해 집에서도 SNS로 쉽게 참여 

가능한 ‘나무사랑 챌린지’를 실시한다.

 나무사랑 챌린지는 민선7기 역점사업인 ‘2022- 

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와 관련

하여 나무심기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일상

생활 속 나무심기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기부 캠페인이다.

 나무사랑 챌린지에 참여하는 시민 수만큼 ㈜국민

카드에서 서울시에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경관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나무들을 기부하여 ‘서울챌린지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챌린지는 4월 한 달 간 진행되며 참여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첫 번째 집에서 심은 반려나무 사진을 

찍어 지정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 계정에 올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요즘 마음으로나마 식목일을 맞아 나무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시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나무 

이모티콘 댓글을 다는 것이다. 방법1로 사진을 

올릴 때 해시태그는 ‘#나무사랑챌린지’, ‘#랜선

나무심기’, ‘#삼천만그루나무심기’를 달면 된다. 

소환기능 ‘@+아이디’를 통해 챌린지를 이어나갈 

친구를 지목할 수도 있다. 방법2는 지정SNS 계정에 

방문하여 챌린지 게시글에 댓글나무를 달면 된다. 

1인 2가지 방법 모두 참여가능하며 5월 챌린지 

종료 후 참여자 추첨을 통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화분키트를 100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나무사랑 챌린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

특별시·㈜KB국민카드·초록우산 어린이재단·㈜트리

플래닛은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사업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서울특별시는 식재대상지 마련 및 챌린지 추진을 

위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트리플래닛은 챌린지 

기획과 실행, 홍보활동을 총괄 추진한다. ㈜KB

국민카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챌린지를 

위한 재정지원, 나무기부, 자금운용과 각종 홍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서울시는 나무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나무

심기에 대한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녹색

환경에 뜻있는 기업단체를 지속 발굴하여 나무

사랑 챌린지를 다양한 주제로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http:// 

parks.seoul.go.kr/)와 ㈜트리플래닛 홈페이지

(http://treepla.net/seoultrees)에서 볼 수 있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24〕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02)2133-6511〕

서울시,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서울시가 장래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에 

따른 잠실운동장의 개발활력을 신천맛골 등 주변

지역으로 연계 확산하기 위하여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잠실운동장 주변 2호선 및 

9호선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선큰(sunken)광장의 

조성, 아시아공원변 올림픽로 도로 계획의 정비 

및 아시아 지하보도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잠실

운동장에서 아시아공원 및 신천맛골으로의 보행 

활성화 및 잠실운동장과 공간적으로 통합된 가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86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조성

되어 현재 시설들이 노후화된 아시아공원에 대한 

정비를 함께 추진 예정으로 공원의 전면부는 잠실

운동장 및 MICE시설 방문객·관광객을 위한 열린 

문화이벤트 공간으로 후면부는 인접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고려한 자연여가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02)2133-8274〕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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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외벽서 태양광 발전…최초 

‘건물일체형 시범보급’ 3곳 선정
 오는 8월 민간 업무용 건물 2곳과 교회 건물 

1곳에 ‘건물일체형 태양광’이 설치된다.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기존 태양광과 달리 외벽 

색과 유사한 대리석 디자인이나 회색 계열의 외장재 

형태로 설치된다. 육안으로는 외벽인지 태양광인지 

구분이 어렵고 기존 외장재와 일체감을 이뤄 태양광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건물 미관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1) 보급 시범사업｣ 대상으로 강남구 소재 

‘아리빌딩’, ‘알파빌딩’과 양천구 소재 ‘세신교회’ 

등 최종 3곳을 선정했다.

 3개 건물 외벽에 총 141㎾의 컬러형 태양광이 

설치된다. 건물 당 연간 1.4∼5.4만㎾h 규모의 

전기를 자체 생산, 연간 114만 원∼700만 원의 

전기료 절감이 기대된다. 온실가스 연간 53톤

CO2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8,000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세 곳의 총사업비는 약 13억 원으로 서울시가 

70%(9억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건물주가 

각각 부담한다. 이달 중 착공해 오는 8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내년부터 

민간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건축 및 소재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서울형 

건물일체형 태양광 지원기준, 시공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566〕

1)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 외벽, 창호, 지붕, 커튼월 등 기존에 태양광 설치가 
어려웠던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시스템

「기계설비법」 본격시행…건축물 기계

설비 안전성·내구성 강화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엔 공사 전 시·도·구청장

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화된다. 

서울의 경우 약 2만 4천 동의 건축물이 우선 해당된다.

 서울시가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기계설비법을 철저히 이행해 건물에너지 

관리 효율 극대화와 기계설비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 건축물 품질 향상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은 ①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②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③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이다.

 첫째,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허가·검사 및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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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기계설비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계설비가 

건물 에너지의 약 40%를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도 

절감돼 온실가스 감축 및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02)2133-7113〕

서울시, 중구·예산군과 통일로에 사과

나무 거리 조성
 서울시가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서울시 

중구(이하 중구), 충청남도 예산군(이하 예산군)과 

함께 통일로(서대문역∼염천교) 가로녹지대에 사과

나무 거리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중구, 예산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도심에 

성공적인 사과나무 거리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협약인 서신에 의한 

서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사과나무 거리 

조성 기획과 재원을 확보하고 중구에서 통일로 

사과나무 거리의 식재 기반 조성 및 식재·유지관리를 

시행하며 예산군은 사과나무 묘목과 재배 기술을 

지원한다.

 사과나무 거리는 4월 8일(수)∼9일(목) 양일간 

도시 기후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병해충에 강한 

사과 품종인 루비-에스 130주를 통일로(서대문역

∼염천교) 가로녹지대에 식재하여 조성하였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26〕

〔중구 공원녹지과 (02)3396-5864〕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국토

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서울시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사업비를 확정

한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기본계획을 4월 8일(수) 승인함에 따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

혔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구간의 종착역인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

으로 길동생태공원, 한영외고, 고덕역을 경유 고덕

강일1지구까지 4개소의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

이다. 또한 고덕역에서 도시철도 5호선과 환승된다.

 2009년 1단계, 2015년 2단계, 2018년 3단계 

구간이 개통되어 현재 개화역∼신논현∼종합운동장

∼중앙보훈병원역, 41.4㎞ 구간이 운행 중이며 

4단계 구간인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4.12㎞ 

구간이 연결되면 전체 연장이 약 45.5㎞에 이른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구간이 개통되면 강동 

지역과 송파,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 강서 지역이 

직접 연결돼 서울 한강이남을 강동에서 강서까지 

동서로 모두 관통하게 된다. 

 시는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

평가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022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72-7131〕

서울시, 천호지하차도 17일 폐쇄… 

평면화·중앙버스전용차로 8월말 개통
 서울시는 강동구 천호동과 성내동 사이의 지역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천호지하차도를 평면화하고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미연결 구간인 

천호대교 남단∼강동역 1.2㎞를 연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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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지하차도를 4.17일(금)부터 폐쇄했다.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는 공사기간을 단축

하기 위해 천호지하차도 남측과 북측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차로는 당초 9개 차로에서 10개 차로로 

1개 차로가 확장되고 중앙버스정류장이 방향별로 

1개소가 설치된다. 총 사업비 51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8월말 개통할 계획이다.

 천호사거리는 천호지하차도 폐쇄와 횡단보도 

설치, 중앙버스정류장 설치 등 차량 중심에서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설동오거리∼천호

대교 남단 9.2㎞와 강동역∼하남시계 5.1㎞가 

이미 운영 중이며 이번에 천호대교 남단에서 강동역 

1.2㎞를 설치하게 되면 천호대로 전체구간(신설동

오거리∼하남시계)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총 15.5㎞가 

연결된다.

 평면화로 천호사거리 교차로 이용차량과 주변 

대형 상업시설 진출입 차량 간의 엇갈림이 개선

되고 충분한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 확보가 가능

해져서 지역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공사 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처리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안전하게 공사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설계된 지하차도 

박스 마감벽을 현장에서 타설하지 않고 공장에서 

제작하는 일체형 PC옹벽 마감벽으로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약 16일간) 단축할 계획이다. 

 시는 천호지하차도 전면통제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하고 구리 및 강동구

에서 천호대교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광진교를 이용하고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께서도 올림픽대교로 우회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7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88〕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02)2133-2456〕

서울시, 노후 공터 8개소 변신 ‘72시간 

프로젝트’ 참여팀 모집
 서울시는 버려진 도심 속 공터를 발굴해 시민들이 

직접 72시간(3일) 동안 생기 넘치는 지역의 공감터로 

재탄생시키는 「72시간 프로젝트」의 참여팀을 5월 

1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PT심사를 거쳐 참여팀 8팀을 최종 선정

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12년 ‘Take Urban in 72hours’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올해로 9년차를 맞이하였다. 

