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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였으며, 현재 전 

지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고, 미국에서도 향후 파리협정에 재

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0”을 목표로 내세웠다. 우리나라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톤 이상, 총배출량 순위는 전 세계 5위로서, 2030년까지 BAU1) 대비 온실가스 감축 37%, 2050년

까지는 탄소 배출 “0”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화석연료 활용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대, 다양한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 증대, 탄소 저장 및 활용 등이 주로 제시

되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최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정확한지?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배출량으로 산정되지 않은 새로운 배출원이 없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 시설은 인류 생명 연장의 장본인로서 깨끗한 도시 사회 구축, 안전한 수생태계 

유지, 전염병 확산 예방에 가장 중요한 사회 인프라 구조물이다. 하수처리시설에서 다량의 에너지 사용

(국내 총 전력사용량의 0.5% 차지)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9년 에너지 자립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하수관거와 관련한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으며, 단지 더러운 오염원을 이동하는 관로로서 대중에게는 악취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전체 국내 생활악취 민원건의 10% 이상을 차지). 그렇다면, “하수관거에서 악취는 

왜 발생하는지? 또한, 악취 이외에 온실가스도 생성되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자. 

 먼저, 하수관거에서의 악취 원인은 관거 내 쌓이는 퇴적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퇴적물 

처리를 위한 국내 법상 지침은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 ‘하수 소통에 지장이 없고, 악취 

발생 및 잡초가 번성하는 등 비위생적인 요인 제거’, ‘고압세정기와 진공흡입기를 조합하여 작업’하는 

등이 제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퇴적물은 관로 내에서 부패가 진행되면서 악취 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혐기성 조건(산소 농도가 매우 희박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반응에 기인한다. 주요 악취 가스는 

황화수소(H2S)이며, 황환원균에 의해 발생이 되며, 황환원균은 주로 메탄생성미생물과 공존한다. 발생된 

1) Business As Usual(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  칼  럼

 탄소중립형 하수관거 기술
    김 동 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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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S는 부식성가스로서 관거 균열 및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 내 관련 산업

피해액이 연간 12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혐기성 조건에서 소화과정2)을 통한 메탄가스 생산은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100기 이상의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설치 및 운영되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반응이 하수관거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메탄가스의 배출량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로서 온실가스지수가 28로 매우 높고, 주요 배출원은 농축산업, 폐기물 처리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하수관거를 하수의 단순한 이동통로가 아닌 하나의 큰 혐기성 바이오리액터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수관거는 대부분 맨홀 및 틈새 주변을 제외하곤 제한적인 공기 유입 및 순환

으로 인해 혐기성 조건이 조성되어 있어 상당량의 하수 내 유기물이 혐기성으로 분해, 즉 메탄가스로의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분야 주요 연구국은 호주이며, 하수의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하수관거 유래 온실가스 배출량이 18%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전무(全無)한 편이며, 본 칼럼에서는 먼저 국내 하수관거 유래 온실가스 배출 잠재량을 

산출해보고, 이어서 배출량 저감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2. 국내 하수관거 유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하수관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산정기준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하수가 

하수관거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해되는 유기물(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COD)의 양을 기반으로 산정

하였다. 하수관거에서 분해되는 COD의 양을 계산하고자 국내의 하수 발생량, 하수 내 COD 농도, 

하수관거를 이동하며 분해되는 COD의 비율 등을 이용하여 식(1)과 같이 계산해 하수관거로부터 분해된 

COD를 통해 메탄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GHGSewer(ton CO2 eq./y) = Pw × CODw × RCOD × GWPCH4 × 0.25 
ton CH4/ton COD

여기서, 

Pw:      Wastewater production (ton/y)

CODw:   COD concentration in the wastewater (ton COD/ton)

RCOD:    COD removal rate through the sewer pipelines (%)

GWPCH4: Global warming potential of methane

(1)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내 일일 하수 발생량은 약 2,100만ton이고, 기존 문헌에 따른 일반적인 하수의 

COD 농도는 약 400g COD/ton 정도로 예상되며, 하수관거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 40%의 

2) anaerobic di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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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이 분해된다3). 하수 발생량과 분해된 COD 농도를 바탕으로 계산된 가용 COD 양으로부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CH4의 잠재량인 0.25ton CH4/ton COD와 CH4의 온난화 지수인 28을 식(1)에 

대입해 최종적으로 하수관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잠재량은 연간 약 1,070만ton CO2 

eq./y (21,000,000ton/d × 365d/y × 0.4㎏ COD/㎥ × 0.35㎥ CH4/㎏ COD × 16ton 

CH4/22,400㎥ CH4 × 0.4 × 28)의 온실가스가 하수관거로부터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당 추정 배출량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앞으로 

하수관거 유래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국내 하수관거 유래 온실가스 배출 잠재량 산정

3. 하수관거 유래 메탄 생성 억제 기술 소개

 하수관거에 서식하는 메탄생성균과 황환원균 등 미생물은 생존력을 향상시키고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끈적끈적한 세포외고분자물질(EPS)4)를 형성하여 하수관 벽면에 ‘바이오필름’이라는 미생물 

군집을 형성·부착하여 서식한다. 하수관거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분해의 대부분은 바이오필름 내 미생물 

활동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로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는 하수관거 유래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방법은 대부분 

미생물 활성도를 낮추거나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하수관거 유래 

메탄 생성 억제 기술 연구는 크게 약품을 사용한 화학적 방법, 전단응력의 변화를 통한 수리학적 방법, 

초음파 기술을 적용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1~5

4)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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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약품을 이용한 방법은 현재까지 가장 많이 연구된 기술로 대체 전자수용체(NO2-, NO3-등)를 

첨가해 메탄으로 전환을 억제하거나, NaOH, Mg(OH)2를 첨가해 pH를 높여 미생물의 활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금속 이온 투여를 통한 항균 효과가 연구된 바 있다. 화학약품을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80% 이상의 높은 억제 효과를 보였지만 짧은 지속 효과로 인해 경제적인 효율성이 부족해 

일부만 사용되고 있다5).

