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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된 요즘 건설업 경기 

또한 회복의 기미를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중·소규모의 용역·시공사 등 건설업체들도 이러한 장기 불황에 대한 대응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 서울시는 도로·철도 분야 등 주요 SOC 사업에 1조 1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부분과 더불어 공공분야에서도 수많은 건설 용역과 공사가 발주되어 낙찰, 계약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우리 건설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항상 끝이 없는 것 같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그런 고민의 중심에 서서 건설기술관련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 

구조,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228명으로 구성된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연평균 약 200건

(2017~2019)의 건설기술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용역 발주 전 타당성심사와 용역발주 심의를 통해 용역수행의 필요성과 대가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의 설계 과정에서 설계경제성(VE) 검토 및 기본설계 심의, 공기 적정성 심의 

등을 운영하며 내실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설계·시공 사후평가, 

터널, 고가차도 등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심의를 통해 공사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건설사업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여 성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하위 법령, 조례에 근거를 두고 건설기술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위

법에서 다 담지 못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항상 깊은 고민과 제도 보안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는 설계경제성(VE) 검토와 설계심의 업무가 원가심사 부서(계약심사과)와 기술

심사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왔다. 문제 해소를 위해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설계경제성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일원화

시켜 설계의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칼  럼

 서울시 건설기술제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고찰
   
    권 완 택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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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신설된 제도인 ‘공기 적정성 심의’는 대형공사의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시설물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만의 자재·인력 수급 실태, 교통처리 등 실제 현장여건 및 시공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아 형식적 심의 운영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내부 방침을 수립하고 본 심의 개최 전 유사 공종의 서울시 대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소장, 

공사·공무팀장, 감리원이 참여하는 실무검증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서울시는 대형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 설계평가를 위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내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올해 말까지 1년이다. 2020년 강동자원순환센터(3월), 동부간선(창동~상계 간) 

지하차도(7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토목, 12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영동대로 광역

복합환승센터(건축, 2월)와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4월)에 대한 설계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과거 기술형 입찰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 무관용을 

3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평가위원 선정 시 서울시 감사실 입회, 심의위원 감찰활동 강화, 입찰업체 

접촉 차단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시 감사옴부즈만 감시, 공동설명회 개최, 위원별 평가점수 공개 

등 완벽하고 투명한 평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정행위 및 비리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등 단호하고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그간 건설기술 제도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해왔다. 건설기술자와 업체의 입장에서 

최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귀담아듣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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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착공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검토와 심의, 평가가 수반된다. 엔지니어링 용역사가 그 역할의 중심

에서 많은 기관과 사람을 상대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가로 인해 업체의 수익성 

악화, 기술 서비스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결국에는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

복된다. 다행히 2019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이 개정되고, 국토계획·교통 등 6개 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이 제정됨으로써 적정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 서울로 7017 ]

 지난 6월 서울시에서도 용역비 과소로 인한 유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 

등 도시계획 분야의 용역대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산출기준을 개선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발주처에서는 대가를 과소하게 주는 사례가 있어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인식 

전환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생애주기 중 초기 건설비용만큼이나 보수비용,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투입됨에도 검토 과정

에서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유지관리일 것이다. 특히, 설계공모의 경우 수주 목적으로 경관, 미관 등 

디자인에만 치중한 나머지 통상적인 시설물 점검이 불가능한 설계안이 설계심의에 상정되곤 한다. 구조적 

역할이 중요한 부재들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외장재를 부착하여 한계성을 드러낸 설계안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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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대교 공사현장 ]

 서울시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 내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연간 6회에 걸쳐 토목·건축직 직원을 대상으로 ‘공사관리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단계 업무 추진절차 및 안전·품질관리 등을 교육

하고 있으며 토목시공, 건설안전 등 기술사 수준의 전문 과정 수업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이 수업은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계약금액조정 요령, 신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수백 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VE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이 건설 VE전문가 기본과정을 수료하였다.

 복잡한 사회 구조와 발 빠른 변화 속에서 건설기술도 신속한 적응과 대응이 필요하다. 건설기술 제도는 

개선과 보완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도 실제 현장여건과 보이지 않는 괴리가 있으며 한계도 분명 있을 

것이다. 건설기술 제도가 이러한 거리감과 인식차를 좁혀 나가고 통제나 제약이 아닌 건설업 발전을 

위한 실용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때 그 역할과 위상이 빛을 발할 것이다. 이 점이 필자를 포함한 

우리 건설기술자들이 풀어야 할 향후 과제가 아닐까 싶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눌 때 분명 

더 나은 건설기술의 성과물이 탄생할 것이고 시민의 삶의 질이 윤택해질 것이다. 코로나 종식과 건설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건설기술의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해 본다.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특별기고문(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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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말뚝 인발부위 공동(空洞)의 효과적 채움 방안
   
    박 동 룡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화엔지니어링 부사장 

1. 서언

 도시 인구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철도, 지하도로 등의 지하 공간을 

활용한 기반시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심지 지하공사는 도로하부 또는 인접건물과 근접 

시공되고 있으므로 지하 굴토공사는 주변지반의 안정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흙막이 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종이다.

 따라서 공사계획에 있어서도 흙막이공법 선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흙막이벽체 

구조형식에는 H형강 말뚝에 목재토류판을 사용하거나 CIP(Cast In Place Pile), SCW(Soil Cement 

Wall) 공법 등이 사용되며 흙막이벽체 지지형식은 Strut, Earth Anchor, Soil Nailing, Rock bolt 

및 역타공법(Top-Down)지지방식 등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행 도로 하부에서 시행되는 지하철 공사의 중저심도 벽체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H형강 말뚝에 목재

(강재)토류판과 중앙부는 H형강 말뚝이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구조물 공사 완료 후 

H형강의 인발 시 말뚝부위에 발생되는 잔존 공동으로 인하여 도로침하 및 지장물 손상 등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말뚝 인발부에 발생하는 공동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되메우기 지반의 침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강재말뚝 인발부위의 공동의 효과적 채움 방안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도로하부 지하 개착식 굴착 및 구조물 구축공사에서 되메우기 공사완료 후 강재 H형강 말뚝 인발 

시 말뚝부위에 발생된 공동(홀)을 지상에서 모래 채움하고 있으나, 지표면 가까운 곳의 공동 채움은 

가능하지만 깊은 곳은 공벽의 붕괴와 느슨한 상태의 채움으로 공동부를 밀실하게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일 경과 후 잔존 공동으로 인한 도로침하 및 지장물 손상 등이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되메우기 시 H형강 말뚝 복부(web)에 공동 채움용 파이프를 선부착하고 

인발 시 저유동성 모르터를 단계별 주입하여 공동을 밀실하게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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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재말뚝 인발 및 채움 현황

 H형강 인발 및 공동에 대하여 시방서에는 홀을 채우도록 규정할 뿐 시공방법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공동 채움은 유압 또는 진동해머를 사용하여 말뚝을 인발하고 지상에서 

모래로 홀을 채우고 다짐하는 방식이다. 

 다. 공사절차도

 가시설 공사 시 구조물의 축조가 완료되면 중앙말뚝 절단·개구부를 마감하고 가시설 해체 및 되메우기 

후 측벽 및 중앙말뚝을 인발한다. 이때 인발된 말뚝 홀은 모래 채움으로 실시 후 보조기층 및 포장

복구를 실시한다.

구조물 축조 완료 ⇒ 중앙말뚝절단·개구부마감 ⇒ 가시설 해체 및 되메우기

측벽 및 중앙말뚝 인발 ⇒ 말뚝 홀 모래채움 ⇒ 보조기층 및 포장복구

절단

공동발생
지반흐트러짐

<구조물 축조 완료> <말뚝절단·되메우기> <말뚝 인발>

[그림 1] 공사절차도

 라. 강재말뚝 인발현황 및 홀 발생규모

 서울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및 우이선경전철 공사 대상으로 강재말뚝 설치 및 인발 대상 및 홀 

발생규모는 다음과 같다.

계 중앙말뚝 측벽말뚝 비  고

(1본당 홀 체적)본수 공동발생 본수 공동발생 본수 공동발생

19,795 26,722㎥ 12,061 16,282㎥ 7,734 10,440㎥
0.09㎡X15m
(평균길이)

[표 1] 강재말뚝 인발 현황 및 홀 발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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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시방서 규정

 1) 도시철도공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인발된 말뚝 홀(공극)에는 주변 지반침하 및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모르터 또는 모래로 충전

하여야 한다.

 2) 입찰안내서 - 9호선 토목분야 적산자료

  H말뚝 뽑은 후 되메우기 – 모래·보통인부

 3) 지하철건설공사 안전관리 편람

 홀에 말뚝길이 1/2 이상 깊이까지 시멘트 모르터 투입한 후 모래 채움 후 물다짐을 실시하여 

포장복구 후 부등침하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시방서 및 시공 상의 문제점
 토목시방서에는 홀을 채우도록 규정할 뿐 시공방법이 불확실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지상에서 지반을 

재천공하여 모르터를 주입하는 방안도 있으나 채움 효과가 불확실하다. 현행 바이브로 해머(vibro pile 

hammer)를 사용하여 말뚝을 인발하고 지상에서 모래로 홀을 채우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말뚝 인발 시 

H-pile 말뚝 단부형상(마구리판+잭부착)과 작업진동으로 말뚝 체적만큼 지중토사가 배토(排土)되면서 

말뚝주변 지반이 교란되어 흘러내린 토사가 홀을 느슨하게 채움에 따라 홀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상에서 모래로 홀을 아무리 채워도 지표 하(下) 1∼2m만 채워질 뿐 내부가 채워지지 않은 채 

말뚝 위치에 공동이 잔존하게 됨에 따라 추후 시일 경과 시 지하수위 회복, 노면수 침투 및 자동차 

진동 등으로 인해 되메우기 지반이 침하되면 포장파손 및 지장물(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등) 손상 

등의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매설물
 파  손

 [그림 2] 말뚝 인발 후 홀 발생 사진  [그림 3] 공동부 침하로 인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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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사항

 가. 시공개요 

 지하 굴착공사 중 되메우기 착수 전 인발하는 말뚝 복부에 공동 채움용 파이프(바닥부터 지상까지)를 

선 부착 해놓고 되메우기 후 말뚝을 단계별(1step 50㎝) 인발하면서 발생되는 공극에 주입펌프로 

저유동성 모르터(W/C 45%)를 저압주입(0.5kgf/㎠-압력상승 시 2step 이동)하여 공극을 채운다.