2013년부터는 일반시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변경

하였다가 올해부터는 72시간 이내에 작품 조성이 

이루어지는 점을 강조하고 간결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72시간 프로젝트」로 명칭을 바꿨다.

 공모접수는 5월 13일(수)부터 5월 15일(금)까지 

3일간이며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서울시 내 자투리

공간을 새로운 시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관련분야 종사자(최소 1인), 서울시민(최소 1인)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5명 이상 20명 

이내로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올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대상지는 39개 예비

대상지 중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에 적합한 8개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참여팀은 그 중 1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 를 나누자!”라는 주제로 

응모서류를 작성하고 온라인 제출(이메일)하면 된다.

 최종 참여팀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8개팀이 선정된다. 8개 참여팀은 8월 

13일(목) 12시부터 8월 16일(일) 12시까지 72시간

(3일)동안 직접 자투리공간을 바꾸는 액션을 실행

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팀당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액션실행 후 계획안과 시공성이 우수한 참여팀을 

선발하고 총 3,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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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시간 프로젝트 참여팀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www. 

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서울시 조경과로 

연락하면 된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3〕

서울시,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착공 

…2023년 4월 준공
 서울시는 개봉고가(구로구 개봉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4월 22일(수) ‘개봉고가 성능개선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23년 4월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개봉고가는 지하철 1호선(경인선) 철도로 가로

막힌 개봉로를 막힘없이 잇기 위해 지난 1971년 

고가도로로 건설되어 49년 동안 구로구 물류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노후화된 교량의 거더와 바닥판 등을 교체해 2등급

(DB18)에서 고가 통과 하중을 총중량 23톤에서 

40톤으로 높여 중차량 통행도 가능한 1등급

(DB24) 교량으로 성능이 개선된다. 거더 108본, 

바닥판 6,275㎡, 보도육교 1기가 교체된다.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는 총 연장 332m, 왕복 

4차로(폭 18.9m)를 왕복 2차로로 축소하여 4월 

22일(수) 22시부터 단계별로 진행된다.

 시는 성능개선공사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예상

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하고 신정로·광명로→오리로, 

경인로·남부순환로→오류IC, 목동로·오리로→안양천로 

방면으로 우회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개봉고가의 성능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교량의 

수명이 연장되고 중차량 통행이 가능해 원활한 

물류 이동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량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8664〕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02)2133-1947〕

서울시, 홍제천 상류 휴식과 힐링 

‘홍제락(樂)길’…2021년 완공
 홍제천 상류 지역이 바위 경관을 즐기며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화에 밀려 접근이 어려웠던 

홍제천 상류 시점부에서 홍지문까지 약 3㎞ 구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홍제락(弘濟樂)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홍제락(弘濟樂)길’ 사업은 총 37.5억 원을 투자

하여 올해 설계를 마치고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홍제천 상류는 물과 산이 좋다 하여 ‘이요동(二

樂洞)’이라 불릴 만큼 많은 화가와 시인, 시민들이 

즐겨 찾던 서울의 대표 여가 활동의 장소이자 

힐링 공간이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하천길이 단절

되고 경관이 악화 하는 등 여가 활동의 장소로서 

제한을 받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복개 구조물과 교량 등으로 단절

된 하천 내 산책로를 개선하여 연결하고 보행길 

구축이 어려운 구간은 주변 도로를 활용한 보행축을 

연결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테마별 친수 공

간과 녹지공간을 만들어 시민이 즐기며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게 된다. 

 ‘홍제락(弘濟樂)길’은 하천 및 주변 도로를 연결

하는 ‘힐링길’, 동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문’, 

보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등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시는 홍제락(弘濟樂)길 외에도 등산로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의 활성화된 

북한산, 북악산, 한양도성길 등산로와 연계하여 

안내시설과 접근로를 조성하여 홍제천 상류 구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게 시킬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걷고 싶은 

도심 속 하천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02)2133-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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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시설물별 등급 매겨 ‘하수

악취’ 잡는다…신공법도 개발
 서울시가 지역별·시설별 맞춤관리를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고도화된 하수악취 잡기에 나선다. 

 지역별·시설물별로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하수

악취 관리등급제’ 등 4단계 관리계획을 도입해 

실제 효과를 달성한다. 등급에 따라 서울 전역의 

악취 정도를 색깔로 구분하고 지역별 민원발생 

건수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악취지도’도 마련

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각 등급에 맞는 하수악취저감 방법도 개발·도입

한다. 약품, 공기공급장치 같은 기존 악취저감 

방법 도입뿐 아니라 신공법을 개발하고 빗물받이, 

하수관로 등 각 현장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서울형 

하수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5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1년 말까지(20개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물정화조, 공공하수도 시설물 

등에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으로 악취농도를 87%까지 낮추고 관련 민원도 

40% 이상 감소했다. 앞으로는 지역별 악취관리 

편차를 줄이고 저감효과 측정의 정확성을 높여 

하수악취 관리를 고도화하고 관련 민원을 더욱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4단계 

관리계획은 ①하수악취 관리등급 선정 ②각 등급별 

목표관리제 ③하수악취저감 방법 강구 ④시범사업을 

통한 목표 달성방안 검증 및 실제 적용이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현재 추진 

사업인 건물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 도심명소·도심 재생 하수

악취 집중관리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02)2133-3818〕

서울로7017에 친환경·복고풍 ‘서울

풀스테이지(Seoulful Stage)’ 오픈

 서울시는 서울로 7017의 식물들과 함께 7080 

시대의 오브제로 구성한 복고풍의 포토존 및 친

환경 무대, ‘서울풀스테이지(Seoulful Stage)’를 

고가상부의 장미무대에 조성하여 개방한다고 밝혔다.

 70년대 성업했던 식품 사업과 80년대 이후 유행

했던 캠핑, 아시안 히피 스타일 등을 기반으로 

서울로 7017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식물들과 함께 

구성함으로써 복고와 친환경의 조화를 이루었다.

 ‘서울풀스테이지’는 서울로 7017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포토존으로 이용 가능

하며, 시민 아티스트 누구나 공연무대로 간단한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풀스테이지’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해시태그(#서울풀스테이지, #SeoulfulStage, #

서울로7017)와 함께 본인의 SNS(페이스북, 인

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인증하면 소정의 상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풀스테이지’는 2020년 12월까지 서울로 

7017 고가상부인 장미무대에서 상시되며 8월에는 

약 1주간의 재정비 기간을 가진 후 다른 컨셉의 

하반기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풀스테이지’는 서울로 7017을 찾는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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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seoullo7017.co.kr) 및 서울로 운영단 서울로 

걷다(02-6273-8507)로 문의하면 된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4494〕

서울시, 세종대로 1.5㎞ ‘대표보행거리’로 

…차로 축소, 광장·공원 확대

 세종대로가 시민 보행 편익을 더욱 높이고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서울의 ‘대표보행거리’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도로 공간 재편사업의 핵심인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 구간 

공사를 5월 착공하여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대표보행거리 조성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프랑스 파리의 대표 길인 ‘샹젤리제’

처럼 서울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는 목표다.

 첫째, 세종대로 교차로∼서울역 교차로 구간은 

기존 9∼12차로에서 7∼9차로로 축소된다. 차도가 

축소된 자리에는 서울광장(6,449㎡) 면적의 2배가 

넘는 보행 공간(13,950㎡)이 생기고 세종대로 

전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된다.

 기존 보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는 전 구간을 

고원식으로 변경하고 실제 보행동선을 감안해 

횡단보도 위치도 조정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2021년 완공될 ‘한강대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연결돼 도심에서 한강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네트

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확보되는 보행공간에는 도심의 푸르름을 더해

줄 이팝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등 19종의 다양한 

나무들이 자리 잡게 된다. 다양한 높이의 관목, 

초화류 등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 녹지대도 

3,328㎡ 가량 규모로 조성된다. 

 보행길 각 지점별로 특색 있는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반영한 가로수 보호판, 방호울타리, 디자인벤치 

등을 설치해 편리하면서도 품격 있는 보행·쉼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대한문 앞 보도는 최소 6m 이상 넓어져 

현재 580㎡ 규모의 역사문화광장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역사문화광장과 인근의 정동길을 연계한 

다양한 역사문화 이벤트가 운영되고 관련 역사를 

재조명하는 보행코스도 개발한다. 