[그림 2] 하수관거 유래 악취 발생의 원천적 저감을 위한 기존 방법 및 한계점

 전단응력은 하수가 관을 따라 흐르는 과정에서 하수와 관 벽 사이에 발생하고, 이 전단력은 바이오

필름이 벽에 부착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다. 2016년 중국의 연구진은 하수관의 경사를 조절하여 각각 

1.12㎩, 1.29㎩, 1.49㎩의 다양한 전단력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로, 1.12㎩의 조건에서 40%였던 

COD 제거율이 1.49㎩에서는 32%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바이오필름의 두께, 바이오필름의 

구성요소인 EPS 농도에서도 전단력의 증가는 바이오필름의 형성을 억제함을 가리킨다. 즉, 높은 전단력이 

바이오필름의 부착을 억제하고 COD 분해율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메탄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6).

 최근에는 하수관 내 침전물에 초음파처리를 해 초음파가 전파되는 동안 미세기포를 형성하고 기포가 

터지면서 주변에 전단력을 생성하는 원리를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2020년 중국 퉁지대학교의 연구팀은 

0.3∼1.5W/㎖의 초음파를 450초 이상 처리한 하수 내 침전물의 응집력을 약 77% 감소시키고 입자의 

직경도 최대 71% 감소한 결과를 통해 하수관거 내 형성된 바이오필름의 탈락 유도를 위해 초음파처리가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하수관거에 초음파처리 적용은 직접적인 미생물의 활성을 억제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수관 벽에 형성된 바이오필름의 탈락 또는 응집력 약화를 유발하여 하수 흐름을 

이용해 자가 세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수관거 유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연구한 바도 

있다7).

5) 참고문헌 6~8

6) 참고문헌 9

7)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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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최근 하수관거 내에서는 악취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좀 더 나아가 미세먼지, 관거균열, 병원균 번식, 

항생제내생유전자(ARG)8)전파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환경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하수관거 내에 미세플라스틱을 중심으로 병원균이 많게는 

5배 더 시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지속적인 물 사용량 

증대 및 유기성폐수(주방분쇄오물, 분뇨 등)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하수관거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로 하수관로 내로의 음식물쓰레기의 투입은 메탄 배출량을 2배 이상 

증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수관로 내 온실가스,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은 생장하는 바이오필름이며, 바이오

필름은 미생물 15%, COD 35%, DNA 등 유전정보가 1%이며, 나머지는 모두 끈끈한 고착성 물질인 

EPS로 구성되어 있다. EPS는 단순 세척에 의해서만은 제거될 수가 없으며, 이는 기존방법을 통한 관거 

세척은 미생물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인 온실가스와 악취 저감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치아를 주기적으로 스케일링하는 것과 같이, EPS를 분해하고 미생물의 축적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수관로 내 과다 온실가스 및 악취 배출 구간 탐색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 초음파, 전자기적 충격 등의 하수관거 스케일링 기술, 바이오필름의 세척을 위한 

우수저장조 활용 등의 기술이 향후 도입되어야 한다.

[그림 3] 미래형 하수관거 운영 기술

 상기의 기술들이 적용 시 하수내 유기물의 신선도가 보존되어 하수처리장에는 더 높은 농도의 하수가 

공급된다. 이는 기존 활성슬러지 공정에서 좀 더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한편 바이오가스화 플랜트 내

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를 통해 40% 이상의 하수처리장 

8) Antibiotic Resistance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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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하수관거 유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실증

규모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 향후 국내에서 연구 투자를 통해 다양한 원천기술을 개발

하고,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하수관거 유래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및 저감 기술 선점을 통해 국가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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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 ‘기후비상’ 특별전…

기후위기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이 유럽을 강타

했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대비

해야 할 정도로 폭염으로 인한 전력사용이 급증

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 「기후비상」을 8월 2일(화)부터 

10월 30일(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한다. 

 「기후비상」은 기후위기의 다양한 증거들과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체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전시회다. 서울시립과학관 

메이커스튜디오에서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9).

 전시는 ①얼마 남지 않은 시간 ②기후위기가 

뭐예요? ③지구의 시그널 ④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⑤변화될 일상을 위하여 ⑥메시지 터널 등 6가지 

소주제로 구성된다. 각 주제들은 관람객들이 능동적

으로 기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전시의 형태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상식을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한 체험모형을 이용해 테스트해보고, 영구동토층의 

해빙과 북극진동과 같이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의 다양한 증거들을 체험형 전시물로 

확인해본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먹고, 사용하는 햄버거, 라면, 

텀블러, 에코백 등 일상의 물건들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인터렉티브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그린워싱과 진짜 친환경 제품을 

구분하고 찾아보는 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전시실은 마치 건축공사 현장과 같은 분위기로 

연출되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로 망가져가는 

인간의 일상을 다시 재건한다는 느낌을 담아냈으며, 

재생지, 친환경 소재,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9) 서울시립과학관 상설전시실은 유료관람

사용해 전시시설을 제작·설치했다. 

 특별기획전 「기후비상」은 매주 화요일∼일요일

(9시 30분부터 17시 30분)에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무다10).

 전시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11)를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시립과학관 

안내전화(02-970-4500∼1)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기후’와 

‘나’와의 관계성과 밀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하고,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제정책실 서울시립과학관 (02)970-4531〕

서울시, 중대재해법 6개월 예방 총력…

시설점검하고 후속관리,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는 산업현장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났다. 서울시는 법 시행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개(중대시민재해 966개소, 중대산업재해 1,527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개소에 

대한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설물 소관부서가 자체 

점검 후 이를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두 달(6∼7월)간 이뤄졌다. 

 서울시는 점검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여전히 「중대

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

에서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혼선이 있고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2월에도 

10)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관

11) https://science.seoul.go.kr/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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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불명확성 해소 및 세부지침 

마련을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정한 안전의무

사항 이행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시책도 추진 

중이다. 그중 하나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공중이용시설, 공공 공사장, 서울시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발굴·조치 활성화를 위한 ‘직원 신고·포상제’다. 