 나. 주입재 및 장비

 1) 주입재

주입재
W/C 비 고

시멘트 모래 물 혼화제

1,093㎏ 0.78㎥ 491㎏ 10.93㎏ 45%
채움용 파이프
(φ40～70㎜)

[표 2] 주입재 배합비 예시

 2) 주입장비

주입장비 주입압 주입방식 비 고

주입펌프1식
(콤프레셔, 압력계, 유량계)

0.5㎏f/㎠
(저압주입)

1.0쇼트방식
(1step 50㎝)

[표 3] 주입장비 제원

 다. 시공방법

① 구조물 완료 ② 채움파이프 설치 ③ 되메우기 ④ 인발, 채움재 주입

[그림 4] 시공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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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측벽말뚝 ‘공동 채움용 파이프’ 설치

[그림 5] 공동 채움용 파이프설치 단면도(측벽말뚝)

상세 A                              상세 B

[그림 6] 공동 채움용 파이프설치 단면 및 평면상세도(측벽말뚝)

[그림 7] 말뚝인발 및 채움재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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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말뚝 ‘공동 채움용 파이프’ 설치 

[그림 8] 공동 채움용 파이프설치 단면도(중앙말뚝)

상세 C                              상세 D

[그림 9] 공동 채움용 파이프설치 단면 및 평면상세도(중앙말뚝)

    
[그림 10] 중앙파일부 채움 장치 [그림 11] 측벽파일부 채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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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공효과 확인 및 토목시방서 변경 필요성

 가. 시공효과 확인

 강재말뚝 인발부위에 발생된 공동이 효과적으로 채워졌는지에 대하여 〇〇공사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효과 확인한 결과 시공성에 문제없이 현장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방법으로 모래 

채움 한 구간과 공동부 그라우팅 채움 한 구간의 평판재하시험 결과 평균값이 기존의 구간은 

22.40㎏/㎠ 그라우팅 공동 채움 한 구간은 25.98㎏/㎠로서 공동 채움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1) 시험결과

구   분 채움 그라우팅 구간 기존 방법 구간 비 고

평판재하시험
26.12㎏/㎠ 22.92㎏/㎠

증) 116%P25.84㎏/㎠ 21.88㎏/㎠

평  균 25.98㎏/㎠ 22.40㎏/㎠

 2) 시험성과표

     

[그림 12] PBT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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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목시방서 변경(안) 필요성

현 행 변 경

인발된 말뚝 홀(공극)에는 주변 지반

침하 및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모르터 

또는 모래로 충진 한다.

말뚝 인발 시에는 주변 지반침하 및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에 영향이 없는 재료(모르터, 

모래 등)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전 채움용 파이프를 

선부착하여 말뚝 인발 시 단계별로 채움 한다.

6. 맺는 말

 본 연구는 지하굴착 완료 후 H형강의 말뚝 인발 시 말뚝부위에 발생되는 잔존 공동으로 인하여 추후 

도로침하 및 지장물 손상 등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므로 잔존 공동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로포장 및 지중에 매설한 파이프라인(도시가스, 수도, 하수도 등) 파손

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토목시방서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시공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2. 도시철도 표준시방서

3. 지하철건설공사 안전관리 편람

4. 지하철 입찰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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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아이디어로 정원문화 확산…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학생정원 공모

 서울시는 국내외 조경, 원예 등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인 정원디자인 공모인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학생정원 공모’를 7월 31일

까지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Link Garden, Think Life(정원을 

통한 지역·일상·사람과의 연결)’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마을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동네정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특히, 학생정원은 박람회 이후에도 주민들이 직접 

정원을 가꾸고 일상 속에서 정원을 만나는 문화가 

중림동·만리동에 피어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창의적인 정원 디자인을 

제안했다.

 제출된 공모신청서는 1차 심사를 거쳐 8월 7일(금)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홈페이지(festival.seoul.go.kr/ 

garden)’를 통해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학생들이 서울로 7017 및 서울역 

도시재생지역인 중림동·만리동 일대에 동네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2〕

서울시, 돈의문박물관마을 건축물에 

1천㎡ 수직정원…7월 10일 개방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로 재탄생한 돈의문박물관마을 외벽 등이 

총 1,000㎡ 규모의 첫 ‘서울형 수직정원(Vertical 

Garden)’으로 변신하였다. 

 서울시는 도시녹화의 새로운 방안으로 토지 없이도 

도심 속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할 수 있는 대규모 

실외 수직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하여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등 인접건축물 

5개동에 ▴벽면녹화 552㎡ ▴옥상녹화 300㎡ 

▴온실 1동(77.35㎡) ▴야간경관조명 등을 조성

하였다.

 ‘서울형 수직정원’은 겨울철에도 푸르게 자라는 

좀눈향, 서양측백, 에메랄드그린 등 목본류와 상록

기린초, 은사초 등 지피·초화류로 사계절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꽃과 나무들로 가득 채워졌다.

 시민들이 수직정원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온실정원, 옥상정원 등을 

마련하였으며 학습과 휴식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수직정원 시범사업을 통하여 

마포구 신수동 주민센터 등 2개소에 수직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수직정원에 대한 기술력 보완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울시 내 공공건축물 수직

정원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32〕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20〕

 〔도시공간개선단 (02)2133-7634〕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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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한강난지캠핑장 12년 

만에 새 단장…‘내년 봄에 만나요’

 서울시가 노후한 한강난지캠핑장 일대 27,000㎡를 

12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해 다양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으로 탈바꿈하여 내년 봄 

재개장한다. 

 캠핑면수를 줄여 캠핑면당 면적이 38% 넓어져 

보다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텐트

부터 침대, 식기세트 등 캠핑도구를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글램핑존’을 비롯해 ‘캠프파이어존’, ‘바비큐존’이 

새롭게 생긴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 총 17,987주의 

수목을 심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개천’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7월7일(화)부터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완공하여 내년 4월 재개장할 예정이다. 공사를 

위해 기존 난지캠핑장 운영은 지난 6월 28일

(일)부터 종료했다. 

 난지캠핑장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연평균 약 16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도심 속 휴식처다. 하지만 

조성된 지 12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 되고 사시

사철 설치돼 있는 텐트의 위생 문제, 텐트 간 

좁은 공간으로 인한 인원 밀집 등의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한강난지캠핑장을 리모델링한다. 핵심은 ➀쾌적한 

공간 조성 ➁다양한 캠핑문화 도입 ③다채로운 

즐길거리 ④풍부한 녹지 확보다. 

 첫째, 캠핑면수를 줄여(172면→124면) 텐트 간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 밀집된 환경을 개선한다. 

면수가 준만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확대

해 총 수용인원은 14% 정도(970명→832명)로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특히 26개 화덕이 있는 별도 ‘바비큐존’을 설치

한다. 기존엔 캠핑장 어디서든지 고기를 구울 수 

있었다면 이제는 캠핑장 이용객은 본인 텐트 앞

에서 캠핑은 하지 않고 바비큐만 즐기러 오는 

사람들은 바비큐존을 이용해야 한다. 바비큐존 

분리로 고기 굽는 냄새를 줄이고 캠핑장 내 혼잡도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상시 노후 텐트가 설치돼 획일화된 기존 

캠핑 형태도 다양화한다. 모든 시설이 갖춰진 

‘글램핑존(5면)’, 지정된 자리에서 캠핑을 즐기는 

‘일반캠핑존(83면)’, 잔디밭에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하는 ‘프리캠핑존(36면)’으로 다양화한다.

 셋째,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조성한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워진 요즘 장작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이자 캠핑족에게 유행인 

‘불멍’을 즐길 수 있도록 ‘캠프파이어존’ 5개소를 

설치한다. 장미향 가득한 ‘향기정원’,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도 생긴다.

 넷째, 다양한 수목 식재로 풍부한 녹지를 조성해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화장실·식수대 등 편의시설도 

보수·개선한다.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02)3780-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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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입찰 공고…2027년 완공

 서울시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목공사 4개 공구에 대한 입찰 

공고(7.13.)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입찰공고 후 약 1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현장설명회를 거쳐 입찰

참가자에게 90일간의 제안서 작성기간을 주게 

되면 11월경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동시에 

우선시공분(Fast-track)도 착공한다.

 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라 영동대로 상에 추진 

중인 3개 광역급행철도와 위례신사선 경전철이 

사업주체와 공사시기가 서로 다름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여 2016년 10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환승

센터 조성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된다.1)

 2016년 기본구상, 2017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7년 10월 국제설계공모,  2018년 2월 이후 

기본설계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2019년 10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광역복합환승

센터로 지정 고시하여 사업기반이 조성되었다.

 영동대로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과 코엑스 

1) 광역급행철도: 삼성동탄선(39.8㎞), GTX-A(45.1㎞), GTX-C(74.2㎞)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 사이 600m 구간 지하에 

폭 63m, 깊이 53m(지하 7층) 규모로 조성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5개 철도교통 환승공간(4~7층)과 

공공상업공간(2~3층)으로 나뉘어 조성되며 기존

도로는 지하화(지하1층)되고 그 위 지상에 녹지

광장(18천㎡)이 들어서게 된다.

 광역복합환승센터의 핵심 디자인 개념은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제안된 ‘라이트 빔’ 유리구조물(폭 

6~9m, 높이 12~20m)이 녹지광장을 중심으로 

남북 480m 구간에 지하 4층까지 설치되어 낮에는 

자연채광이 지하공간을 밝히고 밤에는 실내조명이 

밖으로 표출되어 코엑스, 현대차 GBC와 함께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기본계획, 기본설계과정에서 MP단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토목, 구조, 교통, 

건축, 환경 분야 등 각계 많은 전문가로 자문단과 

설계관리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각종 영향

평가 및 인허가절차를 이행하고 관계기관, 코엑스, 

GBC 등 이해당사자와 논의도 진행하였다.

 공사기간은 약 7년 2개월이며 2027년 말에 완공

될 계획이다. 사업비는 토목공사에 1조 759억 

원이 소요되며 광역급행철도사업, 위례신사선, 

GBC 공공기여금과 주변 교통개선사업 부담금이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는 공사 중에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가 많은 삼성역 사거리 주변은 현재와 

같이 차로수를 유지하고 지역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가 위해 소음과 미세먼지 등은 환경기준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02)3708-2432〕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02)2133-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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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도시공원 무상으로 시민개방 

계약체결…토지보상비 537억 원 절감

 서울시가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수에 나선 가운데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

 시가 민간 소유자와 상호 협의해 도시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지사용계약(무상)’을 

맺는 내용이다. 토지수용을 원치 않는 학교·종교

단체·종중(宗中) 등은 자신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고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

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수용에 따른 갈등‧분쟁을 해결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 시작으로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

공원 등 7개 공원(10개소, 44개 필지) 총 6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무상)2)’을 체결했다.

