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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상의 녹색 공간 확보와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신 공간 개발과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심지 지하공간을 활용한 교통시설의 건설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제2외곽 순환도로(A86)이나 스페인 마드리드의 M30 남부 우회 지하도로, 

그리고 일본 도쿄의 중앙환상도로 신주쿠선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국내에서도 용지보상비와 건설 중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대도시 지상 교통 시설물의 확충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심도 터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컬럼은 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발주하고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수행한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에 따른 영향 연구」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하

공간 개발의 일환인 대심도 터널의 정의 및 개념을 확립하고 대심도 터널의 필요성, 국내외 건설 및 

활용사례를 통하여 필요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대심도 지하공간(터널)의 정의 및 필요성

 지하공간은 지상공간의 하부에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지상시설과의 간섭문제가 줄어들고 이용 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지하공간은 지상공간과 비교하였을 때 항온, 항습, 내진성, 폐쇄성, 은폐성 및 격리성 

등이 뛰어나므로 이를 활용한 특수구조물의 건설이 가능하며, 에너지절약, 비용절감 및 환경보존 등의 

이점이 있다. 지상이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일지라도 지하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발 가능성이 크고, 지가가 높은 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도시공간을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지하공간의 개발은 개발공간의 상부 토지 및 건축물과의 

재산권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대심도’라는 한정적 용어가 사용되게 된다. 

 대심도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지하공간으로서, 용지보상 및 재산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깊이(한계심도 이하 깊이)를 의미한다. 즉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 않거나 활용

하지 못하는 지하 깊숙한 곳으로 지하시설물을 설치해도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곳을 한계심도라 하는데, 

일본에서는 한계심도 개념을 포함하여 ‘대심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본에서 지하공간의 소유권과 

이용권에 관련된 한계심도를 기반으로 대심도의 정의를 내린 주된 목적은 통상 이용되지 않는 깊은 

》  칼  럼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을 위한 제언
 (The Deeper We Go, The Safer We Have)

    최 항 석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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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의 지하공간을 공익사업을 위해 개발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개발·이용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는 통상적으로 지하철 건설의 하한선인 지하 40m 보다 

깊은 지하공간을 의미하는 말로서 ‘대심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심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에서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한계심도’라 정의하고,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농지·임지는 20m 깊이로 들어가면 한계심도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개발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0.2∼1.0%)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심지 대심도 터널은 주로 도로 및 철도터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지역의 지하도로, 도시 간을 

잇는 광역철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도심지 대심도 터널을 계획하는 주요 이유는 도시지역 교통 혼잡 

개선, 주변 민원 해소 등이다. 급속한 도시화(Urbanization)에 따라 국내는 도시 면적의 과도한 팽창, 

교통 정체, 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지 대심도 터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지하공간의 이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등은 도시

지역의 교통 수요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하공간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상공간의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지하도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내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지역 지하도로는 ‘고밀도화 된 도시의 도시재정비 및 교통량 제어를 

목적으로 도시지역 하부를 통과하도록 지하공간에 건설되는 도로’로 정의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터널 및 지하차도와는 구분된다. 기존 터널 및 지하차도의 경우 선형개선을 통한 통행거리 단축, 

장애물 우회 등 통행기능과 이동성이 주된 목적인 반면에 도시지역 지하도로는 도시지역 지상부의 주요 

지점으로 접근성이 요구되며 지상도로의 보완 또는 대체 기능을 갖는다.

 해외 성공적인 도심지 대심도 터널로 평가받는 프랑스 파리 A86, 스페인 마드리드 M30 및 일본 도쿄 

중앙환상선 사례를 통해 주지할 점은 도심지 대심도 터널 계획 목적이 대부분 교통문제 해결, 지상공간의 

부족, 노후화된 도로 개선 등으로 국내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심도 터널 건설공법과 

유지관리는 국내와는 달리 대부분 TBM(Tunnel Boring Machine)을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함으로서 

공사 중 발파진동 영향을 배제하고, 운용 중 자동차 배기 오염원 정화시설, 지상부지의 시민 휴식 공

간을 제공하여 시민 생활권 침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3. 도심지 대심도 터널건설 영향 및 안전성 평가방법

 최근 도심지에서의 대심도 터널공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에 따른 영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학적인 평가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도심지 터널공사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수행되고 있지만, 

지하 굴착공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사구간이 길고 도심지 통과가 많은 터널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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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심지 터널공사에서 터널 굴착에 

의한 영향 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현재 계획되거나 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터널공사가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에 건설됨에 따라 

대심도화에 따른 암반특성, 심도 증가에 따른 지반침하 특성과 발파진동 전파 특성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에 따른 안전성 및 환경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터널공사의 수행하기 위해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에 따른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대심도 특성을 고려한 굴착영향범위의 산정 

 터널 굴착은 역학적으로 지중 및 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범위를 굴착영향범위라고 한다. 도심지 

터널이 대심도화 함에 따라 기존의 방법을 따를 경우에는 굴착영향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안전영향

평가 영역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대심도 특성을 고려한 굴착영향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터널심도(토피고)별 다양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굴착영향범위를 검토하여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 에 따른 영향범위를 터널좌우로 1.5D(D=터널직경)로 제시하고 단층파쇄대 구간과 같은 지반취약

구간에서는 굴착영향범위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다.

[그림 1] 도심지 대심도 터널굴착에 의한 영향범위 산정

 

2) 도심지 대심도 터널건설의 영향요소 선정  

 터널을 굴착함에 따라 시공 중 및 운영 중에는 지반침하, 지하수위 저하, 주변 건물 및 지장물의 손상 

그리고 발파진동 및 소음, 대기오염 등 주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도심지 터널공사의 경우 

터널굴착 영향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심지 대심도 

터널공사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요소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안정성 영향(Safety Impact)와 환경성 

영향(Environment Impact)로 구분하여 도심지 대심도 터널건설시 야기될 수 있는 지반침하와 발파

진동 영향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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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심지 대심도 터널에서의 지반침하 안전성 영향평가 

 터널 굴착은 터널 자체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그 영향요소로는 

지반침하, 지하수위 저하, 주변 건물 및 지장물의 손상 등이 있다. 이중 터널 굴착에 의한 지반침하는 

지상의 도로 및 건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도심지 대심도 터널에 따른 지반침하 영향을 터널심도(토피고)에 따른 다양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평가한 결과, 터널심도(토피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반침하의 안전성은 증가한다.

4) 도심지 대심도 터널에서의 발파진동 환경성 영향평가

 터널 굴착은 공사 중 발파에 의한 진동과 소음, 먼지 발생 등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와 같은 환경피해는 주변 주민의 직접적인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발파진동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보안물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도심지 대심도 

터널 굴착에 따른 발파진동 영향을 터널심도(토피고)에 따른 발파영향 검토와 발파 동하중 해석을 

통하여 평가한 결과, 발파진동 환경성 영향평가결과 터널심도(토피고)가 증가함에 따라 발파진동의 영향은 

상당히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5) 도심지 대심도 터널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도심지 대심도 터널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에 따른 안전성 및 환경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합리적으로 평가함으로서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터널공사를 위해 만들어

졌으며, 제안된 가이드라인은 도심지 대심도 터널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하나의 지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 적용 시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고 법, 엔지니어링,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4.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에 따른 갈등 분석과 대책

 일반적으로 갈등은 둘 이상의 개인, 집단, 조직, 혹은 공동체 간에 제한된 혹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분배함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에서 공공

갈등(Public conflict)은 갈등의 당사자 혹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세분화시킨 개념으로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즉 갈등의 최소 일방당사자가 정부 또는 공공영역이 되는 갈등을 뜻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공공기관(정부를 포함한)이 공익 추구를 위해 사업이나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상호 간 혹은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터널 및 지하공간은 지상의 부족한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건설사업으로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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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상의 도심지 대심도 터널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범위와 갈등유발요인이 매우 다양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갈등관리가 어려워지고 갈등수준이 빠르게 증폭되는 특징을 갖는다.

 국내 공공갈등 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갈등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사전적 갈등관리 

장치를 도입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의 시스템, 규정이 형식적일 뿐 체계적이거나 

실용적이지 못하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갈등관리에 대한 내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복잡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국내에서는 공공갈등의 사후 해결 

방안으로 사법적 해결과 같은 강제적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대부분의 갈등이 합리적인 절차와 상호 

조율보다는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해결되고, 이로 인해 갈등해결 후에도 잠재적인 사회문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적 해결방식은 갈등의 핵심을 이해관계의 문제로만 판단하고 갈등의 적극적 

관리보다는 피해자-가해자의 이분법적 시각 속에서 소극적으로 피해규명을 함으로써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집단적 가치갈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의 한계가 있다. 

<그림 2> 제물포 및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시 갈등 진행현황 분석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부와 시민이 갈등의 주체가 되므로 갈등 발생 시 규모가 

확대되기 쉽고 갈등완화를 위한 관리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대규모 민원과 갈등은 필연적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사업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유일한 방법이다. 대심도 터널의 갈등관리 매뉴얼을 

구체화하여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심지 대심도 터널의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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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심도 터널의 안전성 홍보

 일반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심지 대심도 터널은 시민의 관심이 높아 사업계획단계

에서부터 언론을 통하여 자주 노출되게 된다. 하지만 대심도 터널은 일반인들이 접했을 때 막연하게 

위험하고 불안하게 느끼게 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등을 통하여 대심도 

터널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막연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대심도 터널’이라는 전문용어를 ‘안전’

이라는 키워드와 연계한 일반용어의 만들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칼럼의 부제인 “The 

Deeper We Go, The Safer We Have”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시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2) 민원갈등 대응조직의 강화

 도심지 대심도 터널은 장대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해관계자와 관련기관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전문가 그룹 간의 협업을 통해 예상되는 민원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속적

이고 유기적인 협업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방안을 갈등관리 매뉴얼 상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주민참여(PI) 방안과 대안적 갈등해결(ADR) 방안의 효과적인 활용

 공공사업과 관련한 가치갈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해 들어가면 결국, 과학과 기술의 문제로 귀착

된다. 하지만, 아무리 발달한 현대과학이나 공학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과학과 기술의 문제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누구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과 제도를 통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갈등의 

증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안적 중재제도와 같은 참여민주주의의 의사결정방식 

활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치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역할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와 같은 전문 

학술단체 등과의 협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4) 장기적인 갈등관리 DB 구축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대심도 터널에 관련된 민원 갈등에 대한 대응 자료뿐만 아니라 토목 관련 사업

에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자료를 DB화하여 체계적으로 축척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차후 유사 대심도 터널 사업 시 갈등 예방과 최소화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5.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토교통부는 2019년 11월에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하여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환경관리 강화측면에서는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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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하고, 시공 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상황 보고(매달),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며, 준공 

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재산권 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 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가칭)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에 관련된 제도개선은 노선선정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참여

(PI)방안을 보완하는 제도개선과 대심도 터널 건설로 영향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보상관련 제도개선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사업추진 절차개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도 공공갈등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주민참여(PI)가 절차적으로 적절하게 추진된다면 후에 발생하는 공공

갈등에 보다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참여기회 확대는 대심도 터널

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참여와 정보

제공에 대한 특별법’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법 제정은 다른 법률 및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

하되, 우선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사업 추진 단계마다 ‘주민에게 정보제공’과 ‘주민참여’를 규정하는 

행정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2) 보상제도의 개선

 대심도 터널 건설과 관련된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은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다음의 단기적 보상제도 개선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즉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추가보정률 가산방안

     보상액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② 한계심도 범위설정의 변경

  ③ 보상에 응한 토지소유자를 우대하는 협의보상 장려방안

  ④ 최소보상금의 보장

  ⑤ 사업손실 보상의 활성화

 한편,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대심도 터널 건설을 포함한 지하공간의 개발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지원제도로서 재산세 감면방안, 소득세에 대한 과세의 간소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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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년간 축구장 45개 규모 옥상녹화…

올해도 23개 건물 그린오아시스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 속 치유공간과 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 옥상에 나무와 꽃을 심고 휴게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그린 오아시스

(Green Oasis)를 제공하는 ‘옥상녹화사업’을 확대

한다. 시는 옥상을 생태·환경 중심의 휴식공간으로 

전환하는 ‘옥상녹화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2020∼2024년까지 ｢정원도시 서울, 1,000개의 

초록지붕 프로젝트｣라는 비전 아래, 공공·민간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추진하고 있다. 삭막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녹지를 쉽게 경험하게 한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 2002년 처음 옥상녹화를 시작해 

2020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축구장(7,140㎡) 

44.6개 규모의 녹지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이 

사업으로 764개 건축물(공공‧민간) 옥상에 녹지

공간이 추가 조성됐다. 