 셋째, 숭례문 주변으로 500㎡ 규모의 보행공간이 

신설되고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이설돼 

보행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남대문시장 

앞 광장은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으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공간재편이 완료되면 북창동

∼남대문시장∼서울역이 연결되는 ‘삼각 상권벨트’가 

형성돼 남대문시장의 보행접근성이 강화되고 이 

일대 상권 간 시너지를 가져와 침체된 주변 상권

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02)2133-2420〕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24〕

서울시, 청소년음악창작센터 착공…

2022년 4월 준공
 서울시는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인근에 

청소년들의 음악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립

청소년음악창작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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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5,422.07㎡ 규모로 총사업비 216억 원이 

투입되며 202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2018년 9월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20년 1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등 서울 강서권 중심에 

위치한 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음악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베네수엘라의 청소년 음악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2)’를 롤 모델로 삼아 청소년에게 

음악의 꿈을 키워주는 역할과 음악창작 공간으로 

조성된다. 

 ‘소리를 즐기는 낙원(樂原)’을 디자인 모티브로 

모든 청소년이 부담 없이 다양한 공간을 즐기고 

바쁜 일상 속 잠시 휴식시간을 갖는 쉼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블랙박스 극장은 무지주공법(Non-Supporting 

System)을 도입해 도심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떠올리듯 기둥이 없는 높이 9.6m, 169석 규모의 

공연장이 계획되었다. 그 밖에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강의실, 미디어랩, 녹음실(2실), 컴퓨터음악실

(2실), 세미나실(3실) 무용실, 뮤지컬/합창실, 샤워/

탈의실, 카페(라운지) 합주실, 개인실기실, 악기보관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2) 엘 시스테마 : 1975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경제학자
이자 오르가니스트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시작한 
청소년 음악교육 시스템으로 청소년의 교양활동 및 생활개선 
역할을 톡톡히 해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됨

및 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음악카페, 커뮤니티 

스테어, 전시/갤러리 등이 들어가고 옥상에는 옥상 

음악공원이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쉼터로 제공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시설 내 프로그램 비용을 

100%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청소년 복지시설의 복합

용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된다.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학교 

연계 체험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설계해 단순한 청소년시설에서 나아가 

학교 및 공교육 협업자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사회 문화허브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채

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청소년이 없는 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행사 등을 

운영해 세대 간 지역사회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5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02)2133-4121〕

청량리역, 수도권 광역교통허브로 

탈바꿈한다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교통·일자리 등이 어우

러지는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서울특별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청량리역을 강북의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

하기 위한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용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기본구상인 ‘광역

교통 2030’의 일환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연계성을 강화하여 환승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환승센터를 광역교통의 거점이자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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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위는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 GTX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GTX-B·C)을 삼성역(GTX-A·C), 

서울역(GTX-A·B)과 함께 GTX-환승Triangle3)로 

조성하여 GTX 중심의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청량리역은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강릉선 등 국철 위주의 간선기능을 하는 6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매일 철도 10만 명, 버스 4만 명 등 

14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역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 동선이 복잡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청량리역에는 하루 이용자가 6만 명으로 

예상되는 GTX-B, GTX-C와 함께 도시철도 면목선 

및 강북횡단선 등 4개 신규 노선이 계획되어 수도권 

광역철도의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교통패턴 형성에 따라 체계적인 환승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GTX-B, C 건설을 계기로 청량리역을 

동북권의 광역환승 거점으로 육성하여 신규 철도망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① 우선, GTX-B, C, 강북횡단선, 면목선, 버스 

환승정류장 등 교통시설을 지하공간에 밀집 배치

하여 신규 철도노선과 기존 교통수단의 환승동선을 

최소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환승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GTX 추진일정에 

맞춰 환승센터를 구축함으로써 GTX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에 환승센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환승센터와 인접한 지상부에는 청년 등 혁신 

일자리 창출 및 이와 연계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인근에 위치한 

여러 대학(7개)과 홍릉 R&D 단지 등 지역의 우수한 

3) GTX-환승Triangle : GTX역사 30개 중 2개 노선이 경유하는 
결절점 3곳

산학연계 인프라와 연계하여 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오피스 등 광역중심의 업무·일자리 기능을 지원

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금번 기본구상에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연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광역환승시설과 (044)201-5134〕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39호, 

2020.1.7. 공포, 2020.4.8. 시행)됨에 따라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부실하다고 

평가되었을 경우 신용도를 감점하는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사

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에 공공 관리주체 및 민간 

관리주체가 발주한 실적을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발주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 관리주체가 발주한 실적만 인정토록 제한

하고 있어 인정범위에 민간 관리주체가 발주한 

실적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실점검에 대한 신용도 감점 세분화 (안 별표 3)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기존 ‘부실’, ‘시정’으로 구분되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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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도 감점 세부사항을 

기존 ‘부실’ 처분 시 0.7점 감점, ‘시정’ 처분 

시 0.3점 감점에서 ‘매우 불량’ 처분 시 0.7점 

감점, ‘불량’ 처분 시 0.5점 감점, ‘미흡’ 처분 

시 0.3점을 감점토록 세분화 반영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명확화 (안 부표 3)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분야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를 공공 관리주체 또는 민간 

관리주체가 발주한 실적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발주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공공 관리

주체가 발주한 실적만 인정토록 제한하고 있어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에 공공 관리주체 

및 민간 관리주체가 발주한 실적 모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88〕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적용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소량으로 사용되는 부품과 시설 유지보수 

및 사고복구 등 특수목적의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철도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철도

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총칙) 형식승인제도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차량·용품의 유지관리용 철도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

나. (차륜 기술기준) 특수차에 사용되는 차륜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

다. (차축 기술기준) 특수차에 사용되는 차축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

라. (연결장치 기술기준) 특수차에 사용되는 연결

장치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08〕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용품 제작 과정의 단축을 통한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동일 형식의 용품에 

대해 병행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

승인 검사를 용품의 종류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표준에 의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사후관리검사를 면제하고자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승인검사 통보방법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나. 동일한 종류의 철도용품이 동일한 품질관리

체계에 따라 생산되는 경우 제작자승인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다. 국제표준에 따라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가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규칙 제71조에 따른 품질

관리체계 유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28조

제3항)

라. 철도용품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정기검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마. 형식승인 검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 따라 동일한 

형식의 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바. 철도용품 사용과정에서 형식승인과 관련된 

결함 사실을 검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신설)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08〕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차량 제작 과정의 단축을 통한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동일 형식의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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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병행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

승인 검사를 차량의 종류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표준에 의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사후관리검사를 면제하고자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

(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승인검사 통보방법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2항)

나. 동일한 종류의 철도차량이 동일한 품질관리

체계에 따라 생산되는 경우 제작자승인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다. 국제표준에 따라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가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규칙 제59조에 따른 품질

관리체계 유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30조

제4항)

라. 형식승인 검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 따라 동일한 

형식의 차량에 대한 형식승인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6항)

마. 차량 운영과정에서 형식승인과 관련된 결함 

사실을 검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08〕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열차운행 안전성 향상 및 기술기준의 

현실성을 위해 차량의 신뢰성, 가용성 등 요구조건을 

고속차량 외 전체 차종으로 확대하고, 열차제어

시스템의 RAMS 국제표준 적용 및 도시철도차량 

자동화재진압설비의 시험기준을 신설하고자 「철도

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표준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지보수성 요구

조건 적용 확대(안 제3.5.2 신설, 고속철도

차량 → 전체차량)

나. 국제표준에 따른 철도차량의 신뢰성․가용성 

요구조건 적용 확대(안 제3.6.2 신설, 고속

철도차량 →전체차량)

다. 열차제어장치(차상신호장치)의 제작, 유지보수, 

운영 등 수명주기 전반에 대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4.7.1 13))

라. 도시철도차량의 자동화재진압설비의 형식시험 

기준 신설(안 제5.1.9 신설)

마. 철도차량 전자제어기기 시험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5.1.10 4) (6))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08〕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세분화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 설치기준 개정 및 

신설(안 제4조 개정)

- 주차장치의 운반기 동작 완료 시 출입구 

층에 있도록 규정

- 기계장치의 고장 발견 시 사용하는 수동정지

장치를 기계실, 운전조작반 및 출입구 내

부에 설치하도록 규정

- 운반기 돌출방지장치 설치 규정 신설

- 운반기 내 움직임감지장치의 감지범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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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시간 등 기준 신설

-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의 출입구 내에 사람 

등 감지장치 신설

- 지하방식 주차장치에 자동차 추락차단장치 

설치 규정 신설

- 시행규칙의 조도기준 신설에 따른 검사기준 규정

나. 방향전환장치의 안전기준 강화(안 제12조 개정)

- 방향전환장치에 기계식 고정장치를 설치 

하도록 규정

다. 울타리 등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 구체화(안 

제13조 개정)

- 기계장치가 외부에 노출된 경우 1.2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 균형추의 안전 울타리를 1.8미터 이상으로 설치