올해 상반기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기여한 직원 

6명을 선정·표창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장려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생활화하도록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안전

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등 이력이 

축적되면 문제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이달 초 발표한 ‘민선8기 서울

시정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통과(7.21.)됐다. 

그동안 나누어져 있던 산업현장 안전을 담당하던 

부서와 시민안전 관리부서가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돼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과(안전총괄실 내)’가 

신설되었다.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02)2133-9557~9〕

서울시, 한강공원 콘크리트 계단과 

공터 ‘쉼터’ 탈바꿈…32개소 조성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물멍’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한강공원 곳곳에 생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편안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계단쉼터 19개소, 전망

쉼터 13개소 등 총 32개 쉼터를 공원 곳곳에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다. 

 딱딱하고 거친 회색빛 한강공원 콘크리트 계단은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목재 계단쉼터로 

바뀐다. 아름다운 한강 풍경을 조망할 수 있지만 

쉴 곳이 없는 공터나 경사면이었던 공간은 시민이 

머물고 싶은 전망쉼터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휴게시설을 보완·확충하는 ‘한강공원 

계단 및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시작(8.3.)했다. 

한강다리 하부, 나들목 인근, 한강 조망지점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거나 쉬어가기 좋은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 이용객이 많은 가을철인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계단쉼터’는 기존 콘크리트 계단에 목재를 

덧대거나 목재로 된 의자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공원별 특색에 따라 테이블이 있는 탁상형,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평상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계단 쉼터를 만든다. 

 ‘전망쉼터’는 한강을 조망하기 좋은 장소나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 중에서 쉴 곳이 없었던 공터나 

경사면이었던 공간에 만든다.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벤치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시민의 발길을 

사로잡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한강공원 내 계단쉼터나 전망

쉼터가 필요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한강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과 (02)3780-0644〕

시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광화문광장, 

창경궁-종묘’ 도보해설관광코스 운영

 서울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광화문

광장, 창경궁-종묘 일대를 인근의 역사·명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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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서울도보해설관광’의 코스로 

운영한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지난 5월 10일 전면 개방됐다. 광화문광장은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는 ‘공원 같은 광장’

으로 8월 6일 개장했다. 일제에 의해 단절됐던 

창경궁-종묘 연결 보행로는 서울시가 90년 만에 

복원해 7월 21일 시민에게 개방했다.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각 코스를 걸으며 

곳곳에 얽힌 역사의 흔적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으로 감상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순라길, 

익선동 한옥마을 등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와도 

연계해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설계했다. ‘서울도보해설관광’ 

누리집12)에서 예약접수하고, 시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청와대, 광화문

광장, 창경궁-종묘 일대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보

해설관광 신규코스를 개발·운영해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경복궁 돌담길과 청와대13)’는 경복궁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600년간 권력의 

중심이었던 청와대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코스다. 

12) http://dobo.visitseoul.net

13) 광화문→동십자각→국립현대미술관→종친부→춘생문 터→청와대 앞→
신무문→청와대 사랑채 앞→영추문  (총 2.8㎞ 코스, 약 2시간 소요)

총 2.8㎞ 코스로 약 2시간 소요된다. 고려 남경의 

이궁에서 경복궁 후원으로, 일제강점기엔 조선총독부 

관저로 오랜 시간 비밀의 화원이었던 청와대의 

역사·자연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다. 

 ‘광화문광장14)’은 공원을 품은 광장으로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 

스토리텔링과 생태문명도시로 발전하는 서울의 

미래를 느낄 수 있는 탐방 코스로, 총 2.5㎞다. 

약 2시간 30분 소요된다. 숲과 물이 어우러진 

‘공원 같은 광장’으로 재탄생한 광화문광장은 총

면적 4만300㎡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어졌으며 

광장 면적의 1/4을 풍부한 녹지로 조성해 시원한 

그늘과 상쾌한 공기를 즐길 수 있다. 조선시대 

육조거리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장 문화재 

노출 전시도 마련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사·자연·

문화 이야기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다.

 광화문광장의 경우 9월부터는 1시간 야간 도보

해설코스도 운영한다. 서울에서 야경이 가장 아름

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의 

운치 있는 밤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광화문광장 야간코스15)는 육조거리를 중심

으로 광화문 역사문화 복원과정을 심도 있게 설명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14) 광화문광장→세종문화회관→세종대로 사람숲길→도로원표→서울
시의회→덕수궁 대한문 앞→시청광장→청계광장→칭경기념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망대 (총 2.5㎞, 약 2시간 30분 소요)

15) 경복궁역 6번 출구→육조마당→사헌부 문터→세종대왕 동상→세종문화
회관→해치마당→이순신장군 동상→광장 숲(총 1㎞, 약 1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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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곡로 궁궐담장길16)’은 서울시가 오랜 복원 

공사를 거쳐 90년 만에 다시 연결·복원된 창경궁-

종묘 보행로 일대를 산책하는 코스다. 종묘 담장길인 

서순라길과 익선동 한옥마을까지 연계해 핫플레

이스를 즐기는 재미도 있다. 총 2.6㎞ 코스로 약 

2시간 소요된다. 서울시는 1932년 일제가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던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축구장보다 넓은 녹지(약 8천㎡)를 만들어 끊어

졌던 녹지축을 잇고 창경궁과 종묘 사이 궁궐담장

(503m)과 북신문(北神門)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창경궁-종묘 코스를 통해 궁궐 담장과 

자연녹지가 어우러진 보행로를 걸으며 곳곳에 얽힌 

역사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 보행로를 내려오면 

조선시대 순라군이 순찰하던 담장길인 서순라길로 

이어진다. MZ세대 인기 명소인 익선동 한옥마을

까지 느긋하게 둘러보며 도심 산책의 매력을 느껴

볼 수 있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주중 1일 2회(10시, 14시), 

주말 3회(10시, 14시, 15시) 운영된다. 그룹당 최대 

10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전문교육을 받은 문화

관광해설사가 동행하며, 일곱 가지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를 

16) 돈화문로→운당여관 터→이왕직아악부 터→비변사 터→창덕궁 
돈화문→궁궐담장길→종묘각자석→서순라길→서울주얼리지원센터
→종묘외대문→익선동 한옥마을 (총 2.6㎞ 코스, 약 2시간 소요)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가족 단위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동반한 