 옥상녹화는 시민들에게 삭막했던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 동·식물 서식처 제공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총 23개소 건축물(공공 16개소·

민간 7개소)에 9,150㎡ 규모의 녹색쉼터를 조성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엔 시나 공공건축물 중심

이었다면 올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공공청사의 경우, 대법원 청사(서초구)를 포함한 

16개소(옥상 6,765㎡)가 생태친화형 공공건축물로 

탈바꿈한다. 이중 중구 신당5동 주민센터 등 10개소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옥상을 녹화한다. 특히 이들 

공공건축물은 향후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폭염 취약계층이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그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건축물은 작년 3월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2016년 이후 5년 만에 

0개에서 7개소로 참여건축물이 늘었다. 올해 aT센터 

등 7개소의 민간건축물이 참여해 옥상 2,385㎡에 

녹색지붕을 씌울 계획이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에 50%였던 자치구·

공공기관·민간건축물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을 

70%까지 상향해 사업 참여를 활성화했다. 또한 

민간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옥상

녹화 전문업체 선정부터 공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하고 있다.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구    분
보 조 금  지 원  비 율

기   존 변   경

공  공
건축물

서울시(교육청 
포함) 건축물

100분의 
100 이내

100분의 
100 이내

자치구 건축물 100분의 
30~70 이내 100분의 

70 이내공공기관 
건축물

100분의 
50 이내

민  간
건축물

일반지역 내 
건축물

100분의 
50 이내

 100분의 
70 이내

기  타 가로구조물 -  100분의 
100 이내

 한편, 서울시는 옥상녹화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옥상녹화를 한 건물이 평균 3.1℃ 온도가 낮는 

등 도심열섬현상이 완화되고,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가 평균 12∼15% 절감될 뿐만 아니라, 

도시홍수 예방 및 동‧식물 서식처로서의 효과도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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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장소에서 옥상녹화를 

한 구간과 안 한 구간의 지표온도를 비교한 결과 

2020년 6월∼11월까지 6개월간 옥상녹화를 한 

구간이 평균 –3.1℃의 온도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1) 

또한 옥상녹화를 적용한 건축물은 평균 12∼15%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 특히 바깥 기온이 

35℃ 이상일 경우 17% 정도까지 에너지가 절감

됨을 확인했다.2) 뿐만 아니라, 옥상에 100㎡를 

깊이 10cm로 녹화했을 때 200ℓ정도의 빗물 

저장이 가능해 우수의 유출 속도를 저하시켜 도시

홍수 예방의 역할도 한다.3) 옥상녹화는 동·식물의 

서식처도 제공한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15∼2019년) 

조성된 옥상녹화지 79개소를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 곤충 및 조류가 이전보다 5종 이상 증가한 

곳이 14%에 달했다.4)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21〕

서울시, 초중고 30개교에 5만 그루 ‘그린숲’ 

…코로나블루·미세먼지·폭염 해소

1)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사업-IoT 빗물 자연순환형 인공
지반 녹화 기술 (2020, 서울특별시)

2)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녹화의 활성화 방안과 모니터링 
(200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녹화의 활성화 방안과 모니터링 
(200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 2020 도시녹화사업지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결과보고. 
2020, 서울특별시 조경과)

 서울시가 학교 내 유휴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어 

그린숲을 만든다. 학교숲, 자연학습장, 벽면녹화 

등을 조성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 녹색 활기를 

더하고 미세먼지와 폭염도 동시에 막는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초중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는 학교 운동장, 담장,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113종5)의 나무 5만 

그루를 심는다. 건물벽과 창가에는 덩굴식물을 

심어 여름철 폭염을 막아주는 ‘그린거튼6)’을 만든다.

 대상학교 중 성동구 도선고등학교 등 29개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으로, 구로구 

구로중학교는 환경부와 협업하는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 

 ‘에코스쿨’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8년째 지속

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2020년까지 374개교에 축구장(7,140㎡) 36개 

규모(26만㎡)의 녹지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각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진 에코스쿨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 학교 환경을 고려해 식재 

가능한 곳에 다양한 녹지를 만든다. 

 일부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사업’을 연계 추진한다. 교내 녹지공간과 

연결되는 놀이시설물을 설치해 학생들이 다양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한다. 2020년까지 

‘에코스쿨’과 ‘꿈을 담은 놀이터’를 연계 추진한 

학교는 총 6개교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5) 권장수종 총 113종
  - 소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목련, 산수유 등 키 큰 나무 48종
  - 회양목, 사철나무, 산수국, 조팝, 수수꽃다리 등 키 작은 나무 38종
  - 맥문동, 송악, 수호초, 담쟁이, 비비추, 옥잠화, 인동 등 지피류 27종

6) 건물창가에 풍선초, 나팔꽃 등 덩굴식물을 식재,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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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주관하는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에코스쿨’과 연계 추진한 사업이다. 

국비 50%가 지원되며 2018년까지 총 5개 학교 

옥상에 녹지를 만들었다.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옥상녹화에 적극적인 수(水)공간을 도입, 밀원식물7) 

및 식이식물8)을 심어 나비와 새가 찾아오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도심의 생태복원과 

생태축 연결에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의 기대효과로 ▴교내 녹지 확충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환경교육 ▴미세먼지·폭염 등 환경 위해

로부터의 탈피 등을 꼽았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20〕

서울시, ‘남산예장자락’ 일제∼군사독재 

역사현장 재생…5월 마무리

 ‘남산예장자락’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현장으로 

재탄생한다. 조선시대 군사들의 무예훈련장(예장)이 

있던 곳이지만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옛 모습을 

잃고, 군사독재시절엔 고문수사로 악명 높던 중앙

7) 밀원식물(蜜源植物) : 향기롭고 꿀이 많은 꽃을 피워 꿀벌
들을 유인하는 꽃피는 식물

8) 식이식물(食餌植物) : 조류나 곤충 등의 먹이자원이 되는 
식물

정보부가 들어서며 한 세기 넘도록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돼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시작한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이 5년여 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시민 품으로 온전히 돌아온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을 통해 재구성된 ‘남산예장자락’은 크게 

녹지공원과 녹지공원 하부의 지하공간 두 개 공간

으로 조성됐다. 

 우선, 녹지공원에는 남산의 고유수종인 소나무를 

비롯해 18종의 교목 1,642주, 사철나무 외 31종의 

관목 62,033주 등 다양한 나무를 식재해 녹지와 

경관을 한층 더 수려하게 회복했다. 건너편 명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는 서울의 야경을 

즐기는 명소이자 포토존으로 기대된다. 

 녹지공원으로 진입하는 광장 부근에는 소나무

숲인 ‘예장숲’이 생겼다. 특히 <애국가> 2절에 

나오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로 이름 붙인 한 

그루가 눈에 띈다. 독립운동가가 나라를 찾으려는 

간절함으로 불렀던 애국가의 한 구절로 나무 이름을 

명명해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자 했다.

 녹지공원에는 ‘남산예장자락’의 핵심 공간인 ‘기억6’이 

있다. 과거와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아 빨간 우체통 

모양으로 건립된 ‘메모리얼 홀’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아픈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공간이다. 

지하 1층엔 옛 중앙정보부의 지하고문실을 그대로 

재현했다. ‘메모리얼 홀’ 앞에는 재생사업 과정

에서 발굴된 조선총독부 관사 터의 기초 일부분을 

그대로 보존한 ‘유구터’도 만날 수 있다.

 ‘메모리얼 홀’에서는 과거 ‘중앙정보부 6국’의 

기억을 배우들의 연기와 증언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재구성한 영상전시를 3월부터 선보인다. 

 공원 중앙에 있는 보행교를 따라 명동에서 남산

공원, 남산한옥마을까지 걸어갈 수 있고, 과거 

남산자락에 흘렀던 실개천의 흔적을 되살린 인공

실개천 ‘샛자락쉼터’에선 남산의 옛 생태를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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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쉬어갈 수 있다. 과거 차가 달렸던 남산1호

터널 입구 지하차도는 지난 '18년부터 ‘보행전용

터널’로 변신해 명동역에서 남산예장자락까지 걷는 

길로 연결한다.

 녹지공원 하부엔 명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버스주차장(총 41면, 

8,485㎡)이 3월부터 운영된다. 친환경 ‘서울 녹색

순환버스’의 주차장·환승장으로도 이용된다. 

 녹지공원 하부 일부 공간엔 ｢남산예장자락 재생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우당 기념관’이 조성 중

이다. 전 재산을 들여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며 평생 조국독립에 헌신한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5월 

문을 연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02)2133-8648〕

서울식물원, 식물종자 500점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기탁

 지난 2019년 개원한 서울식물원이 2년 여 간 

수집해 온 씨앗을 종자저장기관에 기탁한다. 전달된 

종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세계 야생식물종자보존

시설에 영구히 보관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서울식물원이 보유한 

식물종자 500점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글로벌 

시드볼트(Global Seed Vault)9)에 기탁했다.

 이번 종자 기탁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지난해 

종자 저장의 품질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블랙

박스 저장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첫 번째 국·공립 

수목원 기탁 사례로, 기탁기관이 블랙박스를 밀봉한 

그대로 시드볼트에 저장된다.

 기탁하는 종자는 선제비꽃, 대청부채, 솔비나무 등 

멸종위기 또는 희귀·특산식물을 비롯하여 총 500점 

(65과 289종)으로 서울식물원이 자체 증식한 종자도 

포함되었다. 

 서울식물원은 이번 기탁을 시작으로 식물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와 보전활동을 수행하여 

공립 수목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식물원 식물연구과 (02)2104-9760〕

서울시, 여의나루∼동작역 한강변 5.6㎞ 

‘걷기 편한 녹색길’ 연말 재탄생

 서울시가 연말까지 한강대교 남단, 여의나루∼

동작역 사이 한강변 5.6㎞ 구간을 자연을 느끼

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친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탁 트인 한강을 보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 좁은 보행로와 

9)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자연재해, 전쟁, 핵폭발 등 
지구상의 재난으로부터 식물유전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설립돼 운영 중인 시설로, 
전 세계 두 곳(노르웨이,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야생식물종자 영구저장시설로는 백두대간이 세계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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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낙후한 시설로 불편했던 이 공간을 대대적

으로 개선하고 여가시설도 조성한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여의나루역∼원효대교 강변

길은 흙과 돌 같은 자연 소재로 이뤄진 공원 속 

녹색길이 된다. 바로 맞닿아있어서 보행자에게 

위험했던 보행로와 자전거길 사이에는 띠 녹지가 

조성돼 쌩쌩 달리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분리된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샛강으로 이어지는 

넓은 길에는 벚나무를 추가로 심어 매년 봄 벚꽃이 

만개하는 명소로 재탄생시킨다.

 한낮에도 어두운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하부는 

햇빛을 차단하고 있던 철판(노량대교 구교-신교 

사이)을 없애고 자연광 조명을 설치해 환해지고, 

한강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계단쉼터도 조성된다.