 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 예정인 토지 면적(0.51㎢)의 약 13%로 토지

보상비 53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02)2133-2086〕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
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
(최초 계약 3년 미만, 계약기간 연장 가능)

‘2020 서울시 안전상’ 후보 추천해

주세요…8.31.까지 접수

 서울시는 ‘2020 서울시 안전상’ 수상 후보자를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 받는다.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서울시 안전상’은 생활 속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시민안전을 위해 애쓰는 시민들을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5명을 시상했다.

 추천대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

으로 노력한 개인, 단체로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주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후보자 추천은 개인,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이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추천서명이 필요하다. 추천서 

및 공적조서 등 추천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서울소식→고시·공고→

2020년 서울특별시 안전상 후보자 추천 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수상후보자는 현장실사 및 공적사실 조사를 

거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02)2133-8042〕

서울시, 7월 22일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 본격 시작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의 대표적 상징

거리인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 구간의 도로공간재편 공사를 7월 

22일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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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와 차질 없는 

공사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장마철 우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교통통제는 휴가철 

도래로 교통량 감소가 시작되는 7월 31일 밤부터 

시행했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공간재편사업을 통해 광화문

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하여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상징하는 서울대표 보행길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가로숲 개념을 도입해 보도 구간을 푸르름

으로 덮을 수 있는 이팝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등 19종의 다양한 나무들을 식재하고 다양한 높이의 

관목, 초화류 등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 녹지대도 

3,328㎡ 가량 규모로 조성한다.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초부터 

도심 곳곳의 VMS(도로전광표지), BIT(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에 공사정보를 표출해왔다.  

 세종대로의 2019년 평균 통행속도는 21.7㎞/h로 

도심부 평균 통행속도인 18.5㎞/h 보다 높아 타 

도로에 비해 원활한 소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로

이나, 기존 9∼12차로에서 7∼9차로로 도로 용량이 

조정(22∼25% 감소)됨에 따라 불가피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지를 2개 구역으로 분리하고 

동시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기간을 단축, 출퇴근 

시간대(06∼09, 17∼22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Ⅰ
구역

1단계 7.22.∼8.9. 시청교차로 → 숭례문교차로

2단계 8.10.∼9.27. 시청교차로 → 세종대로 사거리

3단계 9.29.∼11.13. 세종대로사거리 → 시청교차로

Ⅱ
구역

1단계 7. 22.∼8.16. 서울역교차로 → 숭례문교차로

2단계 8.17.∼9.27. 숭례문교차로 → 시청교차로

3단계 9.28.∼11.25. 숭례문교차로 → 서울역교차로

 또한 공사시행 각 단계별로 신호운영 체계를 

조정하여 세종대로 교통량 집중을 완화한다. 

 이 외에도 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종합

교통대책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종대로 

교통관리 T/F팀’을 구성하고, 교통상황 분석 및 

돌발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교통상황 분석반’, 현장

순찰 및 문제 상황에 즉시 출동·조치를 위한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02)2133-2420〕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567〕

 〔서울지방경찰청 (02)70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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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

하기 위해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

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주감리 대상 확대 및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분야 전담 감리를 별도로 배치하는 등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거시설에 근접

하여 공동육아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

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8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

(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

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분야에 

전담하여 감리하도록 공사기간 동안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함

나. 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

(안 제19조제5항제2호)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해 건축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으로 확대함

다.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조정(안 제19조의2)

  건축법 개정(2020.4.7.)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 적용 건축물 및 역량 있는 

건축사의 증가에 대비하여 신기술의 경우 건설

기술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적용

하는 신기술로 한정하고 역량 있는 건축사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건축설계 공모에 입상한 

자로 한정함

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5)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관련시설의 설치를 목적

으로 처마,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폭 2미터

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함

마. 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산정 완화   

(안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 신설)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바. 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 정비(안 별표 1)

  최근 인구감소 등에 대비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한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에 

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 조경기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기준 

명확화(안 별표15) 

  조경면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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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이 없도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

령령 제30645호, 2020.4.28.) 제정 시 유지

관리 관련규정에 포함되어 함께 삭제된 산출

기준을 다시 명확히 함

아. 현장관리인 현장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16)

  현장관리인의 업무 내실화 및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인이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으로 상향함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76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에 맞춰 인용조문 수정 

및 실적관리 업무 위탁수행 기관 지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

기관 등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에 대한 관리업무 위탁 

수행기관의 업무 범위 일부 조정 (안 ‘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차목 1)호 내지 

4)호 개정)

  건설기술관리협회 :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

하는 주택·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의 

관리업무 

  건설관리협회 :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주택·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감리용역 

외 실적의 관리업무(증명서 발급에 한정)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기계제작결함

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2016-475호)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던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임무, 위원 수,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기본적 

사항은 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7220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위원장의 임무, 회의개최, 위원 해임·해촉 

및 재심의 등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업무 위탁기관 등을 정하고자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3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안 제12조의3 신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하도록 함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3) 위원장은 회의 소집 전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나.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해촉 등

(안 제12조의4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수급

조절위원회’의 위원 해촉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의6)을 준용하여 해임하거나 해촉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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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안 제12조의5 신설)

 1)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 공정한 직무집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당사자·위원은 각각 

제척·기피신청을 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함

 2) 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관련 심의를 중지하도록 함

라.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안 제12조의6 신설)

 1) 당사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

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재심의를 하는 경우 당초 심의·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마. 위원회의 업무 위탁(안 제12조의7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인접·분할 개발하여 

우회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서 높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차인 피해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외

(안 3-5-1(3) 제1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 시 

35% 이상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함

나. 인접개발에 따른 중도위 심의대상에 관리계획 

포함(안 4-2-2(2) 제5항)

  2년 이내에 인접하여 이뤄지는 GB 해제계획과 

관리계획 면적 합계가 30만㎡ 초과 시에도 

중도위 심의를 의무화함

다. 해제 시 사전심사 강화(안 4-2-2(2) 제7항)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자문단을 설치·운영

하여 심사를 강화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8〕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차등배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실태 등에 따른 주민지원 예산 차등배분

(안 별표1)

  주민지원 예산 배분기준 중 구역 관리실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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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중을 당초 10%에서 20%로 강화하고 

사업성과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실적보고서 

평가 신설

나. 기타 관련사업 명칭 현행화 등(안 제7조, 제8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실화를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 향상시키고자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하여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

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안 제2조

제14호 신설)

나. 지하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2항)

다.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한 

협의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부터 제8항 신설)

라.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에서 위촉일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개발 관련 기관·

단체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38조제2항)

마.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에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 제작·발간을 

신설함(안 제42조제1항제5호 신설)

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공

시설인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각각의 

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며 화훼전시 판매시설 

및 주유소 등의 설치자격을 확대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은 부과대상

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정비  

(안 제3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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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안 제41조의2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

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3호바목·버목·저목, 

제5호 마목4)·10))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부대

시설로 허용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서로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을 농업협동

조합·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휴게소·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자격을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374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안 제1조)

  석재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

나.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5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자체

장의 의견 수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등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시행계획 수립 시기, 계획에 포함될 내용,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등

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석재의 채취·가공·유통·판매·수출입 현황 등 조사

내용 및 방법

마. 전문 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강사료·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바.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인력, 시설 등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지정서의 

발급 등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교육훈련 계획의 제출, 교육훈련 실적 보고 등

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

명령 기준 등

자. 석재산업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공모방식에 의한 지원 대상 선정방식 등

차.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0조)

  석재채취 또는 가공업의 등록 요건(자본금,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등록증의 발급, 등록대장

작성·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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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명칭, 대표자,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등

타.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위반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
정지 기준

파. 석재산업의 전시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전통 석재제품 전시시설 설치 등 지원 대상,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하.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석재산업 지원 신청,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석재
산업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등

거. 전통 석재제품 및 명인의 인증·인정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요건(자격증, 수상, 경력, 
기능 등)과 전통 석재제품의 요건(명인의 제작
참여) 및 인증·인정을 위한 기준 등

너. 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6조)

  유효기간 3개월 전 연장신청 안내, 연장 신청 시 
평가기준 및 연장 유효기간(제품인증 : 3년, 
명인인정 : 5년) 등

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등록된 석재채취업 등의 수가 10개소 이상인 
지역 등

러.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타당성 조사의 시행, 지자체의 육성계획 수립·
제출, 석재산업진흥지구 심사단의 구성·운영, 
지정 개요 고시 등

머.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준용

버. 석재산업진흥지구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육성계획 집행실적·향후 집행계획 점검 및 평가,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사유 및 절차 등

서. 석재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지자체장 및 한국임업진흥원에 위임·위탁할 사항 등

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처. 시행령의 시행일(부칙 제1조)

  2021년 2월 19일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294〕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

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하고자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명, 제1조 개정 등)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관련 규정 삭제 필요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044)20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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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전기사용자의 발전원 선택권 보장 등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

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간 개별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기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제3호 신설)

나. “전력거래 절차” 등에 “전기사용자”를 추가하여 

해당 거래 참여자를 명확히 함 (안 제19조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517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소방

시설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며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 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3)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4)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이외의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 수리,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

(안 제20조)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 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

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 허용

(안 제3조제2항제19호)

  산림보호구역내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를 행위

제한에서 허용함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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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5.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교육면제 사유를 정하고, 산지

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

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지진해일·

화산 관측시설 설치 허용(안 제10조)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지진 발생으로 국가적인 

지진관측망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산지전용·일시 

사용제한지역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보전산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 

확대(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현행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기준과 맞추려는 것임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채석단지 지정기준 정비

(안 제39조)

  외부토석의 토석채취허가지로의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허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 면제사유 규정  

(안 제50조의4)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5.26. 공포, 11.27. 