가족형 관광코스와 해설서비스를 10월부터 운영

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관광코스 중 인기

코스를 선별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선과 

테마로 재구성하고 보다 친근한 해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02)2133-2796〕

〔서울관광재단 (02)3788-8182〕

서울기술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세부지침 구체화 연구 착수

 서울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세부지침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다.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 기준을 명확

하게 하는 연구를 서울시로부터 수주해 착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5월까지 각종 재해 대응 및 안전 

매뉴얼 고도화과 함께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는 

연구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권해석과 실제 적용 등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중처법이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는 

큰 틀에서 10가지 의무사항을 담고 있지만,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 마련에 관한 세부지침은 포함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처법 시행령에 ‘필요한’이나 

‘충실히’와 같은 일부 모호한 표현이 유권해석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동 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무사항 이행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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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앞서 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서울시 안전보건환경 실태

조사를 자체 수행해왔다. 이 조사는 안전유지관리 

전담기관 및 부서에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 기준 등을 마련하여 행정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재해 DB 

구축 및 활용 가이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이행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고도화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평가 매뉴얼 고도화 ▲

시민/공무원 대상 중대재해 교육자료 개발 등이다.

〔서울기술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02)6912-0948〕

서울식물원, 노르웨이·덴마크·스코틀

랜드와 국제심포지엄

 서울식물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내외 식물원의 

확장된 역할과 그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2022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을 9.5.(월)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하이브리드17) 행사로 2년간의 비대면 온라인 행사 

이후 처음으로 관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접수 방식을 통해 초대하였다.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메인홀에서 3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식물동행_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위기 속 

식물원의 확장된 역할과 터전을 잃어가는 식물들의 

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식물원들의 다양한 

17)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상 및 현장 동시 진행

노력을 듣고자 하였다.

 먼저 노르웨이 트롬쇠 북극고산 식물원 원장 

아르베 엘베바크(Arve Elvebakk)가 트롬쇠 북극

고산 식물원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북극고산 식물을 보유, 전시하고 있는 

식물원이 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특히 엘베바크 원장은 좀처럼 보기 

힘든 북극고산 식물의 사계가 촬영된 야외정원 

영상을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최초로 공개하였다.

 다음으로는 코펜하겐대학교 덴마크 자연사박물관 

식물학부장 나타샤 드 베레(Dr. Natasha de Vere)가 

코펜하겐 식물원의 식물 데이터 디지털화 작업을 

소개하며 식물종 다양성 관련 과학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세 번째 해외 연사로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왕립식물원 큐레이터 데이비드 

노트(David knott)가 식물원의 식물의 수집, 전시, 

교육, 연구, 보전 역할과 기후위기 속 식물종다양성 

확보방안에 대해 강연하였다.

 국내 연사로는 국립생태원 조도순 원장이 국가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전문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말하고, 이어서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이 산림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등 기후위기 대응 

수행기능에 대해 강연하였다.

 모든 강연이 끝난 뒤에는 5명의 국내외 연사를 

포함해 전정일 교수(신구대학교)를 좌장으로 종합 

토론과 참석자의 현장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물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서울식물원 식물연구과 (02)2104-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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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맨홀뚜껑’ 아래 그물망, 철 

구조물 등 설치…추락사고 방지

 서울시가 하수도 맨홀뚜껑 열림 사고가 사람, 

물체 등의 추락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맨홀뚜껑 바로 아래 그물, 

철 구조물 등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적극 도입·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하수도 맨홀

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개방돼 2명이 실종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침수지역, 역류

발생구간 등을 대상으로 ‘잠금 기능’이 있는 특수한 

맨홀뚜껑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 

이상의 비가 내려 맨홀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하수도 맨홀뚜껑은 무게가 40㎏로 평상시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기 이전에는 열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나, 여름철 많은 비가 올 때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면 수압에 의해 맨홀뚜껑이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집중호우로 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사람이 맨홀로 휩쓸려 하수도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저지대 등 침수

취약지역, 하수도 역류구간에 우선 도입한 후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확보해 자치구에 신속하게 지원

할 예정이다.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02)2133-3792〕

‘서울특별시 조경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조경공간을 

선정하여 ‘2022년 서울특별시 조경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조경상’은 

뛰어난 우수 조경공간을 선정·시상하여 조경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서울을 더 품격있는 녹지생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5개 공간

에는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된다.

 ‘서울특별시조경상’은 조경진흥법에 정의된 ‘조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

하기 위해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대상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서울시 내 

조성이 완료된 민간·공공 실내·외 조경공간으로,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 등 우수한 환경

으로 조성한 모든 조경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 응모대상 범위는 ▲ 단독 및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원녹지 시설,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공원녹지 조성, ▲ 미세먼지 

저감, 하천생태복원 등 생태공간, ▲ 실내 및 옥상, 

벽면녹화 등 건축물을 활용한 입체적 조경 시설, 

▲ 기타 식재를 통해 도심경관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한 시설 등(리모델링 포함) 이다.

 접수는 9월 14일(수)부터 9월 16일(금)까지 3일간 

이메일 접수로 진행되며, 서울시 내 조경공간을 

조성한 관계자는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한국조경신문(info@latimes.kr)에서 접수받으며, 

신청에 있어 신청자의 지역제한 및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격 제한은 없다. 공모신청자는 조경공간 

사업에 참여한 관계기관 및 업체(발주, 설계, 시공, 

관리) 간 협의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신청하는 자천

(自薦) 방식이다. 접수서류는 공모신청서, 출품 

권리위임 및 동의서 등 7종이 필요하며 양식 및 

mailto:info@l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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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내·외부 조경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1, 장려상 2, 총 5개 

공간에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며 사업관계자들에게 상장과 기념

동판을 수여한다.