 주거지역과 가까이에 있는 흑석나들목에는 한강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보행데크가 신설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존(zone)도 조성된다. 주민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열 수 있도록 테이블과 

벤치 등으로 구성된 휴게시설도 곳곳에 생긴다. 

 올 연말 공사가 완료되면, ‘공원 속 녹색길’, 

‘커뮤니티 나들길’, ‘수변 정원길’ 등 테마에 따라 

나누어진 6구간의 보행로와 연결거점으로 작용할 

휴식·놀이·조망 등 여가시설 9개소가 조성되어 

시민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보행로의 제1구간의 테마는 ‘공원 속 녹색길’로, 

여의도한강공원의 여의나루역∼원효대교까지의 구간

이다. 강변에는 콘크리트 대신 돌, 흙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해 경관과 생태계를 회복하고 보행로·

자전거도로 사이 띠녹지를 조성해 보행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유람선 선착장 부근에는 생태계와 

조류를 관찰하고 남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린

카펫테라스(연결거점①)”를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원효대교 하부에는 경관조명과 휴게 공간을 마련

하여 주차장과 연계된 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제2구간은 샛강합류부 근처로, 이 구간의 테마는 

‘샛강 식물원길’이다.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인 

샛강생태공원 여의마당 부근에는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빗물을 정화하도록 설계된 정원에 계단식 

광장을 결합한 휴식공간 “사람과 빗물의 쉼터(연결

거점②)”가 조성된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샛강

합류부로 이어지는 넓은 길은 기존의 보행로와 

벚나무를 유지하며 길 중앙에 벚나무를 추가로 

심어 아름다운 풍경과 편안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벚꽃둔덕길’을 만든다.

 한강철교 주변의 제3구간은 ‘강으로 열린 빠른 

길’로 조성한다. 이 구간은 좁았던 폭을 넓히고, 

안전을 위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녹지를 

조성한다. 더불어 노량대교 시작부 그늘에 휴식을 

취하며 여러 각도의 한강뷰를 조망할 수 있는 

“노들다단마루(연결거점③)”를 설치할 계획이다.

 제4구간은 ‘노량 다리밑길’로, 비교적 오랜 기간 

방치되어 어둡고 낡은 노량대교 하부 공간에 대한 

개선을 진행한다. 노량대교 신교와 구교 사이 약 

1m의 막힌 공간을 자연광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강대교와 연결되는 

공간에는 계단쉼터인 “노들테라스(연결거점④)”와 

꽃잎 모양의 휴식공간에서 모래톱을 경험할 수 

있는 “벚꽃테라스(연결거점⑤)”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거공간이 가까운 제5구간의 테마는 ‘커뮤니티 

나들길’이다. 흑석나들목에 원형으로 “흑석나들목

소광장(연결거점⑥)”을 만들고, 보행로 곳곳에는 

“벽돌카펫전망쉼터(연결거점⑦)”, “반달쉼터(연결

거점⑧)”와 같은 이름의 휴게시설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제6구간은 반포천 합류부에서 동작역까지로 

‘수변 정원길’을 테마로 한다. 오래된 쉼터를 재

정비하고, 한강변 보행 전용길로 보행자를 유도

하는 등 보행체계를 재정비하고, 동작역 입구의 

계단이 수변길과 만나는 종료 지점에 “한강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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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연결거점⑨)”라는 이름의 전망공간을 마련

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12월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되며,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의 설계 취지에 어긋

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계사와 서울시 도시공간

개선단·한강사업본부 간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

할 방침이다.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02)3780-0668〕

〔도시공간개선단 (02)2133-7635〕

서울시, 서울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

철도 추진 원칙 마련
 서울시는 앞으로 향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직결 운영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서울 시계 외 노선의 직결 

연장을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운영해 왔다. 시는 

서울시내 본선뿐만 아니라 7호선 부평구청 연장, 

5호선 하남 연장 등 시계 외 노선까지 운영을 

맡아오면서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을 책임져 왔으나,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 적자와 각 지자체의 

미온적인 책임 분담, 추가적인 직결 연장 요구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 철도 연장 및 광역 

철도에 대해 원칙을 마련, 서울 시계 외 노선은 

‘직결 연장’이 아닌 ‘평면 환승’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일원화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독일, 중국, 프랑스, 스페인, 홍콩, 영국 등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지하철 노선의 교외 운행, 

교차 노선 운행 시 ‘평면 환승’ 구조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평면환승은 지하철 환승 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맞은편 플랫폼을 통해 

환승할 수 있는 구조다. 이용객은 오랜 시간 걸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빠르게 환승할 수 있고, 차량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평면 환승을 통해 

전 노선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고장으로 인한 

운행 상의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 평면 환승 해외 사례 >
【 독일 】

베를린, 보훔, 브뤼셀, 쾰른, 뒤스부르크,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푸르크, 에센 등 주요 지하철, 기차역

에서 평면 환승이 가능하다. 베를린의 경우 교외

철도 및 지하철 내 평면 환승이 가능한 역사 및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Wuhletal 역에서는 교외 

철도와 지하철의 평면 환승도 가능하다.

【 프랑스 】

프랑스 파리에서는 8호선과 10호선 간 환승역인 

라 모트 피케 그르넬역(La Motte-Picquet – Grenelle), 

7호선과 7bis선 간 환승역인 루이 블랑역(Louis 

Blanc) 평면 환승이 도입되어 있다. 고속교외철도인 

RER노선의 경우, 샤틀레 레알역(Châtelet - Les Halles), 

파리북역(Paris-Nord) 등 도심 내 주요 환승허브에서 

지하철과 교외철도 간 평면 환승이 가능하다.

【 스페인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도심과 교외노선 간 환승 

편의를 위해 6, 10호선 환승역인 프린시페 피오역

(Principe Pio)과 5, 10호선 환승역인 카사 데 캄포

(Casa de Campo)역에서 평면 환승을 도입하고 

있다. 노선 간 환승 시간이 매우 짧아 승객의 이동 

편의성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승무 운전시간 연장과 장기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을 상당수 줄여 안전성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7호선의 경우 향후 경기, 인천 지역으로 

연장되는 노선 길이가 약 106㎞에 달하는 등 

도시철도 중 최장 노선이 된다. 이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업무상의 과로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노사 간 

갈등도 증가되나, 평면 환승이 되면 근로자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면 환승은 안전성, 근로자 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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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서울시도 무조건적인 

직결 연장을 진행해 서비스를 저하시키거나 지자체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환승 편의와 

안전성을 증진시켜 광역 철도망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운송 원가보다 낮은 운임, 

무임 수송 손실, 노후 차량 및 안전 투자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놓여있다. 지난 2020년에는 당기순

손실이 무려 1조에 이를 정도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해 

늘어나는 운영 부담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현재 5호선 

하남선, 7호선 연장선(인천, 경기북부), 8호선 별내선, 

4호선 진접선 등에서 서울 시계 외 노선 연장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추가 직결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직결 연장 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상태는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위협

받을 수도 있다.

 광역 철도 운영으로 인한 비용 부담 요인은 다양

하다. 연장 착공 시에는 신규 건설비용으로 시작해 

개통 후에는 객차 용량, 신호 시스템, 안전시설 

및 유지보수 등 추가 비용이 운영 상 계속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건설비용만으로 끝나지 

않고,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모든 서울 시계 외 

철도 연장 사업에 대해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평면 환승 원칙에 맞춰 새롭게 도입

되는 내용으로는 ▴안전 운행을 위해 사전 필수

시설 및 시스템 구축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재정 부담 및 책임 강화 등이 있다.

①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시설 설치 및 시스템 구축

 서울 지하철 본선과 동일한 시설·시스템 유지 : 

철도 연장을 계획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서울 도시

철도 본선과 동일한 시설,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또한 기존 차량 기지 이전, 운영 필수 시설 설치 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공사 및 서울시와 사전 

검토를 거쳐야한다.

 운행 분담 및 안전성 강화 : 앞으로 서울교통

공사는 서울 도시철도 운영에만 집중하게 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시계 외 노선까지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승무원 운전 시간 증가로 피로도가 

상당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경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광역시 지자체의 

공사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운행을 분담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②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재정부담 및 책임

 연장 노선은 관할 지자체 자체 운영 원칙 : 연장 

구간의 운영은 관할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운행 안전을 위해 발생하는 

각종 개선, 투자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재원 

부담 능력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부담 의무를 

담보한다. 다만 서울시 철도 운영 기관인 서울교통

공사의 위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비 등 

관련 재정 부담 방안이 담보됐을 경우에만 제한적

으로 시행한다. 

 시설, 시스템 개량 비용은 관계 기관 부담이 원칙 : 

경전철을 광역철도로 연장할 경우에는 차량 용량 

확대, 신호 시스템 개량, 정거장 확대 등 발생하는 

추가 운영 및 건설비용을 모두 관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부담해야한다. 

 본 원칙은 향후 서울시와 연계되는 모든 신규 

철도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직결 연장’은 서울시의 

운영 원칙을 준수했을 경우에만 한해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02)213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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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는 관심 있는 시민과 건축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위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그 간 가로구역별로 지정된 

건축물 높이기준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양하여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확인하는데 번거

로움이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통합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서울시 

전자책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서울시는 종전의 도로 사선제한을 대체하여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으로는 약 

63.6㎢(여의도면적의 약180배)에 달한다.

 이번 발간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은 

30쪽 분량이며, 3가지 단원으로 구성되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서울시는 가이드북 300부를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 인허가 부서 등에 배포하였으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하여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

(http://ebook.seoul.go.kr)와 서울시 주택포털 

(http://seoul.go.kr – ‘높이’로 검색)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하였다.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02)2133-7112〕

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앞으로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

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로 확대했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착공신고 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공사현장 안전을 촘촘히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대형공사장(1만㎡이상)에는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중·소형 공사장(1만㎡미만)의 경우 사각

지대가 존재했다.

 실제로 건축공사장 사고발생 주요원인으로 현장

책임자의 안전관리수칙 숙지 미흡과 작업자의 안전 

부주의 등이 꼽혀 교육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시가 작년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4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답변자의 51%가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꼽았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가시설, 해체, 용접 등)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02)2133-6983〕

서울시,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16만㎡ 

개발방향 마련 용역 착수
 서울시가 도시 관문지역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16만 5,000㎡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은평공영차고지 일대는 상암·수색 광역중심 연결축

http://ebook.seoul.go.kr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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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하고, 상암DMC, 수색역세권개발, 고양 

향동지구와 연계한 산업지원 공간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서울 서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은평공영차고지 일대는 저이용 낙후

시설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인 토지계획 이용으로 

고양시 디지털미디어 산업 및 상암DMC를 연결

하는 새로운 거점축으로 개발한다. 서울시는 기본

구상 단계에서부터 고양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서북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고양시의 관문지역에 위치한 은평공영

차고지 일대는 그간 환경·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입지의 잠재력·환경적 가치 등을 고려해 선제적 

개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암DMC, 수색역세권

개발, 고양향동지구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고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기존산업과 연계하여 

주거·산업·일자리 분야의 종합적 육성방안을 도출

한다. 은평공영차고지 복합화에 따른 맞춤형 사업

방식을 제시하고 사업의 수익성 등을 분석하여 

개발계획을 비롯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실현방안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평공영차고지 일대는 DMC역·수색역·화전역, 

수색로·자유로 등이 인접해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임에도 서울 관문으로서의 잠재적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주변 개발과 대응 

연계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발전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단계별 실행계획과 계획주체

간의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02)2133-1562〕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발행 

…교통약자 위한 보행안전 새 기준 제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보도(步道)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 한 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2.0)’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2013년 최초 발행이후 보도포장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준을 개선시행 하였으나, 매뉴얼에 

수록(현행화)되지 않은 기 시행사항을 수록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추가하는 등 총 212건을 반영하여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 2.0)’을 새롭게 

발행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확대 

▴차량진출입로 주변 점자블록 추가 ▴교통섬 

내 점자블록 설치방법 개선 ▴연속 선형블록 설치 

규정 추가 ▴도로경계석 이탈방지 등이다.