시행)됨에 따라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면제 

사유를 정함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계획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직접 이용되는 산지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

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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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을 

위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정기점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등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나. 과태료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8)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보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폐수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구체적인 폐수처리업체 범위를 정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하여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  

(안 제28조제5항 신설)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하기 위해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측 정보를 취·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측정기기의 측정자료 공개 방법 (안 제37조

제3항 신설)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수처리업자의 

범위(안 별표 7)

   폐수처리업자로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측정기기를 

설치토록 함

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안 별표14의2, 별표17의2)

 1)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자의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조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얻은 금액

으로 함

 2) 폐수처리업 사업자의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7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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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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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차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적격심의

○ 설계평가회의

  - 일    시 : 2020.7.31.(금) 09:0~17:00

  - 장    소 : 서울창업허브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입찰업체 간 설계 토론회 실시

    ∙ 보충·추가 질문 및 진위여부 심의

    ∙ 전문분야 위원별 토의

    ∙ 설계평가사유서 작성 및 채점

    ∙ 감점사항 보고

    ∙ 설계 적격여부 심의 의결(기술제안, 우선시공분)

    ∙ 심의결과 발표(적격여부, 종합점수)

○ 심의결과

입찰업체 설계
적격여부

종합
평가점수 비고

에스케이건설 
컨소시엄 적격 87.31 1위

한신공영 컨소시엄 적격 77.31 2위

■ 제102차 시립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이질재료가 접합되는 외부 마감부분의 방수 

및 기밀성능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공도면을 작성할 것

○ 옥상 태양광판 지지대 고정용 기초판

  - 콘크리트구조 형성 또는 무근콘크리트에 고정 

시 무근콘크리트 두께 200㎜ 이상 및 강도 

210㎏f/㎠ 이상으로 할 것

○ 총 부하설비의 용량이 500㎸A 이하이므로 

특고압 수전을 저압 수전으로 변경 검토 후 

심의위원의 동의를 구할 것

  -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

으로 비교 검토

○ 건축물 전면에 위치한 목재데크A(L-106)는 

변경 검토하되 타 공간에 적용한 바닥포장 

자재 중 건축물 주변 환경과 조화된 색상 선정 필요

  - 쉼터, 산책로, 전망대의 데크 기능과는 차별화

되는 보행자전용 출입 공간 내 설치는 주변 

환경, 건축물과 조화, 유지관리, 내구성 등 

고려함 (변경 예: 인조화강석판석 등)

○ 외부계단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해 바닥재 마감

처리 또는 미끄럼방지 테이프 등 설치를 검토

할 것

■ 제103차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

사업 설계심의

○ 암석원 동선 및 공간계획을 재검토하여 보완

할 것

  - 동선 및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식재를 위한 

정원공간을 확보할 것

○ 습·수생과 건생 식물을 매칭 하여 식재계획을 

보완할 것

○ 현황 및 철거계획도관련 조경과 토목도면 지반

고가 상이함으로 일치시킬 것

○ 곤충 및 새 등이 찾아올 수 있는 소규모 함수

시설 반영을 검토할 것

○ 제거예정수목에 대한 현장 재활용을 검토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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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 토목 등 복합공종으로 적정공사기간이 

산정될 수 있도록 단계별 세부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 흙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대상지 여건상 경사가 

급하고 동절기 및 우기 시 미끄러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줄눈작업 등 구간별 시공

방법을 보완할 것

■ 제104차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공사설계 설명서(공사시방서) 작성 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도록 하고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활용서를 작성할 것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

영향평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것

○ 내진설계는 2017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을 

적용할 것

○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고려하여 주차장 진출입부 

안전설계를 하고 공사 중 통행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

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는 

등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할 것

■ 제105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심의

○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 공사 

시행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빛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교통여건변화에 대한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필요

○ 포장단면 설계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고 신설 

포장 및 기존 포장 절삭구간의 포장단면 단차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보도와의 단차(턱)를 

두거나 띠녹지를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설계를 

시행하기 바람(이동식 플랜터 지양)

○ 광장중심부 900×900 보도설치와 관련하여 

판석 두께는 차량하중을 고려하여 휨, 피로 

등 세부시험을 거쳐 결정하기 바라며 장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제작 시 예비수량 확보 

필요

○ 장테이블 설치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기초 등 

구조계산이 필요하며 두께, 크기 등 조정 필요

○ 수종 선정 시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규격 등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실제로 광장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106차 연희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공사 

설계심의

○ 출입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코어1의 엘리베이터를 

병용 사용 할 경우 사용 밀집도가 높아지므로 

코어 홀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휘트니스센터와 

수영장 내부에서 전실공간을 확보하여 밀집을 

분산시킬 것

○ 수영장 중간 조경 아트리움 공간은 이용객의 

사고에 대한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므로 위치 

이동 또는 축소를 고려하고 수영장 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 결로방지용 박스 및 전선관 시공 시 결로방지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것

○ 공사 중 흡수정 구조에 대한 부력 안전성을 

검토하고 영구 배수공법 적용 시 사업지 주변 

지하수위변화를 검토할 것

○ 스트러트(Strut)공법 적용 시 가시설 구조체를 

반영한 지하층 구조체 시공방법을 제시할 것

(콘크리트 시공이음, 방수이음, 철금이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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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성 외 식재 생육을 위한 조건을 보완할 것

(관수, 배수, 토심, 환기, 수종채택 등)

■ 제107차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설계심의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내용에 반영할 것

○ 20m 확장도로 사면보호공인 개비온 옹벽의 

높이가 7∼8m 정도로 위압감이 있으므로 안정성 

검토를 시행하기 바라며 또한, 유지관리측면

에서 내구연한이 20년 정도이므로 항구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리수로78길 개선 및 고덕로79길 확장 관련 

교통현황 및 장래수요에 대한 교통량과 서비스

수준 등을 분석하고 개선여부를 제시할 것

○ 흙막이 가시설 배면 지하수위가 GL-3.1m로 

굴착과정에서 지하수 누수로 인하여 주변 지반 

침하 및 가시설 안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차수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Section C-C구간 가설앵커와 쏘일네일의 시공에 

있어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순서를 보고서에 

제시할 것

○ 어스앵커의 정착장은 N치 30 이상의 지반에 

정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설계에는 N치 

30 이하 지반에 정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흙막이 가시설 엄지말뚝(H파-pile)의 근입 깊이는 

N치가 50 이상인 지반에서는 3m 정도면 충분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설계에는 약 3∼8m로 

반영되어 있어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

○ 야간조명타워 설치 등에 대비해 인입간선시설이 

충분한지 검토할 것

■ 제108차 9호선 4단계 연장사업(1∼3공구) 

공기적정성 심의

○ 본 사업기간은 80개월로, 3개 공구 동시 개통을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80개월을 초과하는 2공구의 

일부 구간을 3공구에 편입·조정하는 조건으로 

공기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사 착수 시기는 우선 시공분 착수로 

하되 공사 착수 후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공사

지연기간은 공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109차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 설계심의

○ 본 건물은 구조형식이 RC조와 SRC조이며 장스팬과 

캔틸레버보 그리고 기초 단차 등 복합한 구조

형식이 존재하므로 특수구조 건물에 준하는 

공정만이라도 원 구조설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자에게 시공 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 국가지하수 보조관측망의 1년간 수위자료를 

기준으로 최대 수위 +2.0m를 차수그라우트 

시공위치로 결정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명확한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또한 시공위치는 

지하매설물의 근입 깊이를 고려하여야 함. 굴토에 

따른 지반침하 발생에 의한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주차장 램프 바닥면은 누름콘크리트를 반영

하고 단순 그루빙(Grooving) 형태의 조면 

처리는 파손 등 하자발생이 다수 발생되므로 

조면 링 사용 등 타 공법으로의 변경을 검토

할 것

○ 글로벌 협력동∼연구시험동 연결통로의 연결부 

접합 상세 및 교각부 구조를 포함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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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설비 기초단면 상세도의 기초설치에 
대하여 시공업체 구분을 설계도면에 반영할 것

■ 제110차 묵2동 장미마을 보행친화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토공설계 시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토석자원을 재활용하고 토취장 개발을 
줄여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도록 하고 개정된 시방서는 
코드화된 표준시방서(KCS)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활용서를 추가 작성토록 할 것

○ 조경설계 기본방향에 “특화가로의 기본 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경관성과 안정성, 
실용성과 환경적응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식재설계’ 및 ‘시설물 설계’ 
내용을 보완할 것

○ 소규모 문화공간과 휴게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계획하는 ‘가로포켓공원’의 경우 주민들이 원활히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하고 
가능한 최대의 폭원을 확보하여 그늘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제111차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공사 
설계심의

○ 직통계단, 피난계단의 연속성(3층 부분)을 확보
할 것

○ 동측 1층 이사짐, 택배, 분리수거 등 차량의 
회차 공간을 확보할 것

○ 전이층 TG-TC 단면의 곡률 부분에 대한 시공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이층 대단면 합성보-합성기둥 접합부에 대한 
설계 근거 및 접합부 상세를 제시할 것

○ 기초 깊이 및 두께가 다양하고 간섭되는 부위가 
있으므로 기초 구조단면도를 작성할 것

○ 전열교환기 급배기 말단부를 발코니 외벽측 

끝단으로 연장을 검토할 것

○ 주열식 벽체의 근입은 풍화암 1.0m까지 근입을 

원칙으로 하여 검토할 것

○ 펌프장 주변 기초 굴착 및 가시설 설치계획을 

제시할 것

○ 신재생에너지 설비 포함 각종 장비선정 근거, 

계산서 및 도면을 제시할 것

○ 공동주택 거주자를 고려하여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할 것

○ 공동주택 이용 동선과 펌프장의 동선을 분리

할 것

○ 펌프장을 포함하여 화재 시 소방대책을 검토

할 것

■ 제112∼115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1∼4공구)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민자터널 개통시기와 연계하여 구간별 공사

(1,4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설계를 추진

하기 바라며 각 공구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제시할 것

○ 공구별 단계별 개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사무소 위치·규모, 운영방식 등 계획을 

수립할 것

○ 노선 및 구조물 계획 시 기존도로 연결로, 중랑천 

양안 하천정비계획, 민자도로, 본선터널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BIM설계 도입 필요성 

검토

○ 연결로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속도 이상의 충분한 

가·감속차로를 확보하여 본선에 미치는 교통

영향 최소화

○ 설계지침 관련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국토부)’, ‘도시지역도로 설계가이드(국토부)’,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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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 단계에서 환기소 예상 위치 및 터널 
출구 인근에 대한 대기실 예측 시뮬레이션 
수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공기정화
시설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환경
분야 설계 참여 및 대기질 예측 시뮬레이션 
수행 추가