 특히, 조경상 수상자에게는 관련 분야 위원회 

구성 시 위촉 우대 및 서울정원박람회 개최 시 

수상작 전시 및 특별정원 조성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녹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2022년 서울

특별시 푸른도시상’도 함께 공모를 추진한다.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을 이끌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조경상 및 푸른도시상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02)2133-8354〕

서울시, 난지캠핑장에 7,300그루 나무 

심고 시설개선…KB증권과 업무협약

 서울시 대표 여가 공간인 한강 난지캠핑장이 더욱 

울창하고 쾌적해진다. 서울시는 난지캠핑장 녹음

공간 조성 및 시설개선을 위해 KB증권과 ｢난지

캠핑장 시민참여 한강숲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8.17.)했다고 밝혔다.

 ｢난지캠핑장 시민참여 한강숲 조성｣ 업무협약은 

난지캠핑장에 7,300여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어 

울창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색색이 피어나는 꽃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 

조성, 인근 산책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출입문 설치 등 시설개선과 사회 취약계층 대상 

캠핑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한다.

 먼저, 난지캠핑장 경계면 290m 구간에 약 

7,300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시원한 그늘을 제공

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화목류를 적재적소에 

식재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시기마다 예쁜 꽃을 피우는 왕벚나무·장미·작약 

등 꽃나무 군락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한강변 데크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출입문을 새로 설치한다. 난지캠핑장 경계를 

따라 난지한강공원 데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통행이 단절되어 캠핑장 이용객은 산책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캠핑장과 산책로를 연결

하는 전자출입문을 만들어 산책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설개선 후에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취약

계층 가정 대상 캠핑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울시 

내 복지재단의 협조를 통해 약 26가구를 초청해 

레크리에이션, 바비큐 파티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ESG18) 경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강공원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시민참여 한강숲’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단체의 문의가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한 유휴지를 적극 발굴

하여 다양한 민간단체·기업 등과 ‘시민참여 한강숲’ 

조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 (02)3780-0864〕

18) ESG: 환경(Environme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기업 성과를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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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완료 

…서울시, 본격 개발논의 착수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가 8월 16일(화) 

완료됐다. 개발시대의 시대적 소명을 활발히 수행

했지만 성수동 일대의 변화와 발전으로 오랜 숙원

사업이 된 공장철거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1977년 

공장 가동이 시작된 지 45년 만이다.

 서울시는 공장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이하 ‘사전협상’)을 통해 28,804㎡에 

달하는 부지를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략적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주인 ㈜삼표산업과 연내 사전협상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개발방식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을 통해 공장철거 부지를 서울

시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 

명소이자, 서울숲과 연계한 청년문화 복합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6월 이 일대에 대한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 결과는 내년 

6월 나온다.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1종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 규모는 약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숲 고도화 ▴청년 문화거점 조성 ▴광역적 

교통체계 개선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 

확충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02)2133-8363〕

서울시, 20년 방치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동북권 발전 명소로

 과거 서울 동부 물류의 핵심 거점이었지만 20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된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동북권 지역 발전을 견인할 ‘물류+여가+

주거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약 5만㎡ 규모로 

축구장 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물류시설은 100% 지하화해 소음·분진 등 주민 

우려를 최소화한다. 지상부에는 최고 39층 규모로 

아파트·오피스텔, 업무시설, 쇼핑센터 등 판매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공공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채워진다. 중랑천과 가까운 부지 동측에는 

중랑천 수변의 풍경을 바꿀 세련된 건축디자인의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선다. 

 특히, 지하에 조성될 물류시설은 택배 등 증가

하는 도시 물류에 대응하면서도, 교통혼잡·소음 

같이 물류시설에 따른 부영향은 최대한 줄인다.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19)) 등 소규모·생활 

물류 중심으로 운영하고, 물류차량도 소형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도입한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와 분리된 물류차량 전용도로도 개설한다. 

 서울시는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미래 청사진을 이와 같이 밝혔다. 

19)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icro Fulfillment Center)는 주문 수를 
분석·예측해 제품을 사전에 입고해 보관하고 배송까지 원스톱
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물류센터로, 신선상품의 빠른배송을 
위한 핵심 시설이다.



- 16 -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인 장안복합PFV와 외부 전문가

들과 함께 지난 7개월간 총 9차례에 걸친 ‘협상

조정협의회’를 통해 치밀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물류, 도시계획, 건축, 교통, 공공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개발계획(안)을 

도출했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복합개발을 통해 ‘물류·여가·주거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①대도시 서울의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류시설은 지하화해 신개념 시설로 

재정비하고 ②지상부에는 동북권의 경쟁력을 견인할 

복합건축물을 조성한다. ③사전협상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중랑천에 수변 감성공간을 

조성, 동북권의 명소로 만든다. 

 첫째, 물류시설은 전면 지하화해 지하 1∼2층에 

배치하고, 물류차량의 별도 전용 동선을 마련해 

교통혼잡, 분진, 소음 같은 부영향을 최대한 줄인다. 

소형차·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위주로 운영하고, 

대형 물류차량의 경우 통행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중고거래 같은 C2C 거래

(개인 간 거래),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 등 도심형·

스마트 물류 시스템도 도입한다. 

 둘째, 지상부에는 주거, 업무, 판매, 주민편익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들어선다. 저층부에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서울형 키즈카페, 복합공공청사 같은 편의

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된다. 고층부에는 약 

528세대 규모의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이 배치된다. 

특히, 타워형·테라스형 같이 세련된 경관을 만들기 

위해 특화된 건축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셋째, 도시관리계획 변경(유통상업→준주거·근린

상업·유통상업)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 규모는 

약 848억 원으로, 지역에 재분배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기여 일부는 중랑천 수변감성공간 조성에 

활용해 중랑천을 지역주민의 수변여가시설로 돌려

준다. 열악했던 중랑천으로 가는 보행로를 정비

하고, 장안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중랑천

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책로, 쉼터 같은 수변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순환

도로 구축, 기존 도로의 확장 등 현재의 기존 

교통 체계를 크게 개선하고, 대상지와 연계해 

인근 주민을 위한 새로운 보행환경을 구축할 계획

이다.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개발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관리

계획 입안·결정) 심의를 거쳐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4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02)2133-8359〕

서울시,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 ‘안전성·

내구성 문제 없음’ 확인
 서울시가 노후 성산대교에 대한 성능개선공사 

중 발견된 프리캐스트20) 바닥판 균열과 관련한 

‘성산대교 안전성 검증 합동조사단(이하 성산대교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 결과, 실제 균열폭은 0.2㎜ 이하로 안전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21)을 내렸다.