①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확대(1m→2m)

 횡단보도 앞 보도 경사도를 2배(20%→10%)로 

완화하여 휠체어 및 유아차 이동 중에 생기는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되었다.

【 개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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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후 】

② 차량진출입로 주변 점자블록 추가
 보도 내 건물진입을 위해 설치되는 차량진출입 
구간에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험 
감지를 위한 일시정지용 점자블록이 추가되거나 
연속적으로 설치됐다. 

③ 교통섬 내 점자블록 설치방법 개선
 보행자 도로횡단 시 대기하는 교통섬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교통섬에 진입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 
탐색을 위한 점자블록이 짧아 인식하기 어려웠으나, 
교통섬 중앙 반경 1m까지 점자블록을 연장 설치
하여 자칫 차도 방향으로 걷지 않도록 방향 탐색이 
훨씬 수월해졌다.

【 개선 전 】
4) 교통섬 
 -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섬의 중앙에 

평탄한 공간을 제공한다.

【 개선 후 】
4) 교통섬 
 -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섬의 중앙에 

평탄한 공간을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이 방향  인지
할 수 있도록 반경 1.0m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 연속 선형블록 설치 규정 추가
 보도 중앙에 일직선으로 설치되는 점자블록의 
경우 설치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있었으나, 
시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복지관, 교육원 등의 시설물 
출입구에는 주변 교통시설로부터 점자블록 연속적
으로 설치하는 기준 적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 
접근성을 높였다.

⑤ 도로경계석 이탈방지
 도로와 사유지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선에는 주로 
도로경계석(연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도굴착 
이나 차량진입 등에 따라 침하 방지를 위해 바닥
기초를 강화(5㎝→10㎝)하였다.

 시는 이번 설계시공 매뉴얼 뿐만 아니라, ‘보도
공사 상세 설계 표준도’도 동시 발행해 포장단면, 
포장구조물 상세도 등 풍부한 자료도 함께 배포
한다. 또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방법과 
‘차량 진출입로 포장 설치 기준’ 등을 부록편에 
상세하게 수록하여 보도포장 공사 및 유지관리 시 
본 매뉴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도공사 실무 현장에서 활용돼 보행자를 
위한 고품질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과 ‘보도공사 상세
설계 표준도’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 
news.seoul.go.kr/traffic/block_Collection)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02)2133-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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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내형 정원 ‘스마트가든’ 

44개소 조성…코로나시대 힐링 쉼터

 서울시가 실내에서도 사계절 푸른 정원을 만끽

하며 일상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 가든’ 

(smart garden)10)을 올해 34개 기관 44개소

까지 조성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집·사무실 등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일상 속 치유공간과 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힐링 쉼터로 

‘스마트 가든’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가든’은 공원, 병원, 산업단지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간에 테이블야자, 산호수 등 

실내에 적합한 식물을 심고 이를 자동화 관리기술로 

유지·관리하는 신개념 정원 패러다임이다. 공간 

특성과 구조에 따라 큐브형, 벽면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할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 가든’이 식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치유·휴식·관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 근무자는 물론 시민들도 계절과 관계

없이 정원을 즐기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산림청이 실내정원의 치유·휴식 효과를 

10) 실내공간에 적합한 식물소재와 관수‧조명‧공조 제어시스템이 
자동화된 식물관리기술이 도입된 실내정원

연구한 결과(2018년)에 따르면, 실내정원을 체험한 

후 긴장, 불안, 피곤, 무력, 우울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5개 의료·공공기관 6개소의 실내 

유휴공간 130.87㎡에 실내식물 15종 4,766주를 

심어 ‘스마트 가든’을 처음 조성했다. 5개 의료·

공공기관은 보라매공원, 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선유도공원, 해누리타운이다. 시는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 예산 1억8천만 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예산을 10배 이상(11억4천만 원) 늘려 

29개 기관 38개소(산업단지 14개, 의료기관 4개, 

공공기관 20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

공공기관 뿐 아니라 마곡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로

까지 조성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는 작년 수요

조사 대상지인 54개소에 대해 자치구 및 수혜기관과 

협의해 당해 연도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 

전년도 자치구 수요조사, 산림청과 대상지 적합성 

협의, 최종 산림청 대상물량 확정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며  상반기 내 

38개소를 조성한다. 또한, 식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물인터넷망(IoT), Wifi, 터치패널을 

도입하여 식물의 생육상태를 파악, 자동으로 관수, 

조명 및 공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등을 활용한 

스마트 가든을 시범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산림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1〕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1㎞ 공중보행길 

9월 완성…지하연결통로 개통
 서울시가 을지로 지하도와 청계천 대림상가를 

바로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지난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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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했다. 종로에서 퇴계로까지 길게 늘어선 세운

상가군 7개 건물 가운데 지하도와 연결되는 최초의 

보행통로로, 세운상가 일대가 서울 도심을 관통

하는 지하보행길과 처음으로 연결된다.

 오는 9월에는 서울시가 5년에 걸쳐 계속해 온 

세운상가 일대 보행재생이 마무리되어 전 구간 

개통된다. 종묘 앞 세운상가에서 퇴계로 진양상가

까지 총 1㎞에 걸친 7개 건물 전체가 공중보행길로 

완성된다. 

 이렇게 되면, 남북 역사도심 명소와 동서 도심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 보행축이 완성된다. 

남북 역사도심 명소는 종로와 종묘에서 시작해 

세운상가를 거쳐 남산까지 보행으로 이어진다. 

도심 동서 보행축인 을지로 지하도와 청계천 산책로

와는 지하·지상 모두로 연결된다. 힙지로(힙+을지로), 

청계천 등 주변 방문객들의 발길이 세운상가 일대

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2017년 세운상가 보행재생 1단계 

구간(세운상가∼청계상가∼대림상가) 420m 공중

보행길을 개통한 데 이어, 오는 9월 2단계 구간

(대림상가∼삼풍상가∼호텔PJ∼인현상가∼진양

상가) 580m를 연결하는 공중보행길을 개통한다

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후하고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를 

도심보행의 중심축이자 창의제조산업 혁신거점으로 

재생하는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하나인 ‘보행

재생’으로 추진됐다. 

 개통된 지하연결통로는 을지로3가역과 을지로4가역 

사이 지하도에서 대림상가 지하 1층을 계단으로 

연결하고, 상가 운영시간(08:00~20:00)에 맞춰 

개방된다. 3월 말에는 을지로 지하도에서 지상 

1층과 3층 공중보행길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새로 연결된다. 

 시는 지하연결통로 개통에 맞춰 출입구(을지로 

지하도) 주변 벽면을 ‘힙(Hip)’한 을지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라인아트 을지로 테마존’으로 재

탄생시켰다. 실제로 판매되는 추억의 오락기부터 

최첨단 조명, 음향기기 등 을지로의 과거와 현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02)2133-850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05〕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확장·정비 완료 

…3월 6일 0시부터 양방향 통행
 3월 6일 0시부터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교보빌딩, 주한 미국대사관 앞)가 기존 일방

통행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기존 5개 차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주행차로수 7차로)로 

확장·정비하는 공사를 3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양방향 통행을 시행하였다.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 양방향 통행 시작과 동시에 

현재 하행(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서측 도로, 즉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공간은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는 공원 같은 

광장으로의 변신을 준비하며,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광화문 삼거리와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

(세종대로)을 통행하는 상‧하행 차량 모두 동측 

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측 도로는 시민들의 뜻을 담아 올해 11월까지 

광장에 편입돼 보행길로 변신,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에서 서울역을 잇는 2.6㎞ 도심 

보행축을 완성하게 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 공사기간 전후로 

교통 흐름을 분석한 결과, 착공 직후 일시적으로 

통행 속도가 조금 감소했지만 교통정체를 유발

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예년 수준(약 22㎞/h)의 

통행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9년 

평균 21.6㎞/h, 2021년 2월 평균 21.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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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앞으로도 현재 수준의 

통행속도 유지 및 시민불편 감소를 위해 지속적

으로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 자하문로, 서소문로 등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6개 도로 13개 교차로와 

공사 영향권 내 65개 교차로의 신호를 최적화해 

교통 정체를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광장 동측 

도로 양방향 통행에 대한 전방위 홍보와 우회경로 

안내에도 나선다. 세종대로와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에는 안내배너와 현수막을 설치한다.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주요 내비게이션 정보 변경과 라디오 

교통방송,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도로

전광표지(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한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과 협의 등을 거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추진,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02)2133-7716〕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02)2133-246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4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7737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에 따라 전략계획 및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내용 

구체화하는 등 위임사항을 마련함은 물론,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20조)

 1)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으로 규정

나.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안 제54조의2)

 1) 경미한 변경사항을 용도지역 변경(입소구역 

10% 이상 변경 포함), 주요 도입기능 변경, 

사업부지·연면적·기반시설 면적·총사업비의 10% 

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

으로 규정

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32조의4, 안 제32조의5 및 안 제33조)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의 

경력 등 인정 및 전문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또한 양성기관으로 대학, 도시재생지원

기구 및 도시재생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 가능토록 명시

라.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확대(안 제46조)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공항시설법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

공사도 포함

마. 실무위 민간위원 임기 확대(안 제9조의2제4항)

 1) 도시재생 특위·지방위 및 타 법령상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확대

바.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현행화           
(안 제13조제1항제4호)

 1)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대상에 건축공간연구원 

추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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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법률 제16620호, 2019.11.26. 공포, 2021.5.27. 시행)

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위탁기관 지정, 관련정보 제출 

요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시행일 전에도 시행준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7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능등급 적용대상 및 구분기준 규정     
(안 제4조의3 및 별표1 신설)

 1) 적용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 등 

에서 기능직 생산인력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건설근로자이며, 60개의 건설 

통합직종을 규정하고 직종별 기능등급은 

초·중·고·특급 4단계로 ①근무경력, ②자격증, 

③교육·훈련, ④포상이력을 반영하여 구분

나. 기능등급 구분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 
(안 제4조의4 신설)

 1)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이력),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의 취득 및 기능

경기대회 입·포상 이력), 한국고용정보원(자격

취득, 직업훈련 이수·수강 이력 등), 기타 관련 

기관

다. 기능인등급제 관련 업무 위탁수행기관 규정
(안 제4조의5 신설)

 1)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기능인등급제 관련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하며, 국토부장관의 공제회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업무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등 업무

지시권 규정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1) 기능등급 구분·관리를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각종 

정보의 처리 근거(처리 주체 및 관련 사무) 

마련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하여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개발제한

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 (안 

별표 1 제3호머목·서목)

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연료

공급 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5호마목10))

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근린

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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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철거 없이 자기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하되,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를 전·답·과수원 

등으로 대체 조성 (안 별표 1 제5호다목·라목, 

별표2 제4호바목)

라.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1호아목)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개정(BF인증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적합성 심사 시 장애인단체 

의견청취 등 도입, 여객시설에 연안항 추가)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대상 규정, 

기준적합성 심사 절차 마련 등 시행령을 개정함

은 물론, 여객시설 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에게도 위임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31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준적합성 심사를 위한 장애인 단체 의견청취를 

할 때, 심사 대상시설의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고, 의견 제출기간(14일)을 부여

하여야 함 (안 제12조의2 신설)

나. 여객시설의 범위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고정건축물이 있는 연안항을 포함 (안 별표 1 개정)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으로 