○ 피난·화재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피난·대피
시설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제116차 잠실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진단 중 시행된 접속교 보수·보강공사(LMC
포장, 탄소봉 보강, 단면보수 등) 시행 경위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강 전·후의 
상태평가,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를 수록하여 차기 점검 및 진단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된 받침(2경간
연속교, 램프B, 램프G)에 대한 대책 검토 시 
받침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 전·후의 내진성능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성에 대해 분석 
후 유지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보수·보강 우선순위 산정 시 즉시 조치가 필요한 
내용이 2,3순위로 지정된 것이 다수 발견되므로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할 것

■ 제117차 대모산 자락길(무장애 나눔길) 
3구간 조성사업 설계심의

○ 현재 계획 노선 외에 기존 등산로 활용 및 
연결성, 자연환경 훼손을 고려한 대안을 검토
하여 최적의 노선계획을 마련하고 폐쇄되는 
기존 샛길에는 주변 산림 식생으로 복원을 
검토할 것

○ 조류를 위한 둥지, 곤충·양서류를 위한 돌무
더기 설치(현장 발생 토석 활용)를 검토할 것

○ 데크로드 하부 식생복원 시에는 주변의 자생
수종을 도입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보완
할 것

○ 대모산 자락길 조성사업이 3구간으로 완료됨에 

따라 전체 구간의 노선, 주변 공원시설 등 안내

체계 일제 정비를 검토할 것

○ 토지사용협의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제118차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사업 재설계 

용역(가설교량 포함) 공기적정성 심의

○ 당초 55개월에서 58개월로 공사기간을 조정함

  - 공중비계 설치에 필요한 바지, 예인선, 크레인 

등의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우기 등을 고려

하여 공사기간에 반영

  - 기존 바닥판 철거 후 블록아웃부 등 설계서와의 

상이점을 확인하여 바닥판 제작 및 편집 작업이 

진행되도록 보완하고 거치 후 연결부 등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에 필요한 소요 일수를 반영

  - 거더 상부 잔존 콘크리트 깨기는 실제적인 

기계 및 인력 깨기를 적용

  - 수상구간 가설교량 벤트조립 및 거치에 필요한 

작업일수 조정

○ 산정한 공사 준비기간 내 교통규제심의, 하천

점용허가, 바지선 접안용 선착장 용량 및 관련 

협의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이행할 것

○ 대부분 수상구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의 실제 시공

사례에서 가설교량 설치 및 철거, 낙하물 방지

비계 설치 및 철거, 바닥판 철거와 제작 및 

신설 등 주요 공종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가능량 

및 작업소요일수를 비교 확인할 것

○ 참고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설교량(복공판)을 3년 이상 공용토록 

계획되어 유지관리 어려움 및 시민불편·민원 

등이 예상되니 대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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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공사(건축시스템) 

공기적적성 심의

○ 본 심의결과는 선행공사(토목공사)의 간섭에 

따른 공정진행의 장애가 없는 조건을 가정하여 

심의 의결되었으므로 공정 간 간섭 발생 시 

추가공사기간 재산정 필요

○ 동 공사(2개 공구)는 토목분야(4개 공구)와 

분리하여 발주되어 전체 공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자 및 자재투입 수직 

동선의 혼선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동선 마련’ 

또는 ‘수직 작업 루트 독점 예방’ 등 공구별 

동선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분야별 별도 발주방식으로 건설공사 시공 중 

건설업체별 인수인계 및 기타 인터페이스 협

의가 구속력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인터페이스 전담(전문)조

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가설공사계획이 사전에 철저하게 수립되어야 함

  - 지하 총 층수는 7층이나 주요 작업은 지하1층

∼지하4층(4개층)으로 작업의 동선이 수직

보다 수평적인 작업계획으로 공사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인력의 이동, 대량의 자재 이동에 

대한 동선계획 반영 필요

■ 제120차 바람길숲 조성사업 설계심의

○ 확산숲 대상지 증 ‘덕성여대’ 교내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 필요

○ 안양천에 식재계획인 물억새는 식재물량이 

대규모로 수급관리 및 시공성 향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함

○ 강북구 삼양동의 주택가 옥상화분 설치는 주민

들의 동의 및 유지관리 측면 시범사업 대상지

로서의 사업효과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

○ 발주부서에서는 시범사업으로서의 상징성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행방안 

마련 및 관련 데이터 구축 필요

■ 제122차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상업·업무시설이 밀집한 구역 내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보행안전 및 환경 민원 등을 

고려한 우회 보행동선 체계 및 각종 부대시설 

계획 수립 필요

○ 기존 지하구조물(통로) 연결부에 대하여 누수 

등에 대비한 철저한 방수 및 배수 대책 필요

○ 설계경제성(VE) 검토 요청 시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 

구분 없이 1회 이상 실시하되 기본설계 단계

에서 설계심의 2개월 전 검토 요청

○ 주요 구조물은 한계상태설계법 등 최신의 설계

기법을 적용해야 하며 설계조건에 따라 구조

계산 및 기존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 시추조사는 시설물이 설치되는 구간에 대하여 

NX size 이중코어배럴을 사용하고 풍화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삼중코어배럴 등을 사용하여 

코어 회수율을 높이기 바람

○ 측량 등 각종 조사 및 자료 수집 시 사용 장비에 

대해서는 검·교정 시험서를 첨부

○ 청진공원 하부 지하 보행통로 설치 후 상부 

공원 원상회복 설계가 본 과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명확한 과업범위 제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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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126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토목1~4공구) 건설사업관리계획 용역발주심의

○ 도심지 혼잡구간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

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굴착공사 경험이 

많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를 선정하여 도심지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 바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

행지침’을 준수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업무 시행 철저

○ 공구 분할에 따른 총괄 사업관리 기능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과업내용에 포함

시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전문기술력을 확보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발주청을 대신하여 관리감독하고 품질관리와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

  - 기술인 역량이 중요한 사업이므로 경험과 기

술력이 우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하

기 위해 기술인평가 방식 등 도입 필요

○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

행령 제59조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계획 변경 관리 필요

■ 제127차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설계심의

○ 운영계획 조기 수립으로 스토링텔링 공간 조성 

검토할 것

  - 별도발주 공사 리스트화 필요(가구, 전시기획, 

농업도서관/인테리어 등)

  - 농한기 외부공간 활용계획(논 → 눈썰매장) 

수립

  - 운영프로그램 설정으로 내부공간 시설배치

(롤스크린, 칠판 등) 필요

○ 태양광 구조물 설치 시 방수층에 지장 없도록 

건축과 사전 인터페이스 및 중량물에 따른 

구조기술사 안전 검증 필요

○ 우수를 최대한 활용한 시설이여야 하며 야간에 

수직정원에 조명효과로 경관성 향상 검토할 것

○ 중수 인입수압을 고려하여 저층부는 직결급수를 

검토할 것

  - 중수도 펌프의 용량 및 운전시간 감소로 에너지 

절약 효과

○ 에너지효율계획(1등급 이상), ZEB 인증 등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적용 및 검토내용 등을 설계도서

(보고서)에 수록할 것

○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의견에 대해 검토 후 

박종수 위원의 확인을 받아 추진할 것

■ 제128차 로봇과학관 건립공사 설계심의

○ 건물 외장설계가 비정형으로 설계되어 패널 

제작 및 시공 시 BIM을 활용해야 하므로 공사비 

내역서에 반영 검토할 것 (비정형 외장공사의 

품질향상)

○ 폭우 시 배수능력 확보를 위해 건물 지하층 

차량 입구에 설치하는 무소음 트렌치 폭과 

깊이를 충분하게 설계하고 지붕 드레인 폭 

확보 및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

○ 화상회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 사면구배계획에 따른 사면 안정성 검토를 실

시하고 지하수위를 감안한 차수계획은 별도

로 적용할 것

○ 지반조사 실시기간이 갈수기인 10월에 실시

한 바 우기 시 대비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노출콘크리트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주출

입구의 노출콘크리트 설계는 설계개념을 정

확하게 설정하여 디자인 마감이 우수하도록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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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19차 방학동 723주변 외 1개소 배수개선 

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24건을 제안하여 21건 채택 

(채택률 87.5%)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9,983백만 원에서 99백만 원 절감

(절감률 1.0%)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0% 3.6% 4.4%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방류구 공사 시 Open Cut 공법으로 변경

      ⇒ 가시설공사 물량감소를 통한 경제성 

및 현장 대응성 향상(감액 11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재검토

      ⇒ SGR 그라우팅 효율적 적용으로 경제성 

향상 (감액 28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무근콘크리트 타설 시 wire-mesh 설치

      ⇒ 유수흐름에 의한 패임 및 탈락을 방지 

(증액 0.4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하수박스 추진관 크기 변경

      ⇒ 추진관경 확대로 시공성 향상 및 추진관 

수량축소로 공사비 절감(감액 53백만 원)

■ 제20차 양재대로 지하차도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33건을 제안하여 26건 채택 

(채택률 79%)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5,760백만 원에서 2,085백만 원 절감

(절감률 34.7%)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34.7% 10.4% 69.1%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지하차도 내 구조물 최소화

      ⇒ 상부 차로 확보가 불필요한 구간은 

구조물을 미설치해 시공성 향상 및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민원 감소

         (감액 1,930백만 원)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성 향상

    ∙ 지하차도 마감벽 삭제

      ⇒ 평상 시에는 유지관리 통로로 활용, 

내부 사고 시는 피난통로로 사용 

        (감액 35백만 원)

  - 교통효율성 향상

    ∙ 일원지하차도 상부 좌회전 대기공간 추가 

확보

      ⇒ 좌회전 대기 차로 확보(3차로→4차로)로 

교통혼잡 완호, 교차로 서비스 수준 

향상 (감액 8백만 원)

  - 민원 최소화

    ∙ 세륜시설을 추가 설치

      ⇒ 세륜세차시설 적용에 따른 분진 및 청소

관련 민원 최소화 (증액 16백만 원)

■ 제21차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74건을 제안하여 64건 채택 

(채택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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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6,204백만 원에서 213백만 원 절감

(절감률 3.4%)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3.4% 26.0% 30.5%

○ 주요대안내용

  - 이용편의성 개선

    ∙ 기존 옹벽 존치 하부에 신규옹벽 신설 후 

주차장 설치 (감액 106백만 원)