 균열의 원인은 공사 중 통행차선 확보를 위해, 

임시 배치된 바닥판 위에서 대형크레인이 가설 

작업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균열보다 표면에 보이는 균열이 큰 이유는 

바닥판 교체 후 기존 도장(페인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가 손상을 입어 표면 균열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또한 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최대 

20) 프리캐스트 공법은 현장제작을 지양하고, 품질관리가 용이한 
공장에서 제작된 콘크리트바닥판을 가져와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이다.

21) 국가건설기준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허용 균열폭 0.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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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인 총중량 40톤의 덤프트럭 2대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재하시험22)도 실시, 최대 통행 하중의 

트럭이 실제로 지나가도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정밀조사 결과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지만, 성산대교의 장기적인 사용성 

확보와 내구성 향상을 위해 균열 부분에 대한 

전면 보수를 7월부터 시작했다.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조사단은 균열에 대한 정밀조사 과정

에서 바닥판과 지지 거더 사이를 결합시키는 몰탈 

충진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발견했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 즉시 보수하고 성능검증실험을 

실시했으며, 바닥판과 거더의 결합이 개선된 것

까지 확인했다. 시는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와 

충진 보완공사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02)2133-194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7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자문단이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한 수거·파기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위반 당사자의 개선 

노력, 해당 제품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재하시험은 교량 등 구조물에 힘을 가하거나 무게를 실어서 
견디는 정도를 조사하는 시험이다.

가. 안전위원회 소속 자문단, 분과위원회 등 설치

근거 신설(안 제5조)

  1) 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자문단이나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

나. 미인증 제품 후속조치 절차 정비(안 제25조 

및 제26조)

  1) 정밀진단의 경우 방법과 수량 등을 명확히 

하고, 정밀진단 결과가 적합하고, 위반 당사자가 

위반행위를 개선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수거·파기 또는 개선명령 

등의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부품 등 교체주기·가격정보 공개수단 확대(안 제13조)

  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지 못한 제조·수입

업체로서 관련 조합·협회 등에도 가입하지 

않아 권장 교체주기 등을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교체주기 등을 인쇄물을 통해 제공

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면제대상 연구·개발 목적 승강기·부품 

규정 정비(안 별표 5)

  1) 현행 면제대상 중 일부 오기사항 보완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피뢰설비, 고압이상 구내배전

설비, 환경설비(탈황ㆍ탈질설비) 전기자동차충전

설비 등 안전관리 사각시대를 보완하고, 공사계획 

인가(신고)서류 감축과 전기차충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하고자 「전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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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

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안 별표1)

     (현행)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띠라 위험장소, 

건축물 등에 설치근거 규정

  → (개정)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피뢰설비의 

용어 신설 및 안전성 확인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현행)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

확인서 제출

  → (개정)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검사자 자격: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보조 검사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현행) 수전설비

  → (개정) 수전설비 +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개정) 충전기를 포함한 설비 전체 정기검사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

(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 (개정) 터빈, 보일러, 공해방지설비, 발전기 계통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 (개정) 자가용충전소 120개소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10의 장비보유 의무화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개정) 저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 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신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설비 등 

시공안전교육 추가 및 이론교육 → 온라인 

교육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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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

(2022.6.10.)됨에 따라 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

아목 5) 신설)

  1)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

하는 공사입찰에 참여·계약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며, 중소업의 

경우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또한 기술유용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 한도가 

10억 원으로 작아 법위반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정액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는 원사업자에게 벌점을 경감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안 제6조의5)

  1) 개정법이 위임한 입찰결과 고지 대상 공사

범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받는 건설공사로 

규정함

  2) 입찰결과 고지는 개찰 후 지체없이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함

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안 제8조의2)

  1) 공시대상 기간(반기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중, 분쟁조정

기구 등에 대해 6월 및 12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함

  2) 공시대상 항목에 관해서는 현금, 어음대체

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지급된 

금액, 지급기간별 지급된 금액, 분쟁조정기구 

설치 유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함

다.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및 공시 의무 관련 

과태료 규정(제18조, 별표4 및 별표5)

23)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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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하도급대금 입찰결과 공개 위반 1회마다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함

  2)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미공시에는 5백만 원, 

공시기한 전(후) 공시하였으나 주요 내용 

누락 또는 거짓공시시 2백만 원(2.5백만 원), 

주요 내용 누락 또는 거짓공시하였더라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 보완한 

경우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함

라.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정비(제6조 제1항 제7호 다목, 제9조의2 제8항 

및 제9항, 제9조의3 제1호 및 제2호)

  1) 대금조정을 신청한 자의 범위에 중소기업중앙회

(이하 ‘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서류를 보존하도록 

한 규정의 조정신청자 범위에 중앙회를 추가

하고, 조합의 대행신청절차 및 중앙회의 서류

제출 등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중앙회 조정

결렬시 분쟁조정 신청사유에 추가함

마.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제13조의2)

  1)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에 분할납부 

기준이 되는 금액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10억 원으로 규정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 원으로 규정함

  2) 그 외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바. 정액과징금 기준 상향(별표 2)

  1) 기술유용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그 한도가 10억 원으로 작아 억지력이 미흡

하다는 지적이 있어 20억 원으로 상향 규정함

사.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별표 3)

  1) 연동계약 체결실적 및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공급 가속화에 따른 

생활·교통거점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교통탄소중립로드맵」에 따라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을 2025년부터 주차

단위구획의 10% 이상 확대하되 2025년 이전

까지는 주차단위구획의 7% 이상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4호 일부 개정)

나.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주차공간 상황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4호 후단 신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5〕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선로작업 시 작업일정과 운행일정 간 

조정과 열차감시원 관리 등 작업자 안전과 열차의 

운행안전을 담당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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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차량의 설계·제작, 시공·감리, 안전진단 