교통약자법 제2조에 따른 여객시설 중 여객

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

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을 정함 (안 제15

조의4, 별표1의2 신설)

라.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

자치도지사에게 위임 (안 제21조의3 개정)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으로 하는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안 별표 3 개정)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20호,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5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안 제1조)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

나.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1) 도로(고속도로 제외),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면도 등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

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3조)

 1)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법에서 정하지 않고 위임한 추진체계 정비, 

관리기반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

라. 도시숲 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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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1)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내용과 방법·절차 

및 도시숲 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바.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1)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절차를 규정하고 통계를 

2년마다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사. 도로공사 또는 정비 시 가로수의 조성·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1) 가로수의 조성·유지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명시

아.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8조)

 1)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자로부터 

도시숲 등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한 절차 

및 그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1) 도시숲 등의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의 반환 기한과 

반환 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차. 권한의 위임·위탁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0조)

 1) 산림청장이 위임할 권한과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를 규정

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규정

타. 시행령의 시행일(부칙 제1조)

 1) 2021년 6월 10일

파. 도시숲등 기능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1) 도시림의 기능을 도시숲등의 기능으로 구분

하여 명시

하.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1) 이 영 시행 당시 보조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거. 다른 법령의 개정(부칙 제4조)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 규정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공표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4조∼제7조)

 1)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관련 조항 삭제

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안 제8조 및 제9조)

 1)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제 도입에 

따라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및 제9조의2)

 1)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

라.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 

신설(안 제12조의3)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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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0.6.9.)과 관련

하여 법률 시행(개정 공포 후 1년)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하여 소방

기술자 및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개선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한 감리원 배치 

기간 연장(안 제16조)

 1) 소방시설 착공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감리원 배치기간을 연장하고, 감리원은 소방시설

이상 유무를 건축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

에게 인계인수하고 철수하도록 함

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제도 개선(안 제19조)

 1)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축물 등의 사용

승인 허가청에 접수 하는 ‘사용승인신청을 증빙

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를 의무화 함

다.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의 신뢰성 확보

(안 제23조)

 1) 관계기관 등에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청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0.6.9.)과 관련 하위

법령 개정

 1) 감리방법 위반, 방염·시공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 하도급 위반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9조, 별표 1)

 2) 과징금부과 상한액 조정(3천만 원 → 2억 원)에 

따라 세부부과 기준 조정(안 제10조, 별표 2)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민자도로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로 운영 중인 민자도로

사업자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제출 의무가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민자

도로 관리지원센터에 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고유

식별정보 처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5년 단위의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5조의4 신설)

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의5 신설)

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안 제16조의3 

개정)

라.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미수립

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2 개정)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044)201-39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성능검사대행자의 성능검사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

(법률 제17224호, 2020.4.7.)됨에 따라, 성능검사 실태

점검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준과 한국국토정보

공사의 실태점검 등은 측량업무 전문기관의 장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고, 성능검사대행자는 시·도에 등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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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임(안 제103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 

시정명령, 성능검사 대행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성능검사 대행자 실태점검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에 위임

나.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방음시설의 설계 시 조류 충돌방지 

기능이 있는 문양의 방음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방음시설의 설계시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생태적 측면도 고려하도록 하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문양의 방음판을 사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호)

나. 조명, 일조, 채광 등이 요구되어 투명방음판을 

사용하는 경우 조류 충돌 등 생태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단서)

다.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19조)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6〕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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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8차 효창원로 독립기념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구간 주변 용·배수로 등 지하매설물 현황을 

조사하고 재설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되 하수

관거 배수용량 검토 시 최신 강우강도식 적용

○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수 축소에 따른 교통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 

제시하도록 내용 보완

○ 보도포장 관련 설계용역 준공 전 우리시 보행

정책과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승인 등 보도설계 내용 보완

○ 적용기준 부문에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 항목 추가

○ 성과품 작성 중 설계도면 작성에 전기, 조경 

등 작성기준을 명기하고 분리발주가 필요한 

설계예산서는 별도 작성

■ 제3차 마포대교(하류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시험위치 선정 관련

   - 발주부서에서는 재료 및 재하시험 위치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진단 시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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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관련

   - 내진보강이 실시되지 않은 구간(램프)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보완할 것

○ 유지관리 관련

   - 연석 Blolck Out에 의한 체수 구간과 상태

평가 결과 ‘d’로 평가된 난간 및 연석부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관리하도록 할 것

■ 제5차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1구간) 설계심의

○ 동남로삼거리는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계획을 

재검토하고 교통분야 위원에게 자문 후 사업을 

추진할 것

○ 구조물의 기초하단 위치에 따라 느슨한 지반

조건이 존재하므로 구조물에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재검토하기 바람

○ 초록생태길 조경계획 시 이용자 안전을 고려

하여 지하차도 좌우측 녹지대에 차폐식재 등 

설치를 검토하고, 보행동선과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제6차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심의

○ 부출입구 옆 D.A 상부에 설치된 환기구(높이 

2.6m, 폭 3.6m / 2.9m)로 배출되는 공기가 

환기구 하부 벤치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벤치를 삭제하고 조경 등으로 마감 권장

○ 수도메타기함 점검맨홀이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출입 및 점검 시 지장이 

예상되니 위치변경

○ 지하 1,2,3층

   - 계단실(X4열측) 이중문 개폐 시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문위치 재검토 필요

   - 지하1층 창고-3 출입문 위치 변경(차량 주차 

시 고려)

○ 지하 및 옥상 비노출 복합방수

   - 연질형 우레탄 고무계로 전면밀착공법 시행

(부풀음 방지)

   - 보강형 PVC 계통 쉬트재의 적용(강도 및 

내구성 확보)

   - 옥상조경은 방근성 확보 필수

   - 옥상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 시 쇠흙손 마감

(밀착성능 확보)

   - 지하방수는 액체식 침투방수 적용(원가절감, 

방수수밀성능확보)

■ 제7차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옥상층 조경 설치 시 구조에 적용된 토피두께나 

조경 규격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구조체(특히 

Slab)에 영향이 없도록 방근처리 등 관리 필요

○ 가설구조도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시스템비계와 시스템서포트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라 상세하게 재작성 바람

   - 안전작업발판의 재질, 벽이음연결철물의 단면

상세도(지주와 띠장의 접합부 위치) 등

○ 법령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태양광 발전

설비 검토 필요

○ 흙막이 시공 시 과굴착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므로 과굴착방지, 지보공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면, 시방서 명기 바람

○ 피난계단 출입문(1층 등) 설치 검토 필요

○ ESS실(100㎾) 소화설비(HFC-125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적응성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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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교량·터널 모니터링센터 운영 용역발주심의

○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설물을 검토하고 조사·

분석 및 구축방안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

○ 건설부문(구조)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것

○ 운영인력의 정기적(비정기적) 보수교육 및 센터 

전문인력 육성 방안 등 기술 이전과 장비운영 

매뉴얼을 포함한 서비스 품질(SLA) 및 그 검증

방안을 제시할 것

■ 제9차 옥수빗물펌프장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금회 진단 시 현장여건으로 인해 가동이 불가

하여 펌프의 작동상태와 소음 및 진동의 정량

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후 펌프 

가동시기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보수부 재손상이 발생한 부위는 손상이력 및 

원인, 기존 보수공법 등을 파악하여 향후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적정한 보수대책을 제시

할 것

○ 옥수빗물펌프장 상태평가 시 토출배관 5호기 

플랩게이트 탈락이 미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여 보완할 것

○ 지하펌프실 내부에는 별도의 배수시설이 없으므로 

물이 지하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2016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안전성평가 자료를 

요약하여 수록하고 금회 검토와의 차이점을 

제시할 것

■ 제10차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본 노선은 우이신설선의 연장선으로 상당부분 

우이신설선의 시설활용 및 연계를 전제로 하므로 

차량시스템, 신호시스템의 경우 호환성 제시, 

기존 차량기지 활용 혹은 확정 등 전제사항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있음

○ 차량기지는 현재 개통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민자투자사업 협상 시 연장선을 감안하여 차량

기지 용량을 산정하였던 점에서 기존 차량기지

에서의 수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정거장이나 

본선을 활용하여 주박 및 회차 계획을 수립

하는 것으로 검토 필요함

○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 용역 특성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추진

사항 합동검토(건설사업 업무추진프로세스 개선

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 2014.10.13. 참고)

■ 제11차 잠원고가 정밀안전진단심의

○ 시설물의 상태 평가

   - 잠원고가차도는 차로수 대비 1차로의 폭원이 

넓게 시공되어 차로수로 시설물 상태평가 

시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구조물 

폭원비로 검토하기 바람

○ 안전성 평가

   - 내실있는 동적재하시험 평가를 위해 고유

진동수 산정 사유, 기존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비교·검토한 사항 등을 추가하기 바람

○ 보수·보강 방안

   - 섬유보강 콘크리트 바닥판의 하자로 인한 

누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므로 

단기적인 보수보다 상세 보수·보강 방안 

마련 필요

   - 신축이음부 파손에 따른 시설물의 손상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주기적

으로 교체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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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주차장 설계 지치 및 건축물 설계 지침에 따라 

보행자용 통로를 확보하고 각종 안전시설(환기구 

덮개 추락방지시설 등) 설치를 검토할 것

○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 발주하고 과업기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것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용자 주차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주차관제 설비를 계획할 것

■ 제13차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각 지천별 가로등, 보안등 볼라드등의 구성은 

지형지물의 특성과 수목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등기구는 주야 난반사를 고려하여 무광택

으로 하고 지천별 다른 디자인으로 검토

○ 각 지천별 교량 및 건조물의 특성을 고려한 

야간경관 조명환경을 구성하여 각 지천을 식별

할 수 있도록 검토

○ 모든 광원은 수목, 분수, 이벤트 조명 등을 

고려한 계절별 색온도와 휘도, 야간 및 심야에 

DIMMING이 가능하도록 검토

○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 야간 

보행자는 자전거의 전조등(고휘도) 및 탑승자의 

헤드랜턴으로 인해 빛공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부가적인 조명사용 없이도 자전거 주행이 가능

하도록 조도 상향 검토

○ 과업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정용어로 

대체하고, 오탈자도 수정할 것

○ 과업내용 보완

   - 강우 및 호우 시 이용객 안전을 위해 방수형 

기자재 및 고감도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할 것

   -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고속으로 이동하는 

탈것 이용자들의 시환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연출할 것

     이용자 눈부심이 없는 조명 연출

     이용자의 명순응, 암순응을 고려한 연출안 

수립 및 시뮬레이션 실시 등

■ 제14차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 용역

○ 각 권역별 중용 건축물 및 건조물의 특성을 

고려한 야간 도로 조명 및 경관 조명으로 권역별 

구별이 가능하도록 조명환경 구성을 계획

○ 가로등용 광원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별 DIMMING이 

가능하고, 야간 경관조명용 광원은 계절별 색

온도와 휘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 가로등기구는 주야 난반사를 고려하여 무광택

으로 하고 가로등은 풀컷오프 및 권역별 다른 

디자인으로 검토

○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 야간 

보행자는 자전거의 전조등(고휘도) 및 탑승자의 

헤드랜턴으로 인해 빛공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부가적인 조명사용 없이도 자전거 주행이 가능

하도록 각 권역별 도로 조도 기준(KSA3701)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

○ 과업내용 구체화 및 세분화

   - 빛의 관문을 상징하는 3∼4개소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시범대상지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운전자 눈부심이 없는 조명 연출

   - 명순응, 암순응을 고려한 연출안 수립 및 

시뮬레이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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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하천홍수주의보 등 발령기준 산정 용역

발주심의

○ 안양천과 중랑천 내 도림천과 우이천의 합류 

이전 및 이후 지점까지 과업범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 예보지점 선정 시 하천의 수위 영향을 받는 