  - 이용편의성 개선

    ∙ 지하층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

      (감액 85백만 원)

  - 경제성 개선

    ∙ 이중천장구간 통신 배관/배선을 라이트웨이

(일체형 배관/배선)로 적용 (감액 18백만 원)

■ 제22차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저감 숲 조성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53건을 제안하여 43건 채택 

(채택률 81%)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4,304백만 원에서 738백만 원 절감

(절감률 5.2%)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5.2% 22.4% 29.5%

○ 주요대안내용

  - 계획성 향상

    ∙ 식물매트 식재구간 조정

      ⇒ 식재효과는 유지하면서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 (감액 50백만 원)

  - 환경성 향상

    ∙ 대군락형 다층식재 적용

      ⇒ 미세먼지 흡착효과 증진 및 통시성 확보 

(증액 46백만 원)

  - 안정성 향상

    ∙ 개비온 옹벽의 접합부 고정방식 변경

      ⇒ 옹벽의 전도 방지로 구조물 안정성 확보

  - 시공성 향상

    ∙ 다짐장비(플레이트콤팩터, 램머) 일체화

      ⇒ 장비의 일체화로 시공성 향상

         (감액 47백만 원)

■ 제23차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49건을 제안하여 46건 채택 

(채택률 93.8%)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2,522백만 원에서 497백만 원 절감

(절감률 4.0%)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4.0% 10.6% 10.7%

○ 주요대안내용

  - 민원 최소화

    ∙ 대각선 횡단보도 삭제

      ⇒ 대각선 횡단보도 삭제 및 신호현시 조정

으로 차량 지체 최소화 (감액 26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STA.2+280 지점 유턴차로 설치 재검토

      ⇒ 유턴 차로를 확보하여 차량의 원활한 

주행 가능 (감액 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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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성 향상

    ∙ 교통섬 구간 보도를 축소하고 녹지 확대

      ⇒ 걷기 좋은 거리 내 녹지대 확보 및 

수목 추가로 보행편의성 제공

         (증액 23백만 원)

■ 제25차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90건을 제안하여 74건 채택 

(채택률 82.2%)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직접공사비 4,729백만 원에서 96백만 원 절감

(절감률 2.0%)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0% 2.3% 4.2%

○ 주요대안내용

  - 계획성 향상

    ∙ 주변 아파트 보행연결 육교 조성

      ⇒ 이용성·안전성 향상 및 사고 방지

         (증액 24백만 원)

  - 안전(정)성 향상

    ∙ 교차로와 보행로 접점부 등에 자전거 속

도 저감 포장(그루빙)을 적용

      ⇒ 보행 안전성 향상 (증액 5백만 원)

  - 환경성 향상

    ∙ 노량대교 스카이라이트 구간 조정

      ⇒ 가로등 주변으로 국한하여 적용함으로써 

유지관리용이성 확보

         (감액 101백만 원)

2020년 7월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주요 내용

■ 제4차 신림6배수지 내부 방식공사에 적용할 

신기술의 적정성 심의

○ 보수재료의 층간 재건조 시간을 명확히 제시

하고 표면온도가 이슬점(Dew point) 온도(3℃) 

이상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기준을 보완

할 것

○ 사용 도료의 품질 인증(KC인증)은 현장배합도

에도 적용하도록 할 것

○ 현장시공 후 부착강도 검사방법 및 관리기준은 

균열, Joint부 단차 등 결함종류별 보수 요령을 

시방서에 상세히 명기할 것

○ 해당 배수지 내부에 도막계와 패널계가 동시에 

시공됨에 따른 이질 재료 간 연결부위의 수밀성에 

대한 대응대책을 수립할 것

○ 피도면 수분 응축 방지를 위해 도료의 가시

시간 내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방기준을 

보완할 것

○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도막식 방식 공법 

표준시방서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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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철근 사이에 평면상 팔각형의 나선형 보조 띠철근이 연속되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KSS 공법) (제889호)
(보호기간 :  2020. 5. 28. ～ 2028. 5. 2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띠철근 사이에 평면상 팔각형의 고강도 나선형 보조띠철근이 연속된 나선형 띠철근을 

이용하여 심부 콘크리트의 구속효과와 주철근의 좌굴강도를 증대시켜 기둥의 연성능력과 에너지 

소산능력을 향상시키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에 관한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개요

      평면상 사각형 형상의 띠철근과 평면상 팔각형 

형상의 나선형 내부 보조 띠철근으로 구성된다. 

띠철근은 동일 평면에서 구성되어 기둥의 

모서리 주철근을 감싸면서 배근되고 나선형 

내부 보조 띠철근은 기둥의 각 변의 중앙부에 

위치한 주철근을 감싸면서 배근된다. 

  (2) 신기술의 시공순서

       나선형 띠철근은 띠철근과 나선형 철근이 묶음 단위로 공장 제작되어 현장으로 운반되고 기둥 

주철근의 하부에 끼움 결합된 후 기둥 상부로 펼침 이동된다. 기둥 전 길이에 띠철근 배근 과정을 

반복공정 없이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으며 내부 보조 띠철근이 띠철근과 일체로 제작되므로 

별도의 배근 작업 없이 최소한의 현장 기능 인력만으로 기둥 철근의 조립을 완성할 수 있다.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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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번호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
금액, 원)

1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4차 현장

㈜양주옥정
4차주택위탁
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대림산업㈜
2018.03.

~
2020.12.

24개동
지하1층
자성25층
2,038세대

348,008,000,000
(570,000)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외를 통틀어서 많은 구조 형식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철근콘크리트 구조형식이며 신기술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건축물의 기둥, 특히 가장 대중적인 각형기둥에 적용될 수 있는 공법으로 

기둥의 연성거동 및 구조성능이 검증되었고 시공성이 우수하므로 기존기술 대비 경쟁 우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최근 두 차례의 강진으로 기둥의 취성파괴 경험을 겪은바 기둥의 심부 콘크리트의 횡구속 효과를 

증대시켜 연성거동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산면적을 증가시켜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나선형 

띠철근 공법인 신기술은 그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인건비 상승 및 52시간제 시행 등의 시장여건에서 신기술은 나선형 띠철근의 기둥 배근 시 

펼침 시공으로 시공의 단순화, 획기적인 공기 단축으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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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가장 일반적으로 설계 및 적용되고 있는 크로스타이 공법인 기존 기술은 90° 갈고리가 터짐

으로 횡구성 능력 소실하게 되어 주철근 좌굴 발생하는 반면, 신기술은 나선형 띠철근에 의하여 

심부 콘크리트의 횡구속 면적이 증가하고 주철근을 효과적으로 구속하여 주철근의 좌굴 발생 

방지와 함께 심부 콘크리트의 횡구속 면적 증대로 연성거동을 증대시켜 기술 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나선형 띠철근 가공 및 조립)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    계
나선형 

이형철선 10mm ton 0.351 1,300,000 1,300,000

철근 
현장조립 보통 ton 0.351 　 489,498 　 489,498

소철선
(어닐링)

#20, 
0.9mm kg 2.2815 1,420 　 　 1,420

  (2) 공사비(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e편한세상 신축공사 현장)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비고

주철근 공사비 주철근 조립 1,233,443 주철근 조립 1,233,443 공통

횡보강근 공사비 나선형 띠철근 
조립 및 가공 631,352

띠철근 가공 및 
조립 403,911

크로스타이 가공 
및 조립 425,662

계 829,573
결과 약 23.9%의 횡보강근 공사비 절감

  (3) 공사기간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500 x 500 단면 21분 12초 56분 12초
600 x 400 단면 17분 38초 54분 10초

결과 약 32.6 ~ 37.7%의 공사기간 단축

  (4) 유지관리비

       신기술은 RC 기둥에서 보조 띠철근의 배근 및 설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콘크리트 타설 후

에는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또는 장비의 투입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아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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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은 기존기술 대비 횡보 강근·강재량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소요되는 강재와 강재를 시공

현장으로 운반하는 수송량이 절감되므로 환경부하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기술 대비 물량 

감소에 따른 CO₂배출량도 감소되므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환경부하량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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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내부에 경량기포 모르타르를 충전한

터널용 강지보재 제작 및 시공 기술(제890호)
(보호기간 :  2020. 6. 1. ～ 2028. 5. 3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터널형상을 따라 강관을 밴딩(Banding)한 이후 강관 내부에 경량기포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제작한 강관지보에 보강철근을 추가하여 강관지보를 제작하고 상반지보 간 연결체결부는 

소켓삽입 방식으로 시공하고 상·하반지보 간 연결체결부는 돌출형 이음부를 볼트로 체결하는 방식

으로 터널용 강지보재를 시공하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좌우측 강지보 연결 2. 연결재 설치 3. 숏크리트 타설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자 터널길이(m) 공사시간 시공위치 총공사금액
(백만 원)

국도17호선 완주 
용복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차)

전주국토
관리사무소 350m 2017.06.16.

~2017.11.23.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일원

2,034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1,200m 2018.08.20.

~2019.5.16.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6길 

35 일원
2,559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 

(1공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1,600m 2019.7.19.

~2019.9.30.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64,380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900m 2019.9.2.

~시공 중 안동-영덕 도로 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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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발주자 터널길이(m) 공사시간 시공위치 총공사금액
(백만 원)

우주입자 연구시설
1단계 터널공사

기초과학
연구원 1,800m 2019.3.25.

~2019.5.10.
강원도 정선군
한덕철강 내 20,000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1,600m 2019.10.18.

~시공 중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만수로 1135

44,200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 간 

건설공사(제2공구)
한국도로공사 2,200m 2019.11.18.

~시공 중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우안서로 349

12,000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 간 

건설공사(제5공구)
한국도로공사 1,800m 2019.11.18.

~시공 중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536번지

11,000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발주되는 GTX-A, B, C, 수도권 경전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은 터널 구조물이 

전체 구조물의 90% 이상 차지하는 등 향후 터널 시장은 일반적 SOC 시장과는 상반되게 확대

될 예정이다. 