및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철도안전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신청사항의 변경, 업무수행

경력, 사고이력,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리강화로 철도교통 안전확보를 

사전에 강화하고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가. 자격부여 시 근무처·경력·학력 등 자격부여·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신청사항에 

대한 변동 시 신청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나. 신청사항 확인요청에 대한 응답의무 도입 
(안 제60조의2제3항)

  1) 신청사항의 진위여부에 대한 기관 및 업체에 

확인요청 및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응답의무의 근거마련

다. 자격관리자료, 경력확인·인력보유 증명서 근거 

마련(안 제60조의2제4항)

  1) 자격관리에 대한 자료관리, 철도안전 전문

인력의 요구시에 경력확인 발급근거 추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6〕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람청은 법률적 근거 명시 및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본 예규의 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기후

변화 대응 등 묘목생산이 요구되는 수종의 사업

기준 일람표 등을 추가하며, 묘목생산 대행자 심사

기준을 현실여건에 맞게 수정하는 등 예규의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예규의 법적 근거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관련 조항 명시(안 제1조)

나. "종자공급원" 및 "산림용 묘목"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다. 묘목생산 대행자 선발 시 활용하는 심사기준을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표준안으로 

제시(안 제10조 관련 별표 4)

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개 수종(물푸레나무, 

스트로브잣나무, 화백, 헛개나무)에 대해 사업

기준 일람표, 사업공정 일람표, 묘목규격표 

추가(안 제11조 관련 별표 6, 8, 9)

마. 오탈자 수정 및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18조)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7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타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요 표현을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입찰자의 

편의 개선을 도모하기 하고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활용실적 인정범위 확대(별표3)

  1) 개발실적 단독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을 분리하고 입찰참가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한 실적뿐 아니라 타사가 

개발한 신기술도 안전진단 용역에 사용한 

경우 인정하도록 인정범위 확대

나.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인정범위 확대(별표3)

  1) 일부 발주청이 공공이 발주한 용역에 한해 

경력·실적을 인정토록 제한하여 민간(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실적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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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

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부실

시공 근절대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관련 콘크리트 

시공기준을 개정하고자 「KCS 14 20 00(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 기준 

구체화

  1) 그동안 시험방법의 적합성이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았던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관련 검증연구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 검증

방법 등을 명확화(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나. 시공 혼란 방지를 위한 관련 기준 명확화

  1) 거푸집, 동바리 해체 후 과하중이 재하될 

경우, 동바리를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중

기준 명확화(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2) 동절기 콘크리트에 적용되는 기온조건을 명확히

하고 초기양생 종료기준 등 구체화(KCS 

14 20 40(한중 콘크리트))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 

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은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

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창고

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 제정(안)을 행

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창고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안 제5조)

다. 옥내소화전 및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안 제6조 및 제11조)

라.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

마.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경보

방식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감지를 

위하여 감지기 종류를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적용(안 제10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국가수도기본계획」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수도법」 제4조 개정에 따라 전국수도

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국가수도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가

수도기본계획」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책편) 수도 통합·연계 강화, 유역기반의 

합리적 생활·공업 용수 수요관리 및 취수원 

다변화 등 상수도 정책 방향 수립

나. (시설편) 광역·지방 용수공급계획 및 광역수도

시설 계획 등 유역별 수도정비에 대한 계획 

수립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2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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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격 및 평가가 업종에서 주력분야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조달업체 등록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제조요건 

확인 절차와 물품정보 일괄변경, 등록말소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업체 입찰편의를 도모하고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업 등록 시 현재 등록할 업종만 선택하고 

있는데 주력분야를 추가등록토록 하고(안 제

25조의2), 등록자가 참가할 수 있는 입찰범위를 

현행 업종에서 주력분야로 신설·변경(안 제11조)

나. 제조물품 등록 시 제조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공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민안전과 직결

되는 안전관리물자는 등록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공장을 실사하여 제조요건을 확인하여 승인
(안 제23조의2)

다. 등록말소 사유가 일부에만 영향을 줄 경우 

해당부분만 말소 처리하고 있으나, 규정상 

말소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전체로 잘못 인식

할 소지가 있어 말소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9조)

라. 조달청 사정으로 물품정보가 단순변경된 경우 

이미 등록된 조달업체의 입찰편의를 위해 조달청이 

물품정보를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9조)

마. 비영리법인(대학등 공공기관)의 지사등록 확인

서류를 해당기관 실정에 부합하도록 규정 

보완(안 제13조)

〔조달청 조달등록팀 (070)4056-706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안전 관련 지중화 범위 

대상 확대에 따른 평가기준 개선(노후산단 구역 

추가) 및 고시 내용 명확화를 통한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자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로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고 있으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시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 평가

항목(구조안전성 15점)에 일부 반영·평가되고 있어 

내진성능평가 적정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의 부실점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평가항목 신설 등으로 평가기관과 정밀안전

진단 수행기관과의 이견 발생 시 공신력을 확보

하고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9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는 

내진성능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안 제64조)

  1)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을 내진성능

평가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내진성능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12)하여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12점)을 신설하고 중요평가항목(배점의 

100분의 40이상 확보)으로 지정

나.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

진단의 실시결과 평가서, 심의서 신설(안 별지

3호의2 및 별지8호의2)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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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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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 심의제도 ≫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

종류

  - 용역발주심의: 용역발주 전 과업방향·내용의 적정성 심의

  - 설계심의: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환경성 심의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적정 여부 심의

  -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국토부) 적정 여부 심의

  - 입찰방법심의: 사업 발주방식 결정 이전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적정 발주방법 선정

  - 입찰안내서심의: 입찰방법심의 후 작성된 입찰안내서에 

대한 설계·시공기준 등의 적정 여부 심의

  - 설계적격심의: 설계(입찰)도서 작성기간 이후 기본설계

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 기술검토 및 설계점수 평가

  - 정밀안전진단심의: 안전진단 성과 및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방안 적정성 심의

■ 제132차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

(오류IC) 설계심의

○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음수대 외 별도의 수도

시설을 계획할 것

○ 주·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보안 및 경관 조명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등 계획을 재