유역 내 저지대 및 내수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을 

고려할 것

○ 정전과 같은 비상 시 계측시스템, 관측 자료 

전송 시스템 등의 원활한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전원(또는 보조전원)에 의한 동작을 

확인하도록 할 것

○ 향후 서울시 관내 전체 하천으로의 확장계획 

및 단계별 시행계획수립 시 하천 조건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할 것

■ 제16차 5호선 방화역 등 5개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심의

○ 유관기관 협의 등 도심지 협소공간의 공사특성 상 

공사기간 내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당해 공사비 집행결과와 복합공종 간 

업무량에 따라 적정 감리원 조정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 기존 다중이용 시설물에 설치하는 공사로서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및 접합성(콘크리트 물성 등) 

검토 필요

○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관리 필요

■ 제17차 보광배수지 외 14개소 정밀안전진단

심의(재심의)

○ 금회 실시된 복원도면 작성에 대하여 도면 

종류와 제원 측정 등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또한, 향후 발주 시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조사 및 복원 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배수지 내부는 방식처리가 되어있어 구조물의 

성능저하에 영향을 주는 균열이나 백태 등의 

외관조사는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아리수올림터 6개소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

이지만 주요시설물이므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제18차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설계심의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여러 사업과 연계된 대규모 

사업으로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설계 

시 재검토 필요

   - 탄천·한강 정비사업,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등이 설계 중으로 연계 구간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

   - 광역상수도관 등 주요 지장물에 대한 관련

기관과 협의된 사항 설계 반영 필요

○ 실시설계 심의 전 검토 보고회(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별 지적사항에 대한 설계 반영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제19차 망원1배수문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보수·보강 비용 산정 시 각 개별부재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절한 보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수문본체와 박스구간에 조사된 단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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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 파손 등)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진전·확대 가능성

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 문비 재도장 시 코팅 적용, 문틀 스테인리스 

재질 적용 등을 고려하여 보수비용을 산정

할 것

   - 침식에 대한 방청 및 단면보수 뿐만 아니라 

가물막이 등에 대한 시공순서도를 추가 수록

하고 비용을 반영할 것

○ 배수암거 바닥에 쌓여있는 토사 퇴적(이물질

퇴적)의 경우 주기적인 준설 등을 실시하여 

수문개폐 시 문제가 없도록 할 것

○ 문비 부식, 도장박리 및 렉바 부식 등 손상에 

대해 보수·보강방안, 주기적 유지관리방안을 

상세히 수록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20차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지표 설정 시 시설 성능에 요구되는 소화율 

VS 감량율, 소화조 상·하부 온도차 등 정량적 

성능기준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과업내용에 추가 검토할 것

○ 기존 2단 소화조 및 가스교반의 효율을 검토

(기존 운영 Data 기준)하고, 금회 개선 소화조 

및 교반시스템의 타 하수처리장 운전 자료와 

비교하여 목표효율(소화가스 증산 및 찌꺼기 

감량율 등)을 제시할 것

○ 구조물 기초공법 결정 시 본 과업에서 수행

하는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반조사 과업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주요 기자재의 시험 및 검사방법, 성능보증 

사항 작성 내용을 추가할 것

■ 제22차 한강공원 주차장 출구차로 구조개선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 수행방법에 공사 시 민원 발생 구간을 

예상하여 공정계획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기간 및 휴일 등 한강

이용시민 불편사항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공사기간 산정

○ 적용기준 및 시방서 부문에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도로표지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등 관련 규정 추가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에서 분석해야 

하는 사항(각 지점별 교통관련 중점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할 것

○ 합동사무실 운영 필요성을 검토하여 불필요 시 

내용 삭제

■ 제24차 양화대교(하류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안전성 평가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내진 보강 상세 

이력, 성능 평가 시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기 바람

○ 보수·보강 방안

   - 아치리브 등에 발생한 도장박리 및 부식손상에 

대해 필요 시 재도장 할 수 있도록 위치 

및 보수방법에 대해 명기하기 바람

○ 유지관리 방안

   - 신축이음부 누수, 체수 등으로 인해 주요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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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분야 정밀안전진단 기준 정립(발주부서)

   - 내진성능평가 대상, 주기, 적용 설계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고유진동수 모델링 대상시설물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제28차 장기사용 대형 송배수관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공사 중 수질 확보 관련

   - 공사 중 연계관로 활용 시 유속변동으로 

인한 적수 출수가 우려되므로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공 전 관로 세척 등 적정 

수질확보대책 마련을 위한 과업내용을 보완

할 것

○ 작업자 안전관리 관련

   - 밀폐된 공간(관로, 밸브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식 및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 중 안전수칙 및 안전시설 등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반영할 것

○ 기존 시설 활용 관련

   - 기존 시설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하여야 하며, 폐쇄되는 기존 시설 및 관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되 폐쇄하는 경우 폐쇄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사 중 폐기물 처리 관련

   -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 등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

2021년 2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59차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1,2공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87건을 제안하여 64건 채택 

(채택률 73.6%)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333,736백만 원에서 4,661백만 원 

절감 (절감률 1.4%)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4% 12.6% 12.6%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수위영향을 받지 않는 U-Type 바닥콘크

리트 삭제

      ⇒ 바닥콘크리트 삭제로 유지관리, 시공성, 

경제성 개선 (감액 829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청담1·2교, 하남방향 진입교 말뚝기초 본수 

축소

      ⇒ 경제성 향상 및 공기단축 (감액 367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청담1교 전후 연결로 노면에 칼라유도선 

추가 설치

      ⇒ 진·출입부 운전자에게 차로의 명확한 

경로 제시로 원활한 주행안전성 확보

(증액 6백만 원)

■ 제59차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3,4공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66건을 제안하여 145건 채택 

(채택률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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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66,668백만 원에서 4,759백만 원 

절감 (절감률 1.8%)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8% 7.2% 9.0%

○ 주요대안내용

  - 계획성 향상

    ∙ 연결차로 폭원을 3.25m로 적용

      ⇒ 연결도로와 연계성에서 유리하고 공사비 

절감 가능 (감액 343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지하구조물 다짐방법 개선

      ⇒ 다짐 불가구역 지지력 확보 및 협소구간 

다짐 시 안전사고 예방 (증액 681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삼성교(보도교)를 기존교량과 분리 시공

      ⇒ 교량 공용 중 취약 개소인 조인트를 

최소화함으로써 사고방지, 교량 열화 

저감을 통한 유지관리 비용 감소 (감액 

306백만 원)

■ 제66차 전농천 악취저감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71건을 제안하여 50건 채택 

(채택률 70.4%)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9,784백만 원에서 261백만 원 절감 

(절감률 2.7%)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7% 11.2% 12.7%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복개내부 차집암거 선형 변경 및 PC 적용

      ⇒ 기둥 간섭 배제 및 시공성 향상 (감액 

50백만 원)

  - 이용자편의성 향상

    ∙ 악취차단벽 주변 관목초화 변경

      ⇒ 방향 및 공기정화 수종으로 변경하여 

쾌적성 증대 (증액 14백만 원)

■ 제67차 서울시립미술관 건립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72건을 제안하여 68건 채택 

(채택률 94.4%)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0,980백만 원에서 650백만 원 

절감 (절감률 3.1%)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3.1% 6.8% 11.4%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기초 무근콘크리트 하부 방습필름, 잡석

다짐 삭제 (감액 21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Mat 기초두께 및 파일배치 최적화

      ⇒ 파일 개수 감소, 코어벽체 및 C1A기둥 

파일 개수 추가 (감액 16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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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면 평탄부가 형성된 이형봉강을 이용한 

사변형 단면의 격자지보재 제작 기술 (제903호)

(보호기간 :  2020. 10. 7. ～ 2028. 10. 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이형봉강을 이용한 사변형 격자지보재로, 이형봉강의 상·하면에 형성된 평탄부는 

주부재와 스파이더 간 면접촉에 의한 용접이 가능하고, 이형봉강의 요철부는 숏크리트와의 일체 

거동을 유도하며, 스파이더에 보강된 수직재와 사변형 단면으로 구성된 격자지보재 제작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은 나사마디 이형봉강을 이용하고 사변형 구조로 제작하여 용접품질 및 구조안정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기존기술 대비 성능은 동등 이상이면서도 경량화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이 향상된 

격자지보재로 시공절차는 기존기술과 동일하다.

【 신기술 개념도 】

【 시공절차 】

 ① 지보재 운반  ② 상·하 지보재 조립  ③ 지보재 거치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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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좌·우 지보재 조립  ⑤ 하부 받침대 설치  ⑥ 시공위치 확인(측량)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
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 금액) 비고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한국도로공사/
코오롱글로벌㈜

2014.03.∼
2019.12.

총연장 : 6.35㎞
(교량8개소, 
터널4개소, 

출입시설1개소)

150,687,020천원
(121,445천원)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 간 건설공사

제2공구

한국도로공사/
코오롱글로벌㈜

2016.10.∼
2022.10.

총연장 : 5.78㎞
(교량1개소, 
터널 1개소)

140,866,000천원
(822,200천원)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철도터널의 복선화/고속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동서/남북 축의 고속도로, 수도권 광역

교통망 및 고속도로 등의 신설 계획 등이 발표됨에 따라 터널공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기술 적용 시 경량으로 시공성이 향상되면서도 구조안정성이 우수하고 경제성이 확보됨에 

따라 강지보재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삼각 격자지보재 H-형강 지보재

형상

특징

∙경량자재로 운반, 설치 용이
∙숏크리트와 일체화
∙나사마디 이형봉강 사용
  - 용접성능 향상
  - 숏크리트와 부착력 향상
∙사변형 단면 및 수직재의 보강
  - 강성증가

∙경량자재로 운반, 설치 용이
∙숏크리트와 일체화
∙원형봉강 사용
  - 용접부 파손 빈번
∙강성이 작음

∙강성이 큼
∙격자지보재 대비 중량이 큼
   ⇒ 시공성 저하
      (운반 및 설치 불리)
∙숏크리트 타설 시 배면공극 발생
 (숏크리트와 일체화된 구조체를
  형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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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7년 도공기술마켓에 등록되었으며, 이후 한국도로
공사가 발주한 현장에 적용되었다. 또한 2019년 우수신기술로 선정되었고 도공기술마켓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다.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망 및 고속도로 등의 신설 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터널건설이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신기술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순수 국내개발 기술로 기존기술 대비 경량이면서도 성능이 우수하며 경제적이기 
때문에 국내 보급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 원
구분 규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G-type
소형(G-100×100) 253,134  467,182 213,811 934,127 
중형(G-125×110) 261,118  447,317 212,110 920,545 
대형(G-150×130) 270,866  427,933 211,181 909,980 

S-type
소형(S-100×115) 311,775  538,237 254,871 1,104,883 
중형(S-125×125) 387,809  621,234 305,778 1,314,821 
대형(S-150×150) 502,757  799,653 395,631 1,698,041 

※1조 = 25 m

    2) 공사비
단위 : 원

구분 삼각
격자지보재

신기술
(G-type)

절감액
(절감율)

H-형강
지보재

신기술
(S-type)

절감액
(절감율)

소형 1,108,166 934,127 174,039
(15.7%) 1,299,146 1,104,883 194,263

(15.0%)

중형 1,072,537 920,545 151,992
(14.2%) 1,556,862 1,314,821 242,041

(15.5%)

대형 1,185,233 909,980 275,253
(23.2%) 1,873,711 1,698,041 175,670

(9.4%)
※1조 = 25 m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기존기술 대비 6.5%∼21.3% 경량으로 시공성이 향상되나, 현행품셈 상 시공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전체 공사기간은 기존기술과 차이가 없다.