- 발빠짐 방지를 위한 개구부 범위를 10센티

미터 미만으로 규정

- 기계실의 점검용 사다리 및 이동 공간 확보, 

안전망 설치 등

-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바닥에 배수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라. 사용검사 기준 세분화(별표 1 개정)

- 일반기준 및 방법 제시, 용어정의, 항목별 

세부기준 마련

마. 정기검사 기준 세분화(별표 2 개정)

- 일반기준 및 방법 제시, 용어 정의, 항목별 

세부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044)201-381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의 개량 및 

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개조 

행위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 대상 중 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을 위한 부품 또는 장치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최초 제작당시와 다르게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동 사항을 개조 대상

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철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연구·개발 등의 개조행위는 철도

안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철도

차량 및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제도에서와 같이 

개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차량 제작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 조치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개조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4제1항제5호)

나. 철도차량 제작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개조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4제2항제8호 신설)

다.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개조되는 철도차량

으로서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

하는 철도차량을 개조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75조의4제2항제9호 신설)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규모계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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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긴급 수의계약 사유 추가 등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가(제26조제1항제1호가목)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제26조제6항 신설)

-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 허용(제27조

제3항 신설)

나. 긴급 입찰 사유에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제35조제4항제4호 신설)

다. 조달업체 부담경감을 위한 보증금 인하 및 

절차 단축

- 입찰보증금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

(제37조제1항 개정)

- 계약보증금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

(제50조제1항 개정)

- 계약 이행 완료 후 검사기간 단축(제55조

제1항 개정)

- 계약 이행 완료 후 대가지급 기한 단축

(제58조제1항 개정)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12〕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

에서 위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나무병원의 종류(1종, 

2종) 변경은 현행 규정상 변경등록 대상이 아님에 

따라 등록취소 후 재등록 하여야 하나 이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등 불필요한 시간·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존 변경등록 대상에 ‘나무병원의 

종류’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산림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사유 추가 (안 제12조의

9제2항제4호)

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 (안 제29조의2)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8〕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 정비

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

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의 안정·지속적인 예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청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행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에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소하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상향,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대해 협의·수립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

관리청은 사업시행 우선순위·투자계획을 포함

하는 중기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수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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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게 

수정·보완 요청으로 체계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 예산반영 

개정(안 제8조제3항)

태풍·홍수·집중호우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중기·시행

계획에 의한 재해예방 차원의 지속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신설

다.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규정 신설(안 제18조의3)

유수흐름 저해와 자연환경 훼손 등 수해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청의 긴급한 조치

필요 시 특례 적용

라. 소하천의 불법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 

상향(안 제22조)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자

에게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규정을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화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변

상금 차등 적용

마. 소하천 무단정비 및 점·사용 등 위반 행위자 

벌칙 강화(안 제27조)

소하천시설을 이전·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무단으로 소하천 등 정비·

유수의 점용 등을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44)205-514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562호, 2019.8.27. 공포, 

11.28. 시행)을 통해 도입된 혁신지구와 인정사업 

등 신규 제도의 시행 이후에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

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제5항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

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재생사업 인정기준 구체화(안 제32조의

2제4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시

재생인정사업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정사업의 대상 지역을 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제한하되 안전위험건축물 또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등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활성화지역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

다. 총괄사업관리자 범위 확대(안 제32조의3제1항)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

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

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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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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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차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용역

발주심의

○ 과업범위 관련

  - 사업 대상지 장래 개발계획, 하수관거 보수 

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하수악취 현황조사 관련

  - 조사 지점을 자치구별 일률적으로 배분하기

보다는 하수악취 중점관리지역 및 민원발생 

사례 및 현황을 검토하여 조사 지점을 차등 

배분토록 검토할 것

○ 악취저감 최적 방안 적용 관련

  - 하수관로(단면변화, 유속저하구간, 퇴적구간 등), 

맨홀 인버트 및 낙차구간, 빗물받이 연결관 

등 구조적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 및 

처리방식(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처리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 검토 필요

○ 사업 우선순위 및 효과 분석 관련

  - 시설개선을 위한 악취등급, 시설별 사업 우선

순위를 제시할 것

  - 과업목표 검증 및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시범사업지역 및 악취취약지점의 장기 모니터링 

계획을 검토할 것

■ 제51차 2,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 최적의 차량기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요구사항

으로서 기존 차량기지 규모를 고려한 ‘차량기지 

부지계획고 설정, 차량기지 시설규모 산정, 

차량검수 계획 설정, 배선 및 시설배치계획 

등’의 검토항목을 추가할 것

○ 신정차량기지 이전으로 2호선 차량기지 입고 

거리는 최소 10㎞ 이상(5호선 까치산∼방화

차량기지 기준)으로 공차 운영해야 하는 상태

이므로 이를 고려한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테마별 시간·공간·인간적 종합관점에서 과업 

구성 검토, 전반적으로 통행(수요)의 관점에서 

내용이 구성되어 물리적 시설개선에 해당하는 

차량기지 이전 및 활용은 커뮤니티나 주변 연계

시설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

○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사업추진방안)의 

추진절차와 분석방법 및 구체적 변수 등은 

국토교통부의 투자평가지침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및 서울시의 투자심사지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제52차 4호선 급행화 및 5호선 직결화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 운행노선에서 궤도분기 시공방안 검토 및 시공

사례조사, 급행화 및 직결화에 따른 차량기지 

용량 검토, 4호선 급행화에 따른 주박기지 

영향 검토 및 유지관리 적정성 검토 등 기술적 

검토에 대한 과업내용 추가 필요

○ 기존 5호선과 직결선 간의 분야별 인터페이스 

검토(궤도, 시설, 신호, 관제, 설비, 통신, 전력 

등), 기존시설과 추가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기존시설 개량 최소화 방안을 고려한 구간별 

적정 운행속도 제시 등 5호선 직결화 관련 

검토사항 보완 요망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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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중 기존 노선의 운영방안 제시 및 이를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 검토 필요

○ 자동차, 철도, 버스, 지하철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차원의 수요예측 및 효과 측정이 필요

○ 대안별 경제성 분석, 민감도 분석, 재무성 분석,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 최적투자시기

분석으로 구분하여 경제성·재무성 분석 제시 요망

■ 제54차 난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시행 여부 적정성

  -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는 고양시

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에 따라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각 추진단계별 일정 및 과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발주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부지선정 관련

  -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담당자 회의 및 

의견수렴 등 연계 검토하여 과업대상 부지 

선정 및 시설 배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과업

내용을 보완할 것

○ 분뇨처리시설(공법, 용량) 관련

  - 지하화 추진 중(중랑) 또는 기 운영 중인 

분뇨처리시설(서남)을 조사하고 시공 중 및 

운영 중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

하여 사업추진 중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향후 분뇨 발생량은 분뇨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 처리현황 및 처리계획 등을 검토

하여 향후 20년 이상 발생량을 고려할 것

○ 운영자 안전 관련

  - 밀폐된 지하구조물 계획 시에는 유지관리인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한 계획을 검토할 것

○ 상부 활용계획 관련

  - 지하 토목구조물의 계획수립 시 상부공간의 

주민친화시설 및 공원(조경수 등 식재) 활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할 것

■ 제55차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심의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시행 여부 적정성

  -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은 고양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에 따라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각 추진단계별 일정 및 과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발주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부지선정 관련

  - 물재생시설과에서 추진하는 ‘난지 분뇨처리

시설 지하화·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담당자 회의 

및 의견수렴 등 연계 검토하여 과업대상 부지 

선정 및 시설 배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과업

내용을 보완할 것

○ 악취저감 시설 관련

  - 탈취설비계획은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포집대상 시설과 포집방법, 악취의 성상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탈취계획 및 처리방식을 

검토 제시하고 시설 유지관리 공간의 악취기준을 

제시할 것

○ 운영자 안전 관련

  - 밀폐된 지하구조물 계획 시에는 유지관리인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한 계획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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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 활용계획 관련

  - 지하 토목구조물의 계획수립 시 상부공간의 

주민친화시설 및 공원(조경수 등 식재) 활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할 것

■ 제57차 새말배수문, 제58차 응봉1배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재심의)

○ 자료수집 및 분석

  - 최초 준공년도(1905년)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응봉1배수문은 도면 복원 및 철근배근

도에 적용된 콘크리트 강도(21㎫), 철근 항

복강도(240㎫)를 고려하여 증축공사 시행년

도(1985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내구성 조사 및 안전성평가

  - 복원도면 작성 시 적용된 철근 직경확인(파취 

또는 코아 채취) 결과는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

  - 안전성평가 등급이 2009년 C등급에서 금회 

구조해석 결과 A등급으로 변경된 사유를 제시 

바람

○ 손상부 보수방안

  - 유수에 의한 지속적인 침식이 발생하는 바닥 

슬래브는 침식깊이 및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보수방안을 비교·검토 바람

■ 제59차 2, 4호선 시청∼을지로입구역 등 13개 

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금회 구조물 안전성 재검토와 전차 구조적 

안정성 자료 비교 등을 통해 금회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사유 및 근거자료 제출