     본 신기술은 현장 적용된 지 2년 만에 현재까지 설계에 30여건 반영하는 등 총 8건의 시공실적을 

바탕으로 턴키(Turn Key)시장과 민자사업 및 재정사업에 빠르게 설계 반영이 되고 있다.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출원된 4개국에 해외 진출할 예정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특허 제10-1029284호 신기술 특허 제10-1257106호

공법
개요

∙ 기존 격자재인 보강재 변경 및 
이동으로 구조적 취약부를 
보강하여 성능과 강성 및 내력 
향상

∙ 터널형상에 맞도록 밴딩된 
강관내부에 경량콘크리트가 
충전되어 강관과 콘크리트 
상호 간의 구속효과로 
변형성능, 강성 및 내력 향상

∙ 인장부에 보강철근을 적용하여 
휨강도 및 시공성 향상

∙ 상하 평면부를 갖는 타원형 요철 
(나사마디봉강 사용)

∙ 사각형 단면구조 및 일정 간격의 
수직부재 사용

특징

∙ 지보재 배면 숏크리트와 밀실한 
시공으로 방수효과 및 숏크리트 
결합력 우수

∙ 개선된 스파이더와 강봉 간 
선 접촉을 하여 직선 용접이 
되므로 용접이 양호하며 
최적의 조합으로 지지성능 향상 
(7∼20%)

∙ 용접개소가 1조당 600∼700개소

∙ 강지보재의 취약부인 상반 연결부 
소켓삽입방식 적용으로 일반부 
동등이상의 강성 확보로 설계 
기준 적합

∙ 강성우수로 높은 강성이 요구 
되는 경우 조기 안정성 확보 우수

∙ 강지보재의 용접부위 최소화 
및 공장생산으로 품질 향상

∙ 내진저항성이 우수한 CFT구조  
적용으로 내진성 향상

∙ 강봉 간 면용접으로 용접부 
성능 향상

∙ 표면 요철로 인한 숏크리트와의 
부착력 증대

∙ 수직부재 사용으로 강성이 
증가됨

∙ 용접개소가 1조당 500∼600개소

시공성

∙ H형 강지보에 비해 40∼60% 정도 
가볍기 때문에 운반 및 설치 
용이

∙ 상반지보 체결방식이 소켓삽입 
방식으로 인력작업 최소화로 
시공성 우수

∙ 연결고리에 붙은 숏크리트 
제거 용이로 인해 시공성이 
30% 이상 향상

∙ H형 강지보에 비해 40∼60% 
정도 가볍기 때문에 운반 및 
설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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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존 공법은 용접을 통한 생산으로 자동생산이 어려우나, 신기술은 밴딩의 자동화와 구조적 

용접 개소를 제로화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제작비의 절감뿐만 아니라 제품의 단순화를 통한 

품질관리의 용이성으로 터널 지보재의 표준화, 규격화 및 지보재 시스템화를 진행하고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지금까지 터널 격자지보는 트러스트 구조 범주 내에서 유사한 특허 제품이 출시되었으나, 신

기술은 강관에 경량몰탈을 충진하여 그 구속력을 이용하는 CFT구조(Concrete Filled steel 

Tube)이다. 터널 강지보재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되는 기술로 지금까지 건축분야와 교량

분야에서 적용된 실적과 지보재 구성을 단순화시킴으로써 국내외 기술 차별화 및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국내외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터널길이 1km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B군 터널 C군 터널

재료비 노무비 경비비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비 계

신기술 22.18 31.26 49.54 102.98 12.32 18.90 25.20 56.43

일반격자지보 22.44 31.76 50.06 104.26 12.48 19.15 25.51 57.15

절감액 0.26 0.50 0.52 1.28 0.16 0.25 0.31 0.72

* B군터널 기준 기존기술은 총 공사기간이 24.8개월이고 신기술의 총 공사기간은 24.5개월로 0.3개월 단축됨
* C군터널 기준 기존기술은 총 공사기간이 28개월이고 신기술의 총 공사기간은 27.8개월로 0.2개월 단축됨

  (2) 공사비

구분 B군터널 백만 원 C군터널 백만 원

공종 일반격자지보 신기술 절감액 일반격자지보 신기술 절감액

굴착 2,864 2,837 ▼27 5,841 5,776 ▼64

숏크리트 732 719 ▼13 1,273 1,244 ▼28

임시환기 350 344 ▼6 420 415 ▼5

임시배수 40 40 - 49 47 ▼2

임시전기 455 448 ▼6 510 505 ▼5

작업용대차 360 353 ▼6 431 426 ▼5

폐수처리시설 367 363 ▼5 423 418 ▼5

자재 415 407 ▼8 714 698 ▼16

계 5,582 5,511 ▼71 9,660 9,53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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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구분 공종 일반격자지보 강관지보재 단축기간

B군터널

굴착 및 라이닝

24.8개월 24.5개월 0.3개월

C군터널 24.0개월 23.8개월 0.2개월

임시시설(환기, 전기, 배수, 폐수)은 굴착 및 라이닝 공사기간 내에 포함됨.

  (4) 유지관리비

       본 기술은 터널 굴착 후 초기 터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공되는 강지보재로 시공완료 후 

공백시기 없이 숏크리트가 타설되어 완전 매립되는 관계로 시공 후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없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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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관에 충진되어 충진 된 양만큼의 숏크리트 타설량이 감소되어 환경오염에 원인이 되는 폐

강섬유 숏크리트가 감소된다. 신기술은 기존 기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용접부를 최소화한 

기술로 용접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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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 방향

 영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스트럭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란 전기·전자 및 기술, 통신을 사용하여 

교통 관련 정보, 효율적인 이동성과 운송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 자동차도로, 자율차량, 

도시 간 교통 관리, 속도 제한의 시행, 교통안전 

및 보안, 이동성 개선 등이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의 인프라를 최적화하여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에서 환경적 편익이 높고 

금융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대중교통 

이용, 대기질 개선, 전기자동차를 위한 기반시설 

및 보다 나은 교통정보 제공 등에 대한 시민의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스마트 교통인프라는 

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시민 건강에 더 유리하다. 자동차 배기

가스는 건강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2010년도 하버드 위험분석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Levy, Buonocore and Stackelberg 2010) 

2005년 미국에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40억 달러에 달했고 3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

했다고 한다. 영국 런던의 경우에는 대기질 관련 

질병으로 연간 4,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런던 전체를 아우르는 초

저배출 구역(Ultra Low Emission Zone: ULEZ)이 

지정되었고, 초저배출 구역이 지정한 기준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동통신 및 첨단 지도 

기술과 차량 시스템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통인프라를 도입할 경우 영국은 14%의 연료와 

연간 최대 290만 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량도 

줄어들 것을 뜻한다.

 둘째로 스마트 자동차도로의 시범 운영 결과, 

안전상으로도 스마트 교통인프라가 장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 자동차도로인 M42 파일럿 

제도를 운용한 지 3년 후인 2011년 발간된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4차선 도로 기준 가변 속도 제한이 

있는 경우 월 2.25건의 상해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MacDonald 2011). 기존 가변 속도 

제한이 없는 도로에서 월 5.09건의 상해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로 약 

56%가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동 시간은 

16% 줄어들고 이동 시간 변동성은 22% 감소하여 

이동 시간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소음 수준 또한 2.1dB(A) 감소했으며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은 모두 4% 감소했다.

 셋째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대중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는 발권을 직접 기다려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감소하였다. 전자 항공권 

발행을 통해 더 빠르고 쉬운 여행이 가능해졌고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여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로 스마트 교통인프라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다. 2011년 ITS America는 미국 교통부가 

후원한 연구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을 미국 경제의 주요 부문

으로 파악했다. 2009년 기준 매출 480억 달러를 

기록했고 3천 개의 기업은 44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수입은 컴퓨터, 영화, 

인터넷 광고 기업의 수입보다 많았다.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시장은 260억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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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서 390억 달러 사이에 이를 것으로 예측

된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생각해보자. 차량에 

인공지능 교통시스템 기기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자동차보험 산업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젊은 운전자

에겐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 보험 상품을 통한 

고위험 운전자에게 위치 및 타이밍 제한을 부과

함으로써 안전상의 이득이 있다. 도로 가격 책정 

및 혼잡 요금 부과의 도입은 주요 경제 및 환경, 

교통 관리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영국의 경우 

유럽 내에서 가장 혼잡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적인 혼잡 관리 이익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1] 버킹엄셔(Buckinghamshire) Live Labs 프로젝트

 영국은 스마트 교통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근의 

라이브 랩(Live Labs) 프로젝트는 랭커스터(Lancaster) 

공대가 주도하는 버킹엄셔(Buckinghamshire) 

에일즈버리 가든 타운(Aylesbury Garden Town)을 

대상지로 한 스마트 인프라 시범사업이다. 영국 

교통부로부터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약 340억 원의 

프로젝트로서 무선 통신 센서, 스마트 재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통행

하는 자동차, 트럭, 버스로부터 압전력을 수집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스마트 도로를 시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집된 전기는 가로등, 도로 표지판, 대기

오염 감시기 등에 활용될 것이며, 전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차량 유형 및 교통 흐름에 대한 정보도 

생성할 수 있다.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스마트 교통인프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장점을 입증하였다. 영국은 현재 실제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교통환경에서의 변수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상용화 

준비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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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영국의 거리

공간 계획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 증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전과 달라졌다. 4만 명 이상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영국에서도 뉴노멀(new normal)에 

대응하여 도시공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도시 안에서, 혹은 서로 다른 국가의 도시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록다운

(lockdown)의 경험은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공공

공간과 커뮤니티의 소중함, 가치를 깨닫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자동차 이용을 

통제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60% 감소시킨 반면, 

자전거 이용은 70% 정도 증가시켰다. 사람들은 

매연이나 소음 없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경험한데다가 일하는 방식이 재택근무로 

변화하면서 이용자와 거주민들은 워크 스페이스나 

주거공간에서도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외부공간에 

대한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층일수록 외부공간에 대해 더 다양하고 

많은 요구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린 스페이스와 커뮤니티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거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물리적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 

운동을 하거나 리테일(retail)에 입장하기 위한 

줄서기, 식당이나 카페의 야외 테이블, 학교의 

옥외 활동, 문화·전시 이벤트 등이 안전을 위해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거리공간의 수용력(capacity)은 

큰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독일의 베를린, 뉴질

랜드의 오클랜드, 미국의 뉴욕 등 다른 도시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도시의 공식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기도 하였다.

새로운 환경을 위한 거리공간 계획 프로그램

 영국은 5월부터 록다운을 완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사용을 기존의 
5분의 1로 조정하였고 자동차 이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정책적으로 거리공간을 변화시키고자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잉글랜드에서 50억 파운드의 
예산을 배치하고 그 첫 단계로 20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러한 조치가 가장 
필요한 런던과 맨체스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시 자전거 레인(lane) 등 새로운 환경의 거리 
디자인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런던에서는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과 
자치구들이 협력하는 ‘거리공간계획(Street space 
Plan)’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그림 1] 참조).