   4) 유지관리비
 강지보재는 적용분야 및 시공위치의 특성상 암반 내에 시공되고, 이후 숏크리트가 타설되어 
매립되므로 시공완료 후 일상적인 유지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기술 적용에 따른 별도의 
유지관리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이 신기술은 강재사용량이 절감됨에 따라 강지보재 제작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기존기술
(삼각 격자지보재, H-형강 지보재) 대비 약 6.5%∼21.3%(25m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
성적표지 배출계수 적용) 감소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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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가능한 브라켓을 적용하는 콘크리트 및 강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방법(BBCM 공법) (제904호)
(보호기간 :  2020. 10. 7. ～ 2028. 10. 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고소작업을 최소화하고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및 시공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부 시공 시 콘크리트거더에는 사전에 매립된 기초볼트, 강거더에는 상부플랜지 

두께변화에 간섭 없이 L형 리브데크(Rib-Deck)의 3변지지가 가능하도록 강거더에 부착된 거셋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브라켓을 설치하고 캔틸레버의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는 분리 가능한 브라켓을 

적용한 콘크리트 교량 및 강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방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절차 및 시공방법 현장 시공 사진

1단계

강재 또는 알루미늄 브라켓 설치 :

강재 또는 알루미늄 브라켓은 지상에서 일체로 

조립한 후 사전 설치 된 기초볼트 또는 거셋플레

이트에 볼트와 와셔 등을 이용하여 견고히 부착

하며, 고소작업을 피하기 위하여 거더 인상 전 지상

에서 부착함을 원칙으로 함

2단계

L형 Rib-Deck 설치 :

L형 Rib-Deck 설치 시 거더 상부에 거치되는 접지

폭은 60㎜를 표준으로 하며, 강재 또는 알루미늄 

브라켓 양단에 걸쳐지도록 설치하고 이탈의 염려가 

없도록 고정판과 너트를 이용하여 패널을 밀착시킴

3단계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

강재 또는 알루미늄 브라켓 및 Rib-Deck의 설치가 

완료되면 최종 점검 후 패널상면에 철근을 배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바닥판 설치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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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절차 및 시공방법 현장 시공 사진

4단계

강재 또는 알루미늄 브라켓 해체 :

브라켓의 분리는 안전한 굴절장비를 이용하며, 

기본적으로 작업인부 3명이 1조가 되어 시행함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금액)

비 고

1 공수교가설공사 양구군
㈜신원
알피씨

2018.7.13.~
2018.8.12.

캔틸레버길이L=
340mx2열

427,272,728원
(168,358,357원)

2
강릉역~경기장간 
진입도로(보행자 

도로구간)개설공사
강릉시 ㈜태강

2017.9.15.~
2017.9.30.

캔틸레버길이L=
46mx2열

20,400,000원
(12,400,000원)

3
문발·서패동 일원 
교통개선대책 공사
(롯데 파주 아울렛)

롯데쇼핑㈜ ㈜동남개발
2017.10.1.~
2017.11.30.

캔틸레버길이L=
40mx2열

39,000,000원
(10,987,000원)

4
의왕복합쇼핑몰 교량 

신설공사
롯데쇼핑㈜ 건웅토건㈜

2018.7.30.~
2018.11.30.

캔틸레버길이
L=42mx2열

33,000,000원
(13,230,000원)

5
흥전1리 위험교량 

재가설 및 
호안정비공사

삼척시청 안태건설㈜
2018.11.1.~
2018.12.10.

캔틸레버길이
L=24mx2열

18,000,000원
(8,240,000원)

6
청양-신양IC 
도로건설공사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흥화
2018.12.1.~
2019.12.31.

캔틸레버길이
L=58mx2열

69,000,000원
(13,124,000원)

  나. 향후 활용전망

 현재 국내 시장의 교량 바닥판 공법은 재래식 합판 거푸집 및 동바리 공법이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교량 바닥판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공기단축이라는 목표

아래 프리캐스트 패널이 합판거푸집 공법의 대안으로 각광받아 왔으며,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

교통부 산하 5개청에서 발주되는 교량에 많이 적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캔틸레버부에서는 아직도 

개선된 공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 재래식공법(합판거푸집, 동바리)을 적용하고 있다. 이 신

기술인 강재 또는 알루미늄브라켓과 L형 패널을 이용한 교량 캔틸레버부 시공은 재래식공법이 

가지고 있는 시공단계별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행되지 못한 점을 획기적

으로 개선한 독자개발 공법으로서 향후 활용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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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신기술(BBCM 공법) 기존기술

브라켓형태 ･분리형 브라켓 + Rib-Deck ･영구형 브라켓 + LB-Deck

기초볼트
･거더 제작 중 사전 시공 ･거더제작 중 기초볼트 간섭시공 또는 제작완료 천공

후 셋트앵커시공

공법특징

･사전기초볼트 시공→안정적 브라켓 설치
･거더상면의 브라켓 설치홈 구현
･시공후 간단한 브라켓 분리로 재사용 및 유지관리 
미관 양호(강거더와 브라켓 호환)

･브라켓지지구조 및 시공 복잡 
･캔틸레버부 편구배 조절불리
･영구형 브라켓으로 유지관리 미관 불량 및 비경제적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국내에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공되어오던 교량슬래브 프리캐스트 패널이 거더 내측부에만 

시공되어짐으로 인해 기존 재래식으로 시공될 수밖에 없던 캔틸레버부와의 시공 복잡성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상부슬래브 전체를 프리캐스트화 하는데 성공함으로서 본 신기술의 파급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국내외 최초로 영구형 강재브라켓과 L형패널을 이용하여 캔틸레버부를 시공에 적용

되었으며, 영구형 브라켓이 향후 유지관리 및 미관에 불리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 볼트이음에 의한 

탈부착으로 슬래브 타설 후 강재 또는 알루미늄 브라켓을 간단히 분리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이 신기술인 분리형 브라켓은 강거더 및 콘크리트거더교에 호환 적용됨과 동시에 재사용이 가능함

으로 기존기술 대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천원)

구 분 단 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총공사비 단가/㎡

신기술 135×24.3m 289,575 236,300 317,709 843,584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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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단위: 천원)

구 분 기존기술 신기술 비  고

총공사비 1,027,166 843,584 -183,582

단가/m2 313 257 -17.87%

    3) 공사기간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신기술 브라켓설치 L형 Rib-Deck 설치 브라켓
해체

기존기술 거푸집설치(동바리설치 포함) 거푸집 해체 및 정리

    4) 유지관리비

(단위: 천원)

구 분 기존기술 신기술 비  고

초기비용 1,027,166 843,584

유지관리비용 102,942 102,942

해체폐기비용 103,595 104,168

총 LCC 1,233,703 1,050,694 -183,009(-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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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식 현장 타설 공법은 콘크리트 양생 완료 후 동바리 및 거푸집을 해체하고 공사에 사용된 

자재 중 많은 부분이 산업폐기물로 버려지는 비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신기술은 캔틸

레버부에 프리캐스트 패널과 분리형 강재 또는 알루미늄 브라켓을 사용하여 합판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량을 감소시켜 이에 따른 탄소 배출 절감이 가능하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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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상업용부동산 정책

프랑스
파리시의 소상공인 상업공간 보호정책 동향

 파리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왔다. 2014년부터 상업 및 근거리 상업의 증진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업인 세마에스트(SEMA EST)11)가 

120개의 상업공간을 구매하여, 근거리 상업시설이 

부족하고 상업시설이 단일화되어 가는 여러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2017년에는 복지 

관련 부동산 운영주체를 모아 하나의 조직을 창설

하였고, 이를 통해 400여 개의 새로운 상업공간을 

만들었다. 시내 곳곳 지하철 역 근처에 있는 키오

스크(Kiosque, 신문과 교통권을 파는 간이 상점)는 

계약을 갱신하여 작은 상공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서민지구에서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상점을 

개조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 300만 유로를 출자

하였다. 또한 ‘파리에서 만듦(Fabriqué à Paris)’

이라는 문구인증을 만들어 500여 명의 상인 네트

워크를 구축하였고, 파리 곳곳에 200여 개의 아틀

리에(교육공간)를 설립하였다. 이 밖에도 내일의 

먹거리를 만드는 스마트푸드(Smart Food)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창설, 80개 식품시장의 매력증진을 

위하여 근거리·유기농 농산물의 판매 증진, 판매

되지 않은 상품의 재분배, 최적화된 깨끗한 배송

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이 6년간의 

11) SEMA EST: société d’économie mixte de la Ville de 
Paris, au service de la vitalité du commerce et de 
l’artisanat de proximité

임기를 마치고 2020년 재당선되면서, 파리시는 

좀 더 다양한 소상공업이 자리를 잡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리시는 지자체 부동산 공기업을 창설하여 

각 지구에 새로운 상점이 입점하는 것을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① 파리시가 상업공간을 취득하고, 

해당 장소의 수요에 알맞은 상인에게 제공하여 

파리 전역에 지구별 수요에 알맞은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②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임대료로 

주거지구와 가까운 곳에 수제품 상점(식품, 공예품 등), 

문화, 서비스 상점, 기본 진료비를 받는 개인병원 

등이 입지할 수 있으며, 식품점을 통해 유기농, 

근거리 생산 농산품을 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③ 유연하고 혁신적인 개념의 저렴한 

임대계약을 제안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다양한 

상점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둘째, 도시계획(Plan Local d’Urbanisme)을 

수정하여 건물 1층의 상업공간을 숙박업소로 변경

하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깨끗한 배송을 장려하기 위하여 업계에 

새로운 개념의 배송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으로 

① 전기에너지 운송차량 구입지원을 지속하고 수송용 

전기차량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실행, ② 도로의 

가장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운송용차량의 전용 

주·정차공간을 유지하며, 상인을 위해 지상과 지하에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마련, ③ 

도시형 물류센터를 만들어 일반인과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공해 저소음 배송방안 장려, ④ 파리 

시내 자동차 이용을 줄여가면서 현재 일반차량의 

주차공간인 도로 가장자리를 상인들이 운송과 

적재장소로 활용하도록 전환하는 것 등이 있다.

》  해외기술정보



- 42 -

 넷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화된 상업시설을 

제공하고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자립형 문화 관련 

상점과 운영주체를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한다. 

① 서점과 같이 영세한 문화 관련 상점의 유지를 

위한 지원, ② 공연장, 영화관, 소극장, 콘서트홀과 

같은 창작활동기관 지원, ③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개보수공사 혹은 방음장치, 안전장치, 장애인 

출입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 시 지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수거, 나눔 

냉장고, 물품 수리소 운영 등을 통해 근거리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6만 2천여 개의 상점이 있는 파리시는 유럽에서 

주민당 상업시설의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이다. 

파리시에 따르면 상인은 사회적 연계를 돕고 고용 

증진과 도시의 매력도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리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시민 삶의 질을 유지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참고자료
Annehidalgo. 2020. https://annehidalgo2020.com/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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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검색)

영국
제4차 산업혁명과 런던의 오피스시장 전망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술변화를 단순히 3차 산업

혁명의 연장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최근 이루어지는 기술

변화의 속도, 범위, 영향력이 전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전과 비교하여 선형적인 

속도가 아닌 지수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것은 모든 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한다.

 신흥기술과 디지털화는 사람들이 건물을 사용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으며, 부동산 업계 또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영국 KPMG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세 가지 테마가 제4차 산업

혁명에서 주요하게 발견된다. 첫째는 연결성이다. 

쇼핑센터 앱과 원격 작업에서부터 자동화된 창고와 

스마트홈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연결은 이제 물리적 

연결만큼 중요해졌다. 건물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 

및 AI 시스템은 서로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고객 경험과 개인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객의 기대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보다 나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및 분석

기능이 필수적이다. 셋째로는 편리함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실시간 배송 서비스가 소매 및 

물류 부문을 변화시켰으며, 전체 물류 시스템의 

순환시간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 

또한 혼합사용공간은 점점 인기를 얻어 사용자들은 

사무실이 소매점과 레저, 식료품점뿐만 아니라 

체육관, 카페, 식당과 같은 서비스 시설과도 가깝

기를 바란다.