  - 예를 들어 기 진단결과 안전율이 1.009인 

경우 현재 상태에서 안전성 평가에 대해 재검토 

할 것

○ 금회 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 유지관리방

안에 대해 구간별 중점관리대상을 명확히 작

성할 것

○ 안전성 평가를 기 시행, 금회 시행 및 향후계

획에 대해 구조물(터널, 개착, 정거장, 본선, 

유치선)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면을 추가

하여 보완할 것

○ 군자기지 입·출고선 구조검토결과 C등급

(0.93)으로 평가되었으나 손상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바람

○ 종합보고서 공정표에 따르면 약 3개월 만에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투입인원과 

조사기간, 작업량 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제출바람

■ 제60차 한강 수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용역발주심의

○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 본 용역에 타 사업에서 조사된 기초조사 자료의 

활용방안 검토 및 유사 사업(수질오염총량

관리 등)과의 과업내용 차별화 필요

○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 수질 및 유량조사, 퇴적물조사의 조사 시기 

및 횟수를 명확하게 제시 필요

  -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하천의 수질 및 

유량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 장비 및 기반구축에 

대한 분석 필요

○ 수질개선대책

  - 한강 및 지천에서 진행 및 계획하고 있는 

생태하천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래 수질개선 효과를 검토·분석하여 

종합적인 관리방안 제시 필요

  - 기타 수계의 수질관리계획 등 한강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한강 수질관리계획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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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차 도로사면(일반사면) 실태조사 용역발주심의

○ 도로사면 545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현장

시험, 실측도면 작성, DB 구축 등 과업규모 

고려 시 12개월 과업기간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 재조정 필요

○ 주요 과업내용에 사면상태 조사 분석뿐만 아니라 

안정성 평가, 안전등급 산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업명을 ‘도로사면(일반사면) 실태

조사 및 안정성 평가 용역’으로 변경

○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면의 경우 특수공법 적용 

및 공사비 산정 등을 검토하려면 사면에 대한 

정밀지반조사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정밀

외관조사 항목만 제시되어 있어 지반조사항목 

포함 필요

○ 도로사면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중 산지사면 

및 주택사면에 연접된 경우에 산지 및 주택

분야 전문가 자문 시행

○ 연직높이, 경사도가 높은 사면조사 시 추락, 

실족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조사 시 계약 

상대자의 안전관리부문 중점주의사항 명시 

(안전장비 착용, 안전규칙 준수, 위험작업 사전

승인 등)

○ 사면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한 특수

공법 제시는 향후 보강공사 설계 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본 과업에서 제외 필요

■ 제62차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설계심의

○ 외장재 설치로 하부 플랜지 등 시설물 유지

관리가 불가하므로 완벽한 시설물 점검, 유지

관리가 담보되는 구조물을 설계하기 바람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외장재 

설치 재검토 필요)

○ 식재를 위한 토피가 최대 1.4m로 사하중이 

과다하므로 토피 축소 및 식생 조정이 필요

하며 상부 식재 및 무근콘크리트 두께 조정 

등 구조물 재하 하중 변화에 따른 구조물 

단면 전면 재검토 필요

○ 조경식재로 인해 보도폭 협소 구간(최소 

3m)이 많으므로 보행폭 최소 기준(예, 

B=4m 이상)을 마련하고 평시 및 행사 시 보

행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도폭을 

확보하기 바람

○ 강박스 최소 강재 두께가 12㎜로 얇은 상태

이나 외장재 부착 및 보강재 설치 등 다수의 

용접이 발생하므로 두께 재검토 필요

○ 교량 구조물 설계는 최신 설계기준인 한계 

상태설계법을 적용하여야 함(한강대교 기존 

구조물 설계가 허용응력설계법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

○ 외장재가 다양한 형상 및 패턴으로 부착되므로 

풍하중이 미치는 영향도 각기 다른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므로 형상별 풍하중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아치구조물 높이를 고려할 때 보행교 상단에서 

한강으로의 조망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치 사이 개방공간을 최대한 고려하여 휴게

공간과 연계 바람

■ 제63차 도로굴착복구 품질강화 기반조성 

용역발주심의

○ 시험시공 관련 ‘기술적 부문’과 기술개발에 

대한 ‘학술적 부문’의 상호 연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 분담 및 과업범위 제시 

필요

○ 장기계속으로 용역을 시행하므로 1, 2차 년도의 

과업 운영계획(성과목표)이 과업내용에 제시

된다면 입찰자의 과업 이해 및 수행 계획 수립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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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굴착·당일복구 도로굴착복구 신공법 적용’

에서 신공법을 본 용역을 통하여 새롭게 개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신공법(미적용 또는 

최신 개발된)들을 공모하여 비교 검토를 통해 

개선하는 것인지 구분 필요

○ 테스트 베드 시험시공 및 현장 시험시공의 규모, 

종류, 횟수 등을 언급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히 

할 것

○ 테스트 베드 설계는 일반 도로구간인지 아니면 

단기간에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장가속

시험기(APT)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 

필요

■ 제64차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 범위(시설 규모) 및 기간

  - 과업범위 중 보행잔교의 고정교 연장을 

30m로 특정하는 경우 하천설계기준의 최소

경간장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하천협의 및 

하천점용허가를 고려하여 제시되는 시설규모

를 검토 바람(하천설계기준 최소경간장 : 

L-20+0.005Q, Q=최대홍수량)

  - 하천관리 주체인 국토관리청에 대한 하천점

용허가 협의 등 각종 절차 이행을 위해 충

분한 과업기간 확보 필요

○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 보행잔교의 하상부 기초 및 고정시설물 계획을 

위해 대상지점의 수심 현황측량계획을 추가

하고 도면은 종·횡단 측량 결과와 병행하여 

작성되도록 보완

  - 기본설계단계에서 필요한 구조물 설계 검토 

항목 추가(구조물 형식 및 적용 공법,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등)

  - 유지관리를 위한 부유체 하부 준설계획 검토 

제시

■ 제65차 양재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설계심의 

(재심의)

○ 지하수위 레벨을 GL-0.0m로 적용하여 ROCK 

ANCHOR를 적용하였는데 적절한 수위를 정

하였는지와 ROCK ANCHOR의 배치가 적절

한지 등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차수그라우팅은 설계지하수위부터 풍화암 하부 

1m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차수

그라우팅 상부는 안전 측으로 설계지하수위 

상부 1m까지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생태면적율 확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절기를 

대비한 식재, 포장계획 수립이 필요

○ 기존 수목을 최대한 살려야 하지만 어린이공원의 

일반적인 식재계획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색상, 계절감 부여, 유실수 식대를 통한 체험 

및 생태성 제고 필요

■ 제66차 홍지문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그동안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결과 터널단면 

타입별 구조적 안전성 평가 실시여부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완하여 제시 바람

  - 터널 타입별 안전성 평가 위치, 미실시 사유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차기 정밀안전진단 

시 비교 및 이상 징후 기초분석 검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바람

○ 구조적 안전성 부족으로 2010년 탄소섬유 

보강한 부위의 들뜸 등 하자부분에 대한 조사

내용과 향후 유지관리계획에 대해 자세히 보완

하여 제출 바람

○ 하행선 덕트 슬래브의 전선들을 전기트레이 

인상작업을 통해 균열이 조사되었는데 상행선에 

대해서도 인상작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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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단 참여 책임기술인이 

차기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진단 용역 시 자문

위원으로 의무 참여하여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에 

협조 바람

■ 제67차 한강 수상갤러리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발주심의

○ 집중호우나 우기철에 한강수위 상승을 예측

하여 시설물의 사전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지침 마련 내용을 추가할 것

○ 본 시설물의 외부 둘레에 충격완화 시설을 

설치하여 충돌시 안전사고 예방사항을 추가 할 것

○ 운영 시 관람객 등의 비상시 피난, 대피계획 

검토를 추가할 것

○ 수상에 설치되므로 부식에 대한 전기 방식

(防蝕)설비 설치에 대한 검토를 추가할 것

○ 관련법령에 선박안전법, 선박설비기준, 선박만재

흘수선 기준, 선박복원성 기준, 부유식 해상

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추가

할 것

■ 제68차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2단계)사업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지하차도 도심지 공사 특성을 고려 시 현장

관리, 자재수급, 민원관리, 품질확보, 예산관리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2개 공구 분할 발주를 

검토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것(권고)