▶ [그림 1] 기존의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거리 공간(보라색) 계획

▶ [그림 2] 런던교통국에서 거리공간 확보를 위해 만든 

가이던스(1), 파크래인의 임시 자전거전용도로(2), 

런던브릿지의 보행로 확장(3), 브릭스톤의 

보행로 확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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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거리공간은 임시 자전거 

전용도로, 차량 속도를 낮추어야 하는 주거지역의 

거리, 차량 운행을 통제하는 중심시가지 거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전동 스쿠터

(e-scooter)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단의 보급 

계획이 급진전되면서 자전거 보급 및 지원 프로

그램을 갖추고 각 자치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거리공간 가이던스가 마련되었다([그림 2] 참조).

 그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량 통제 등은 자동차 

이용자 등 지역민 설득의 문제, 비용 문제, 자치구

간의 경계 문제 등 커뮤니티의 참여가 필요했고 

공간 디자인, 운영 및 관리에 관계된 걸림돌들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야기한 안전에 대한 

절실함으로 인해 빠르게 진전될 수 있었다. 이것은 

적은 비용을 들여 한시적으로 테스트를 한 후 

장기적 계획으로 연계시키는 택티컬 어버니즘(tactical 

urbanism)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코로나19 이후 

도시계획에 대한 접근방식과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리공간 형성에서 시작되는 도시기능의 탄력적 회복

 ‘거리공간 계획’은 차량으로 혼잡해지기 전에 

계획을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더욱 집중적이고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졌다. 

Projects for Public Space(PPS), New London 

Architecture(NLA), AoU(Academy of Urbanism), 

Future of London 등 도시 공간 관련 단체들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앞으로의 방향과 해야 할일에 대한 논의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교통량 변화 등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어느 거리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 확보

에서부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의 주차공간과 

충전소, 어린이나 노년층, 장애인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 전동 스쿠터 유형의 개발 

등 시설 환경이나 관리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인프라스트

럭처 플랜, 커뮤니티 플랜 등으로 연결·확장시키

는 부분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거리 재생에 커뮤

니티가 활발히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디지털 

툴(tool)의 개발을 다루기도 하고 도심지의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큰 상업지구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측면도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밀집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기능의 탄력적 회복(resilience)은 지역민의 안전과 

공중위생(public health)을 위한 거리공간 형성

에서 시작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 커뮤

니티공간으로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스페

이스에 기여하는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거리공간은 

나라와 시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매우 중요한 것

이었지만 도시 개발과 자동차 이용, 경제 성장과의 

충돌로 성취하기 어려운 이슈였다. 지난 4월 한 

화상 회의에서 덴마크의 유명한 도시 건축가이자 

저술가인 겔(Gehl)은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데 치중할 것이기 

때문에 거리공간의 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금 이 기회에 정부가 거리공간과 

관련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보하고 각 공간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야 

말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Academy of Urbanism. https://www.academyofurbanism.org.uk/events.

Future of London. https://www.futureoflondon.org.uk/events.

High Density Living, 2020,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https://talk.towerhamlets.gov.uk/highdensity.

Transport for London. https://tfl.gov.uk.

______. 2020. https://tfl.gov.uk/travel-information/improvements-and- 
projects/streetspace-for-london, London Streetspace Plan–Interim 
Guidance to Boroughs (2020년 6월 27일 검색).

New London Architecture. https://nla.london/events.

Project for Public Space. https://www.pps.org/events.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65호),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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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7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설  계

적  격

심  의

30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

․ 폭3~4차로, 연장 1,700m 

(지하차도 1,356m)

165,578

(9,000)
적격 토목

용  역

발  주

심  의

104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 [지하] 주차장 105면

․ [지상] 공원, 승강기, 환기구 등

9,388

(580)

조건부

채택
토목

110
묵2동 장미마을 

보행친화거리 조성

․ 무장애보행로 조성, 스마트범죄 

예방디자인, 가로포켓공원 등

4,630

(357)

조건부

채택
토목

112

∼

115

동부간선도로 

지하화(1∼4공구) 

기본설계

․ [1공구] L=10.95㎞, 폭 1∼6차로

․ [2공구] L=9.5㎞, 폭 1∼4차로

․ [3공구] L=13.25㎞, 폭 1∼4차로

․ [4공구] L=5.64㎞, 폭 1∼4차로

1,726,677

(17,650)

조건부

채택
토목

122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 폭 8m, 길이 155m

9,475

(469)

조건부

채택
토목

123

∼

126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토목1~4공구) 

건설사업관리계획

․ [1공구] L=218m, 환승센터138m

․ [2공구] L=200m, 환승센터 200m

․ [3공구] L=200m, 환승센터 200m

․ [4공구] L=382m, 환승센터 59m

1,075,906

(48,762)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02
시립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

․ 지상3층

․ 연면적 4,442.12㎡

16,767

(668)

조건부

채택
건축

103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

지구) 조성

․ 락가든, 계절정원, 숙근초원, 

사초원 등 조성

1,350

(60)

조건부

채택
조경

105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 광장 39,258.05㎡

․ 도로 30,963.74㎡

60,960

(4,123)

조건부

채택
조경

106
연희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

․ 지하2층/지상7층

․ 연면적 14,378.36㎡

45,900

(1,145)

조건부

채택
건축

107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 지하1층, 227면

․ 연면적 7,094.69㎡

21,773

(880)

조건부

채택
건축

109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 지하2층/지상7층

․ 연면적 24,877.99㎡

45,061

(1,841)

조건부

채택
건축

111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

․ 지하1층/지상13층

․ 연면적 14,671.74㎡

25,530

(1,058)

조건부

채택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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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117
대모산 자락길(무장애 

나눔길) 3구간 조성

․ 데크로드 894m, 목교 3개소

․ 안전난간 1,477경간 등

1,963

(69)

조건부

채택
조경

120 바람길숲 조성
․ 생성숲 6개소, 연결숲 22개소, 

확산숲 5개소

17,139

(885)

조건부

채택
조경

127 농업공화국 조성
․ 지하2층/지상2층

․ 연면적 11,312.25㎡

44,999

(1,558)

조건부

채택
건축

128 로봇과학관 건립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7,302.83㎡

34,955

(1,095)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116 잠실대교 정밀안전진단 ․ 잠실대교 정밀안전진단

(402)

조건부

채택
토목

공기 

적정성 

심의

108
9호선 4단계 

연장사업(1∼3공구)

․ [1공구] L=1.35Km, 정거장 1개소

․ [2공구] L=1.39Km, 정거장 2개소

․ [3공구] L=1.39Km, 정거장 1개소

494,356

(725)

조건부

채택
토목

118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사업 재설계 

용역(가설교량 포함)

․ 성산대교 본교 슬래브 전면교체, 

구조물 보강, 가교설치 등

105,100

(7,000)

조건부

채택
토목

119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공사(건축시스템)

․ 지하7층/지상1층

․ 연면적 111,902.46㎡

631,300

(24,474)

조건부

채택
건축

설계경제성

(VE)심사

19
방학동 723주변 외 1개소 

배수개선 사업

․ 하수암거정비 L=640m

․ 경원선하부 시설한계 개선

9,900

(300)
- 토목

20 양재대로 지하차도
․ 차선축소(6차로→4차로)

․ Box=160m, U-Type=321.8m

5,760

(2,197)
- 토목

21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 지하1층/지상5층

․ 연면적 2,755.13㎡

6,204

(323)
- 건축

22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저감 숲 조성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

도로 미세먼지저감 숲 조성

14,300

(468)
- 조경

23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 차로수·폭 축소를 통한 보행공간 

확충 및 자전거도로 등 조성 

1,252

(261)
- 토목

25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 보행로 6개구간 5.6km

․ 소규모 휴식 시설 9개소

7,714

(422)
-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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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0년 7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0. 7.

건     축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17건

8,084 7,777

교 통
정비사업 현안구역 공공기획 교통 
가이드라인 작성 용역 4건

453 453

기 계 설 비
2021년 탄천물재생센터 근무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등 4건

368 316

도 로
북악산로 도로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13건

5,779 5,775

도 시 계 획
면목패션특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등 5건

813 813

상 하 수 도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종합시운전 
용역 등 8건

1,671 1,608

소 방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소화전설치공사에 
대한 소방시설 실시설계용역 1건

22 22

전 기 통 신
패션창업허브 전기(전기소방포함), 
통신설계용역 등 5건

457 451

정 밀 진 단 강일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7건 2,595 2,472

조 경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1지구) 조경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7건

2,917 2,796

지 하 철
5호선 방이외 2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용역(소규모 포함) 등 4건

264 264

하     천
반포천, 사당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대장작성용역 등 4건

1,420 1,416

기 타
화곡1동 전통시장 도시재생 실행계획수립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 등 6건

1,322 1,322

 계 75건 26,165 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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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0년 121~122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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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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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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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5.18.
6.6.
∼

6.21.
6.26. 6.29.~7.8. 7.25.~8.19.

8.7.
8.28.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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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제3~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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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커플링(Decoupling)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커플링(coupling, 동조화)의 

반대 개념이다. 사전적으로 연결, 결합을 뜻하는 

커플링은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그 국가와 연관된 

국가 또는 세계경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세계 모든 국가는 주변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경제 상황은 

끊임없이 다른 국가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이 현상을 각국의 

경제 흐름이 서로 닮아간다는 뜻에서 ‘커플링’ 현상

이라고 부른다. 커플링 현상은 큰 틀에서의 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주가나 금리, 환율 등 일부 경제 

변수가 국가 간 또는 특정 국가 내에서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현상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 예로 

한국경제와 미국경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대체로 미국 주가와 한국 주가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커플링이라 한다.

 반면 ‘디커플링’은 한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국가 

또는 전반적인 세계의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디커플링 역시 크게는 국가

경제 전체에서 작게는 주가나 금리, 환율 등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일부 요소들에서도 나타난다. 최근의 

디커플링 현상의 예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2020년 3월∼5월 기간 동안 미국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일자리를 잃은 반면, 같은 기간 

뉴욕 증시는 32% 급등하여 코로나19 사태 직후의 

폭락세를 상당 부분 회복한 이례적인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미국뿐 아니라 유럽·일본 

등 전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깊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64호), www.krihs.re.kr]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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