 미래의 상업시설 부동산이 어떤 형태일지 알고 

싶다면 최근 런던으로 이전한 대형 IT기업들의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글은 킹스크로스

(King’s Cross)로 이전하고, 페이스북은 피츠로

비아(Fitzrovia)에, 애플은 배터시(Battersea)로 

이전 예정이다. 혁신적인 사무실에 대한 그들의 

비전은 인재를 끌어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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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런던 킹스크로스에 건설 중인 구글 런던지부12)

 KPMG 그룹의 혁신 및 투자책임자인 샤무스 

레이(Shamus Rae)는 AI 기술이 점점 현실화되어 

사무공간은 유연화 되지만, 실제 사무 공간 또한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공간은 업무

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고급 인재들을 유치

하고 유지하기 위해 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실제로 사무실은 사무만을 

위한 공간보다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

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조건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사무공간은 

웨어러블 기술을 통해 직원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웰빙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는 잠재적 

보안 문제를 안고 있지만 런던에 유치 예정인 

거대 IT그룹 세 곳을 포함해 많은 기업들이 웨어러블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무실 

배치 및 시설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사용될 

것이다.

 더불어, 개인 및 공공기업의 필요에 따라 신속

하게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게끔 사무실 빌딩의 

적응성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일부 기업은 

12) 자료: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5104381/ 
Googlecalls-UK-great-home-announces-1bn-HQ.html 
(2021년 1월 20일 검색).

브랜드를 반영하는 사무공간이 기업의 인재와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고정된 사무

공간을 계속 유지할 테지만, 그와 동시에 사무

공간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업무공간을 재구성하고 

협업공간을 생성하는 등 즉각적인 적응력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유연성, 이동성 및 적응성은 미래 

사무실에 가장 중요한 설계 특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화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공간 설계자는 기존에 한 명의 입주자를 

위해 공간을 설계했던 관행에서 여러 입주자를 

동시에 고려하고 공동작업 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상업공간은 

대체로 20∼30% 정도는 주 임차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를 위해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무

공간 위에 주거공간을 구성하는 등 용도면에서도 

복합적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기술 발달로 공간의 활용과 수요에 대해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지면서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런던에서는 현재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사무실 유연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기업들은 런던의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원들도 임대료가 저렴한 런던 

외곽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회의실 등 

협업을 위한 공간 외에 사무공간은 대폭 감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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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 시대에 부는 상업용부동산의 새 바람

코로나 사태와 일본 부동산 현황

 지난 한 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은 밖에 나오기를 

꺼려했고 왕래도 줄었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재택근무의 확산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크게 바꿔 놓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났다. 조기에 코로나 확산세를 막지 

못한 일본은 수도권 및 주요 도시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였고, 유동인구가 급감하고 영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폐업하는 상점들이 속출하였다. 무엇보다 

감염병으로 인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가 

연기되면서 호텔에는 관광객이 사라지고 선수촌 

민간분양이 지연되는 등 코로나19는 일본 부동산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최대 부동산회사인 미쓰이부동산의 코모타 

마사노부 대표이사는 작년 한 해의 부동산산업을 

평가해달라는 닛케이신문의 질문에 대해, 호텔이나 

주차장 등 상업부동산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은 낮고, 이는 올해도 

견고하게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단지, 기업들이 

향후 본사와 지사 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상담이 늘어났다고 밝히며, 오피스 축소 경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택시장은 호조를 보이는 등 

코로나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러한 

추세는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호텔사업, 특히 리조트보다 도시형 호텔이 매우 

큰 타격을 입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도시형 호텔은 방일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비즈니스 수요가 많았으나 

출장이나 외출 자제로 수요가 급감하였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타개책으로서 호텔 객실을 원격

근무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2년 내로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한 침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기준 공시지가에도 나타나 있다.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 등 3대 도시권과 지방 4대 도시

(삿포로, 센다이, 히로시마, 후쿠오카)의 주택지 

및 상업지 공시지가가 모두 하락세로 반전했다. 

상업지의 하락폭은 더 커서 3대 도시권의 경우 

5%, 지방 4대 도시는 4% 가까이 하락하는 등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다만 2008년 금융위기만큼의 하락세는 아닌데, 

그 이유로 생각보다 코로나의 여파가 작고, 수요 

자체가 사라졌다기보다는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업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5∼6월 대비 

11월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스케줄 지연’ 응답이 

줄고 ‘영향 없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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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의 공시지가 변동률13)

<그림 2> 아파트에 마련된 입주자 전용 공유사무실14)

코로나 이후의 통근시간 제로화 흐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면서 통근과정의 비효율을 개선

하고 나아가 지방창생(地方創生)으로 연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무실을 축소하면 

임대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오피스 불요론

(不要論)’을 받아들이는 기업들의 사례도 확인된다. 

실제로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혼다그룹은 사무실 

면적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모 부동산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오피스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30.4%나 되었다(변화 없음 56%, 확장 3.2%).

 한편, 일본 2대 부동산회사인 미쓰비시지쇼 주식

회사는 이러한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도쿄 

도심오피스가인 오오테마치에 건설하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자 전용 공유사무실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2> 참조). 이는 오오테마치로 통근하는 

13) 자료: 三井住友トラスト不動産 2020.

14) 자료: 日本経 済新聞 2020.

비즈니스 수요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토큐

부동산이나 노무라부동산 등 다른 대형 부동산

회사 또한 공유사무실이나 개인 부스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근무환경에 대응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세계최대 공유사무실 기업인 위워크의 일본법인도 

지점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혀, 일본 

부동산산업에서 공유사무실은 점차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기업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공유사무실은 그 규모 자체가 비교적 미미하여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피스 불요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다면 ‘통근시간 제로화’를 향한 사무실 축소 

흐름은 일본 부동산산업에서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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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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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효창원로 독립기념길 조성 ․ 효창공원 주변 도시재생사업 및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과 연계

4,890
(249)

조건부
채택 토목

8 교량 터널 모니터링센터 운영
․ 시설물 42개
․ 연계정보 45개 (285)

조건부
채택 토목

10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 솔밭공원역∼방학역
․ 연장 3.5㎞, 정거장 3개소 (840)

조건부
채택

토목

12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

․ 지하2층/지상1층
․ 연면적 5,350㎡, 주차면수 170면

17,158
(736)

조건부
채택 토목

13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 서울시 4대 지천 야간경관활성화 
및 종합계획 (250)

조건부
채택 전기

14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

․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특화
계획 (199)

조건부
채택

전기

15 하천 홍수주의보 등 
발령기준 산정

․ 하천 내 적합한 관측기기(수위계, 
유량계, CCTV 등) 설치지점 산정 (361)

조건부
채택 토목

16
5호선 방화역 등 5개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E/S 12대, E/L 1대 20,264
(2,266)

조건부
채택 토목

20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식 도입하고자 
실시하는 소화조 교반방식 변경 (210)

조건부
채택 기계

22
한강공원 주차장 출구차로 
구조개선

․ 출구차로 2개소
․ 통행체계개선 1개소

3,300
(237)

조건부
채택 토목

28 장기사용 대형 송배수관 
정비

․ 관경 900∼2,000㎜
․ 연장 34㎞ (1,939)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5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 지하차도 1개소 설치(0.6km) 40,000
(4,613)

조건부
채택 토목

6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 지하3층/지상5층
․ 연면적 8,493.6㎡

23,030
(1,080)

조건부
채택 건축

7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 지하2층/지상3층
․ 연면적 14,821.68㎡

45,956
(1,894)

조건부
채택

건축

18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 위치: 청담동 147∼잠실동 15
․ 내용: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개선

615,900
(11,096)

조건부
채택 토목

정밀안전
진단심의

3
마포대교(하류교) 
정밀안전진단

․ 본선 1,390m
․ 램프(A=128m, B=97.5m, C=150m) (267)

조건부
채택 토목

9 옥수빗물펌프장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 옥수빗물펌프장, 응봉나들목 
정밀안전진단 (109)

조건부
채택

토목

11 잠원고가 정밀안전진단 ․ 잠원고가 정밀안전진단 (448)
조건부
채택 토목

17
2020년 보광배수지 외 29
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 보광배수지 외 29개소 (505)

조건부
채택 토목

19 망원1배수문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 망원1배수문 외 5개소 (369)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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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1년 2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1.02.

건     축 
AI 지원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14건

10,681 10,573

교 통
2021년 횡단보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3건

829 831

기 계 설 비
강북정수센터 배출수질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건

217 178

도 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3건

5,934 5,918

도 시 계 획
서울○○구역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등 5건

6,424 6,249

상 하 수 도 탄천수계 차집관로 기술진단용역 등 6건 1,087 1,073

전 기 통 신
목동역 전기실 노후설비 개량전기공사 
감리용역 등 8건

719 677

정 밀 진 단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교량 1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5건

498 497

조 경
서울시민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등 
33건

1,384 1,332

지 하 철
방화역 등 5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3건

2,608 2,607

하 천
대방천 생태하천복원 타당성 조사용역 등 
6건

849 836

기 타
2021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개선용역 
등 7건

1,227 1,225

 계 124건 32,457 31,996

24 양화대교(하류교) 
정밀안전진단

․ 양화대교(하류교) 정밀안전진단 (257)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59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 위치: 청담동 147∼잠실동 15
․ 내용: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개선

571,390
(11,096) - 토목

66 전농천 악취저감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

․ 전농천 복개 및 
반복개구간(L=600m)

9,784
(409) - 토목

67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7,048.52㎡

20,976
(1,319)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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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1년 123~125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5.~1.8. 1.30 3.5. 3.8.~3.11. 4.10.~4.20. 5.7.

4.27.~4.30. 5.23. 7.2. 6.14.~6.17.
7.5.~7.8. 8.8.~8.17. 9.3.

7.6.~7.9. 7.31. 9.10. 9.13.~9.16. 10.16.~10.26. 11.12.

< 2021년 제69~70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2.2.~2.5. 2.20. 2.26. 3.2.~3.5. 4.3.~4.21. 4.30.
5.7.

6.8.~6.11. 7.4. 7.16. 7.19.~7.22. 8.21.~9.8. 9.17.
10.1.

< 2021년 제1회 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25.~1.28. 3.7. 3.19. 3.31.~4.5. 4.24.~5.7. 5.21.
6.2.

< 2021년 제1회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26.~1.29. 3.2.~
3.12. 3.19. 4.1.~4.6. 4.24.~5.7. 5.21.

6.2.

< 2021년 제1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1.12.~1.15. 1.31.~2.6. 2.26. 3.2.~3.5. 4.3.~
4.21.

4.30.
5.7.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www.q-net.or.kr]

☞ 원고를 받습니다 !
서울기술이야기에 게재할 각종 건설관련 신기술, 신정보,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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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33-8587 /  Web Fax: 02-768-8892
 E-mail : charity3@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메타버스(Metaverse)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에는 가상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User Generated Content)가 

상품으로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이 

있다. 미국 IT 벤처기업인 린든랩이 만든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메타버스 세계는 그동안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원래 닐 스티븐슨의 1992년 소설 ‘스노 크래시

(Snow Crash)’로부터 온 것이다. 요즘은 완전히 

몰입되는 3차원 가상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인 

비전을 기술하는 데 널리 쓰인다. 가상공간의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소프트

웨어의 대리자들(아바타)과 인간적 교류를 하고 

현실세계의 은유를 사용하지만 물리적으로 제한은 

없다. 

<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한 장면 >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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