○ 당초 39개월에서 47개월로 공사기간을 조정

하였으나 작업일수 산정 관련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할 것

  - 공종별 작업량 산정과 관련하여 산정근거(Q)를 

제시할 것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종별로 상세 시공순서(거푸집, 철근, 양생, 

방수, 해체, 보호벽 등)를 누락 없이 명기하고 

세부작업일수를 관련기준과 실제시공 사례

(작업 가능량 등)를 비교·검토하여 산정할 것

  - 집수정 구조물, 최종 SPAN의 상부공사일수, 

구조물공 완료 후의 해체 및 주변 교통처리 

등 복구 공정을 포함하여 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간을 반영할 것

○ 기타

  - 현재 특정 공법과 관련된 공정표는 critical 

path와 무관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공정산정내용을 보완하고 시공사례를 조사

하여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

2020년 4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2차 세종대로 보행친화공간재편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41건을 제안하여 38건 채택 

(채택률 92.7%)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5,161백만 원에서 1,370백만 원 

절감(절감률 8.8%)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8.8% 12.6% 23.4%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상태가 양호한 안내표지판 재활용

      ⇒ 기존 세종대로에 설치된 도로 및 교통

안내표지판을 선별해 재활용 (감액 

234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건물진입로 포장형식을 기존 포장형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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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적용

      ⇒ 건물진입로 포장을 기존 포장과 동일

하게 적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감액 7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빗물받이 위치를 재조정하여 유지관리 효율 

향상

      ⇒ 서울광장 등 주요 구간 내 빗물받이 

설치 및 전 구간을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빗물받이 배치 필요 (가치향상액 138

백만 원)

■ 제5차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

공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89건을 제안하여 61건 채택 

(채택률 68.5%)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1,740백만 원에서 7,723백만 원 

절감(절감률 35.5%)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35.5% 10.4% 54.0%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비개착공법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부도로의 

철판 및 미끄럼방지포장의 적용은 안전사고 

방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범위만 적용

      ⇒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감액 226백만 원)

  - 환경성 향상

    ∙ 추진구간(B.T.R공법) 구조물 기초부에 치

환공법(d=0.5m) 적용

      ⇒ 공사기간 단축 및 지반그라우팅 미적용

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감액 127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하수박스 내부에 내부방수 적용으로 황

화수소에 의한 부식방지

      ⇒ 하수박스 내부의 부식방지로 내구성 

확보(증액 155백만 원)

2020년 4월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주요 내용

■ 제1차 2020년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사에 적용될 신기술의 적정성 심의

○ 시공 조건(유지온도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 경화작업동안 관로내부 유지온도와 유지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화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는 위치, 측정 시 주의사항, 시간대별

(초기·중간·최종) 온도, 압력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시방서에 명시할 것

○ 시공 전 사전작업 관련 세부기준 제시

  - 튜브삽입 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점검

체크리스트(청소상태 / 가정관 조치상태 / 

관내부 박리, 요청부, 균열부 등 면 정리 상태 

/ 관내부 지장물 처리상태 / 하수관연결부 

턱이나 벌어짐 상태 정리 등)을 만들어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방서 내용을 보완할 것

○ 작업자 안전 관련

  - 하수관로 내부 안전매뉴얼에 따라 작업계획

신고, 작업자 배치, 안전교육 실시방법, 작업 

전 안전 확인, 관로 내 유해가스 농도측정, 

강우 시 대피요령 등 세부조치사항과 책임자를 

시방서에 명시할 것

○ 시공자 숙련여부 기준 제시

  - 시공과정 중 반전, 경화, 냉각 등의 경우 장비를 

다루는 전문기술 숙련공에 대한 객관적 기술

자격이나 경력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



- 27 -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초고강도 콘크리트(UPC)

I형 거더 제작 및 시공법 (제884호)

(보호기간 :  2019. 11. 25. ～ 2027. 11. 2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최적충전밀도 배합에 의한 초고강도 섬유보강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연성거동 유도 

특성을 가진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하여 저형고, 경량 및 고내구적 특성을 가진 프리스트

레스트 초고강도(80~150㎫) 콘크리트 I형 거더 교량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은 분체의 주요 재료를 국산화하고 구성을 최적화하여 고성능감수제를 줄이고 철근

집합체와 병용으로 강섬유 사용량을 줄인 경제적인 배합비를 사용한다. UPC 거더는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하여 모멘트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을 중심으로 종방향 길이의 1/4∼1/3정도로 

배근하여 연성거동을 유도하고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높은 압축강도 특성으로 인해 1차 프리스트레스 

긴장으로 설계하중을 부담할 수 있으며 저형고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체적이 작아 경량의 거더를 

제작할 수 있어 이송 및 시공성이 우수하고 최적충전밀도 배합에 의해 내구성이 우수한 기술이다.

       [표 1] 주요 공정 요약 

1. UPC 거더 공장 제작 2. 철근조립 및 철근집합체 배근 3. 쉬스관, 정착구 설치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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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푸집 설치 5. 초고강도 콘크리트 타설 6. 48시간 90℃ 증기양생

7. 분절거더 이송 및 수평잡기 8. 강연선 긴장 9. 그라우팅 및 단부 타설

10. 거더 가설 11. 교량 완성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규격/강도 기간 발주처 비고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공사

L=20.0m, H=0.85m
fck=80㎫

2015년 11월 
~ 2016년 09월

강원도청 거더

무을면 무이교 
개체공사

L=30.0m, H=0.9m
fck=100㎫

2016년 11월 
~ 2017년 02월

구미시 거더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하천조성공사

L=22.7m, H=0.85m
fck=100㎫

2016년 09월 
~ 2017년 08월

SH공사 거더

선산읍 단계교 
개체공사

L=18.8m, H=0.68m
fck=120㎫

2019년 02월 
~ 2019년 06월

구미시 거더

수북천 정비공사
L=28.0m, H=0.75m

fck=120㎫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군위군청 거더

[표 2] 2011년~현재까지 상기 외 18건의 현장실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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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한 SOC 시설의 

성능개선 예산 증가는 18.7%로 증가하였다. 특히 교량에서의 고령화 비율은 20년이 넘어가는 

교량이 31%에 달하며 앞으로 10년 후면 노령화율 4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후된 

교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기술인 초고강도 콘크리트(UPC) I형 

거더가 저형고, 경량, 고내구성, 신속한 시공 및 장수명의 특징을 가진 구조물로 교량 시장에서 

적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의 압축강도 40㎫ 내외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개량형 PSC 거더는 형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긴장법을 고안하여 특허와 신기술로 선정되었고 많은 시공이 이루어졌다. 저형고 PSC 

거더보다 형고를 더 줄인 강합성거더 공법은 성토량을 절감하거나 형하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거더의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채택되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은 

압축강도 80∼150㎫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는 이에 상응하는 응력 한계를 가지고 있어 거더의 

형고 축소 및 PS 긴장의 수월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료적 특성 증진으로 인한 구조적 및 

내구성 개량효과가 크다. 국외의 경우 2% 내외의 강섬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신기술은 강섬유를 

0.7∼1.5%로 줄이고 철근집합체를 병용함으로써 연성거동을 효율적으로 유도하였으며 경제적인 

초고강도 콘크리트 배합 조성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개량을 이루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현재 고강도 PSC 거더 또는 강합성 거더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압축강도 40㎫ 콘크리트의 

구조적인 한계를 확장시켜 압축강도 80∼150㎫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거더의 

저형고, 경량화, 시공법의 간소화 및 용이성을 도모하고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취성거동 문제를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하여 경제적인 연성거동으로 유도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저형고, 

경량 및 고내구성을 가진 장수명의 구조물인 UPC 거더는 신설 교량시장 또는 노후된 교량 

교체 시장에 적합한 공법으로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 할 것으로 기대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인 UPC 거더는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고강도 콘크리트 보다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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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고, 중량 등을 개량하였고, 시공성 면에서도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다단계 긴장이 필요한 개량형 PSC 거더와는 달리 1차 긴장만으로도 충분한 긴장력을 줄 수 

있으며 강합성 거더처럼 강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슷한 수준의 형고를 구현하고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형고와 체적이 줄어 경량의 자중을 가지면서 복부타설 또는 헌치타설, 2차 

긴장 등의 부가적인 공정이 없어 신속하게 시공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안전사고에 의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 분 수량 길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 계

UPC거더 1 L=30m 22,113,181원 11,156,012원 281,674원 33,550,867원

[표 3] 본 신기술 직접공사비

    2) 공사비

 신기술의 직접공사비는 표 4와 같이 개량형 PSC 거더의 약 85%, 강합성거더의 약 77% 

수준이며 재료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체적감소로 인한 거푸집 면적, 철근중량 

감소 및 공정의 단순화로 인해 전체적인 공사비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 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 계 대비율

신기술 22,113,181원 11,156,012원 281,674원 33,550,867원 100%

개량형 PSC 16,144,905원 22,134,774원 1,021,087원 39,300,766원 117%

강합성 거더 17,246,976원 24,635,435원 1,754,228원 43,636,639원 130%

[표 4] 본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비 비교 

 

    3)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신기술은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동결융해, 탄산화, 염화칼슘 침해 등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여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대비 3배 이상의 장수명을 구현할 수 있어 생애주기비용

(LCC) 측면에서 경제적이며 도심지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공사 시 신속한 시공으로 교통

차단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 통행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 교량 시장까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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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습식 뿜칠장비로 시공한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위에 유·무기 합성 

표면보호재를 도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제885호)
(보호기간 :  2020. 4. 3. ～ 2028. 4. 2.)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열화 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보수 단면에 건식 분체 이송장비와 습식 분사장비를 

결합한 뿜칠시공장비를 사용하여 합성 중공아크릴, 천연실리카, 마이크로 섬유, 재유화형 분말

수지 등을 혼입한 단면 복구용 모르타르를 타설한 후 그 위에 표면보호와 모체와의 결합력이 

향상된 유·무기 합성 표면보호재(α-구조 아크릴 수지 및 무기재료 분말)를 도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건·습식 뿜칠장비 및 시공 개념도

○ 발주처와 지역을 사전 선정 하여, 탐사 기간, 탐사 시간 등의 계획을 수립

    2) 시공절차

ⓛ 표면처리(치핑) ② 고압수 세정 ③ 모르타르 이송 및 믹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오염물질을 세정한다. 건식 모르타르를 물과 함께 혼합한다.
④ 모르타르 도포 ⑤ 마감재 도포 ⑥ 완 료

분체 이송 시스템 및 자동 모르타르 뿜칠 한다. 표면보호재를 도포한다. 단면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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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법 특성

○ 경량·속경성·고내구성 모르타르 측면

   보수단면이 두꺼울 경우 처짐 발생이 커짐을 고려하여 경량재료를 사용함으로써 1회 타설 

두께를 높여 빠른 시공 가능. 천연 실리카의 사용으로 마이크로균열과 미세공극을 최소화

하여 구조체의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 기술

○ 유·무기 합성 표면보호재 측면

   보수가 적용될 모재와 동일한 성분의 무기재료 사용으로 습윤 환경에서도 시공 가능하며 

모재와의 화학적 결합으로 완벽한 일체화가 가능한 기술

○ 건·습식 뿜칠시공 장비측면

   본 신기술의 경우 습식장비 및 건식장비의 장점을 활용하여 제안한 경량·속경성·고내구성 

모르타르 제작에 적합한 장비로 개량 및 개발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표 1] 2017~2018 신기술 활용실적

번호 발주자 시공규모 기 간 위 치 특 징

1 서울시 
강남구

단면보수 
62.81㎡

2018.09.01.～ 
2018.09.22.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8길 48

박스구조물로서 화학 피해를 입은 
현장으로 맨홀진입이 용이함

2 서울시 
중랑구

단면보수 
3,242.57㎡

2018.06.01.～ 
2018.09.27.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27길 7

보수단면이 바닥, 천정, 벽 등 
전단면 시공됨

3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단면보수 
610㎡

2017.07.10.～ 
2017.1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659

교량 하부 단변보수 구간으로 
외부에서 진입이 용이함

4 경기도 
건설본부

단면보수 
807.24㎡

2017.06.30.～ 
2017.08.10.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교량 하부 단변보수 구간으로 
외부에서 진입이 용이함

5 서울시 
중랑구

단면보수 
2,162.8㎡

2017.06.05.～ 
2017.07.26.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94길 54 보수단면이 바닥 전단면 시공됨

  나. 향후 활용전망

 현재 건설시장은 과거에 완공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이 도래하면서 구조물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됨. 이밖에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친환경적인 공법의 개발과 함께 조기 철거보다는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한 기존 시설물을 장수명화 할 수 있도록 건설 환경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위와 같이 해당기술을 이용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구조물들은 국가 기반 시설물로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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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 간접자본들이다. SOC 시설물의 노후화 추세 전망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화 시설물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신기술과 관련된 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됨.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년)의 목표에 따라 시설물 

노후화 대비 성능중심의 SOC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신기술은 

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을 수복하여 성능을 회복시키고, 외부에서 침투하는 유해인자로 

인한 구조물의 열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법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의 사용 증대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러한 구조물들에 적용함에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의 성능을 

개선 및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자재와 시공 효율성 연구를 통해 전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공 시 작업자의 안전성 학보와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을 억제.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본 신기술은 시공비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사용연수를 고려한 LCC(Life Cycle Cost)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 및 내구성 향상에 따라 유지보수기간을 연장하고 보수 빈도를 

낮추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기존 유사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① 표면처리(치핑) ① 표면처리(치핑) 공통 6-1-12 콘크리트 치핑
② 고압수세정 ② 고압수세정 -
③ 모르타르 도포 ③ 모르타르 도포 건축 9-1-4 표면마무리 ○

④ 마감재 도포
④ 프라임 도포 건축 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 ○
⑤ 피니시 도포 건축 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 ○

[표 2] 신기술의 고유영역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신기술 신청서 기준)

    2) 공사비

 본 기술과 기존유사 기술의 공사비용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였음.

구 분 신기술 기존 신기술 (A) 기존 신기술 (B) 기존 신기술 (C)

항목별공사비
(원/㎡)

재료비 128,090 재료비 138,024 재료비 132,512 재료비 148,527
노무비 52,916 노무비 133,602 노무비 127,064 노무비 86,732
경  비 4,138 경  비 5,294 경  비 10,629  

단위면적당 
공사비(원/㎡) 30㎜,벽체 185,144 30㎜,벽체 276,920 30㎜,벽체 270,205 30㎜,벽체 235,259

경제성 30㎜,벽체 100% 30㎜,벽체 150% 30㎜,벽체 146% 30㎜,벽체 127%

[표 3] 기존기술과 공사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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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본 신기술은 단면복구공법의 주요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재료 및 장비를 개발, 개량을 통하여 

기존 공법 대비 시공성을 개선함으로써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였음.

공정 신기술 기존 신기술 (A) 기존 신기술 (B)
현장 
조사 2일 2일 2일 

표면 
처리

치 핑 :
500㎡/(1/0.23인/㎡×10조)=12일

세 정 : 
500㎡/(1/0.024인/㎡×3조)=4일

치 핑 :
500㎡/(1/0.13/㎡×10조)=7일

세 정 :
500㎡/(1/0.02인/㎡×3조)=4일

치 핑 : 
500㎡/(1/0.23인/㎡×10조)=12일

세 정 :
500㎡/(1/0.024인/㎡×3조)=4일

16일  11일  16일  
모르 
타르 
도포

500㎡×0.03m
/(0.48㎥/h× 7hr/day)=5일 500㎡/(1/0.179인/㎥×7조)=13일 500㎡×0.03m

/(0.261㎥/h×7hr/day)=9일
5일  13일 9일  

표면 
도장

프라임 : 
500㎡/(1/0.024인/㎡×3조)=4일

피니시 : 
500㎡/(1/0.024인/㎡×3조)=4일

500㎡/(1/0.048인/㎡×3조)=8일 500㎡/(1/0.055인/㎡×3조)=10일

8 일  8일 10일  
합계 31일 34일 37일
자료
출처 원가계산서 신기술 원가계산서 (2017) 신기술 원가계산서 (2016)

[표 4] 신기술 공사기간 단축 근거

    4) 유지관리비

 본 신기술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균질한 품질의 시공이 가능한 공법으로 유지관리지침에 

명시된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신기술의 경량·속경성·고내구성 모르타르 및 유·무기 합성 표면보호재로 시공하면 고품질과 

고내구성으로 인해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하자 원인이 제거됨으로써 재보수의 시기를 연장

시켜 유지 보수에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시킴.

    5)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친환경적인 공법의 개발과 함께 조기 철거보다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기존 시설물을 장수명화 할 수 있도록 건설 환경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본 신기술은 현장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과 관련 기술의 보유로 국내는 물론 

해외 지적재산권 확보와 기술의 해외수출로 외화획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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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고속도로 통행료 

무인수납체계

머리말

 2019년에 우리의 이목이 집중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도로교통 분야에서 특별히 주목을 끈 

사안 중 하나는 고속도로 수납원의 고용문제이다. 

최근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 

간의 갈등 상황은 미래에 수납원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하이패스 

사용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고속도로 연장과 통행량이 

늘어나 수납원들의 계속 고용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

하다. 일례로 긴 대기줄, 지정체가 반복되는 톨

게이트에서 시간당 통과량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전 차로 혹은 다차로 무정차 통행료 수납이 수납 

차로 수를 늘리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미래 자율 주행차의 운행 효율화 및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다차로 무정차 통행료 수납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림 1 현재 톨게이트>

 이와 같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수납원 인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로 인해 

여러 가지 직업에 발생하게 될 대체효과 중 가장 

먼저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림 2 AET 도입 시 톨링>

 이러한 사회환경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 차로 

무정차 통행료 수납이 도입된 포르투갈 고속도로 

시스템을 탐방하여 국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전 차로 무정차 통행료 수납체계(AET)

<그림 3 전 차로 무정차 통행료 수납>

 전 차로 무정차 통행료 수납체계(All Electronic 

Tolling: AET)는 <그림 3>와 같이 모든 차선의 

수납을 자동화하고 유인수납 차선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이다. <그림 4>은 유사한 시설이지만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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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자동수납과 함께 유인수납 차선을 운영

하는 사례이다. AET는 시설 단순화와 분기-합류 

제거로 주행 안전성이 높아지며, 감속-가속 필요

를 없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4 다차로 무정차 통행료 수납>

 AET는 1990년대 후반 캐나다에서 도입하기 

시작되었으며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

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9개 국가(캐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터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에는 대만,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UAE 

등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까지 세 개의 주에서 AET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10개 주로 늘어났다. 2019년 기준

으로 총 12개 주에서 AET를 운영하고 있다. 단일 

교량, 터널, 도심혼잡 구간에 적용된 사례를 제외

하고 도로망 형태로 AET를 도입한 연장은 총 

2,190㎞로 집계되고 있다.

 AET 시설은 단말기(국내 하이패스에 해당)를 

인식하는 센서와 번호판을 촬영하여 차량을 인식

하는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따라서 AET 

운영의 경우 수납원은 없지만 번호판 인식처리, 

청구업무,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포르투갈의 AET 시스템

 포르투갈은 면적이 9만 2,391㎢로 우리나라 면적의 

92% 정도이며 2018년 기준 인구가 1,028만 명

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에 해당한다. 또한 

고속도로가 약 3,568㎞에 달하는데 그중 70%인 

2,517㎞가 유료도로이다.

 포르투갈은 1991년 전자수납(우리나라 하이패스에 

해당)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 AET를 도입하였다. 

AET는 고속도로 구간별로 도입되어 있어 고속도로 

진출입 톨게이트에 따라 구간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일반 유료구간과 시설이 설치된 지점별로 

통과요금을 수납하는 AET 구간이 혼재되어 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에서 통행이 유입되기 때문에 외국 차량에 

대해서도 수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림 5 포르투갈 AET 구간(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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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포르투갈 고속도로 시스템>

AET 구간과 비AET 구간의 연결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파로까지 고속도로로 이동

하기 위해서는 A33, A2, A22라는 세 개의 고속

도로 노선을 차례로 경유할 수 있다. A33과 

A22는 AET, A2는 일반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가 가능한 것은 각 노선별로 

요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고속도로망에 대해 진출입 지점에 따라 구간별 

요금을 산정하고 있어 향후 AET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때 포르투갈의 요금산정 방식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포르투갈 고속도로 운영 방식 간 연계 

사례(AET-일반 고속도로)>

외국 번호판에 대한 통행료 수납

 포르투갈에서는 스페인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차량에 대한 수납을 위해 다양한 지불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 북부 A28 

고속도로 시점에는 지불할 신용카드와 차량번호를 

같이 등록하도록 하여 갠트리 통과 시 통행료가 

자동으로 청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은 30일 

동안 유효하며 포르투갈을 떠날 때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향후 동북아 고속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 국가 간 통행료 청구에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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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4월)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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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49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 서울시 전역 실태조사 (567)

조건부
채택 토목

51
2,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 연장노선 타당성 검토
․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검토 (492)

조건부
채택 토목

52 4호선 급행화 및 5호선 
직결화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 4호선 급행화 타당성 검토
․ 5호선 직결화 타당성 검토 (495)

조건부
채택

토목

54
난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분뇨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786)
조건부
채택

토목

55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550)

조건부
채택 토목

60 한강 수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 한강 수질 관리방안 도출
․ 수질 오염원 하천 영향 규명 등 (999)

조건부
채택

토목

61 도로사면(일반사면) 
실태조사

․ 일반사면 452개소
․ 제3종시설물 기 조사사면 93개소 (540)

조건부
채택 토목

63 도로굴착복구 품질강화 
기반조성

․ 포장 마감 재료 및 시공법 개발
․ 원인자부담금 차등 부과 기준 제안 등 (987)

조건부
채택 토목

64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현상설계공모
․ 수리영향 검토 등 (313)

조건부
채택

토목

67 한강 수상갤러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D=21m, H=10m 3,950

(350)
조건부
채택 기계

설  계
심  의

62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 남단 교차로 : 폭원 3.5m, 연장 205.385m
․ 한강대교 구간 : 폭원 8m, 연장 401.860m
․ 노들섬 : 폭원 5m, 연장 87.712m

32,265
(1,329)

조건부
채택 토목

65 양재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재심의)

․ 지하3층/지상4층
․ 연면적 8,426.11㎡

16,753
(767)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57
새말배수문 정밀안전진단
(재심의) ․ 3.0×2.0×1련, 72.1m (77)

원안
통과 토목

58 응봉1배수문 정밀안전진단
(재심의)

․ 4.1×4.1×1련, 52.3m (57)
원안
통과

토목

59
2, 4호선 시청∼을지로입구역 
등 13개 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 13개구간 14,379.8㎞ (1,456) 재심의 토목

66 홍지문터널 정밀안전진단 ․ 연장 1,892m, 폭 13.5m (428)
조건부
채택

토목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68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사업
․ 지하차도신설 L=1.45km
․ 지하차도활용 L=1.42km

275,000
(4,061)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2
세종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 양방 10~12차로
․ 연장 1,550m

18,290
(440) - 토목

5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 도로구조 개선 폭 30m(6차로)
․ 연장 1,100m

54,400
(226)

-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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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0년 4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0.04.

건     축 청년복합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14건 6,276 6,162

교 통
강변북로 두모교 보수공사 교통소통대책 
용역 등 5건

148 148

기 계 설 비
폐수슬러지 탈수설비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3건

424 390

도 로
새말교 하부 그린스페이스 조성 설계용역 
등 8건

3,937 3,817

도 시 계 획
매봉산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건립 타당성 
용역 등 4건

888 863

상 하 수 도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등 5건

1,508 1,503

소 방 본사 소방 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건 23 24

전 기 통 신
은평터널 노후조명 LED 교체 실시설계용역 
등 11건

1,464 1,433

정 밀 진 단
남산별관 진입터널 등 3개소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4건

269 268

조 경
2020년 테마정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등 
6건

251 224

지 하 철
2020년 지하철 1∼4호선 승강평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

2,580 2,550

하 천 중랑천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5건 237 222

기 타
문래중학교 앞 방음벽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3건

398 392

 계 75건 18,403 1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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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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5.9.~5.19. 6.5.
3.16.~3.20. 5.9. 6.16. 6.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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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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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6.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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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5.6. 5.6.~5.9. 5.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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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3.24.~3.27. 4.19.~4.28. 5.8. 5.11.~5.14. 6.13.~
6.28.

7.10.~
7.17.

6.2.~6.5. 6.28.~7.4. 7.17. 7.20~7.23. 8.29.~
9.13.

9.25.~
10.8.

9.8.~9.11. 10.11.~10.17. 10.23. 10.26.~10.29. 11.28.~
12.13.

12.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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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04514)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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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 용어

 제로에너지빌딩
 (Zero Energy Building: ZEB)

 제로에너지빌딩이란 외부로 유출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건물의 사용 에너지와 
생산 에너지의 합이 0(zero)이 되는 건축물을 의미
하지만, 보통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통용된다.
 제로에너지빌딩을 실현하는 기술은 패시브(passive) 
기술과 액티브(active) 기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패시브 기술은 자연채광, 단열기술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액티브 
기술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건물의 자체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정도를 평가하여 ZEB 인증을 1~5등급으로 
부여하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녹색통행사회
 (Green Intelligent Travel Society: G-ITS)

 녹색통행사회(G-ITS)는 기존의 교통운영 패러다임을 
녹색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분류된다. 기존 운영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서 벗어나 저탄소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이용자 중심의 교통수단 및 
인프라 연계 서비스 개념을 의미한다.
 세계 주요국들은 지구온난화 대비 및 탄소배출 
감축목표에 따른 교통 부문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녹색통행사회를 구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ITS 국제표준위원회(ISO/ 
TC204) G-ITS 국제워크숍 등을 통해 G-ITS 기술 
및 국제표준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62호), www.krihs.re.kr]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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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