검토할 것

○ 안전을 위해 화장실 외 공원등에도 비상벨을 

추가 설치할 것

○ 향후 북측과 남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행교 

설치 관련 해당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

■ 제134차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제1장 일반사항 24.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에 

최신 도로법령을 적용하여 도로주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의 설계속도에 맞춰 정지

시거의 길이를 늘리고, 정지시거를 기초로 산정

하는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 조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 17. 교통처리계획 수립에 공사 중 교통대책 

수립 시 장기간(12개월) 공사에 따른 주변 

소통대책 가로 및 교차로, 보행자, 대중교통

(버스, 택시) 등의 공사 단게별 교통소통 대책 

수립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 바람

○ 과업의 내용에 공사장 주변 예상민원 및 처리

대책, 공사 중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주변 

피해방지대책, 시공 중 계층관리 및 유지관리 

계측 방안, BIM 관련 내용 추가 필요

○ 과업내용서에 지하철 2호선 관련 사항이 전체적

으로 누락 되어 있으므로 관련 항목 등에 추가 

필요

■ 제135차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

설계 공기적정성 심의

○ 해당 공사규모, 공사성격, 작업여건 등을 고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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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산정기준 이외의 세부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무리한 공기산정으로 공기부족,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설게변경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공정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공사장 가림막 폭은 15.0m 여유폭 0.7m×2, 

총 16.4m로 이를 고려한 700Ton 크레인의 

진입 및 거더 인양 후 회전 가능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어 표기되어야 하나 설계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작업 가능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700Ton 크레인의 현장 진입에 따른 문제(가림막폭, 

지반지지력, 지하매설물)로 크레인의 제원이 

변경될 시 거더 철거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고, 

이는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철거된 바닥판 슬래브는 시·종점부에서 파쇄 후 

반출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철거 거더(L=25.5m)의 

파쇄장 운영계획 및 하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거더의 운반 및 파쇄계획, 파쇄장의 상태에 

따라 1일 거더 철거 수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이 필요함

■ 제136차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궤도 

기본 설계심의

○ LVT 궤도는 궤도 구조상 침목하부에 공극 

발생 가능성이 높아 침목하부 품질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함. 침목하부 공극 검사를 

300m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한 근거 제시 

필요

○ 침목 간격을 서울 5∼8호선, 인천 1호선, 기존 

9호선 기준에 따라 62.5㎝로 제시하였으나, 

축중이 무겁고 속도도 약 4배 빠른 고속철도

에서도 침목간격 65㎝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침목간격을 확대

하여 공사비 재검토할 것

○ 기존 PIT선 구간 전차선 점검대 철거에 대한 

주체 설명 및 향후 4단계 종점부 간이검수시설 

계획이 있다면 PIT선 궤도 구조 비교표 검토 

필요

○ 공사시방서에 도상 콘크리트 타설 시 환기설비 

설치기준 명기 필요

○ 산안법 제67조 및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의한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 제137차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준공 시 부력에 대한 검토 상세 추가(안전율 

포함)

  - 안전율을 확보하는 방안 (ex. 부력앙카 등) 

제시

○ 기둥폭(600㎜)보다 폭(1,400㎜)이 큰 보의 

경우, 기둥에 철근 일부가 정착되지않아 보 

단부의 고정도가 낮아질 수 있음. 이에 대한 

검토내용 첨부

  - 기계실 층 기둥크기 조정 등 검토 요망

○ 기계식주차장 입구에 차량회전공간 및 차량 

대기공간 확보 검토

○ 지하 2, 3층 수영장 화장실 확보배치 검토

○ BIPV 설치 전 내부마감재에 수평환도체 설치

가능 여부 파악 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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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차 영동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기본설계 과업과 실시설계 과업(도시계획 시설 

결정,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 문구를 수정할 것

○ 주변 사업(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과 

연계한 검토 및 협의 후 과업을 실시할 것

○ 기본설계 시 필요한 심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사업지 도로 관련 계획부서 및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를 실시할 것

■ 제139차 올림픽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기본설계 과업과 실시설계 과업(도시계획 시설 

결정,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 문구를 수정할 것

○ 대상지 인근 교통류 조사 및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과업에 추가하여 현 교통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할 것

○ 기본설계 시 필요한 심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사업지 도로 관련 계획부서 및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를 실시할 것

■ 제142차 서북∼도심권 연결도로 네트워크 개선 

기본구상 용역발주심의

○ 연결도로 네트워크 교통류 분석이 중요하므로 

연결도로 네트워크 개선 전·후 교통망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분석과 회전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 대해 미시적으로 분석하도록 과업

내용을 보완할 것

○ 과업에 권역 간 간선도로 연결체계 분석, 간선

도로 접근성 지표 개발(강북지역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분석 지표 활용), 지역생활권의 

간선도로 접근성 분석(지역생활권 내 주거지역

⇔간선도로) 내용을 추가할 것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토록 

할 것

○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표준화

(설계기준 KDS, 표준시방서 KCS)에 따라 최신

기준으로 표기할 것

■ 제143차 안양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설계심의

○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2007)」에 의거 홍수 시 유수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것

○ 대왕참나무(사각) 식재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할 것

○ 조경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성토재 토양등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할 것

○ 유기질비료 사용 시 완숙비료 사용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향후 수목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생명정 또는 생명토 사용으로 시방서에 

명시할 것

○ 조성 후 관수시설이 동파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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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설계경제성 검토(VE) ≫

목적: 건설공사의 기능 및 성능, 설계품질 향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 제19차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설계경제

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79건을 제안하여 68건 채택 

(채택률 86.1%)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5,204백만 원에서 280백만 원 절

감(절감률 1.1%)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1% 33.5% 33.6%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주민센터와 주출입구 거리가 인접함을 고려

하여 주민센터 방풍실 삭제 및 환경개선 

(감액 16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형식 변경

     ⇒ 천장공간이 2m 이상인 1층을 제외한 

2∼8층은 하향식으로 적용 (감액 50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지하1층 제연급기실 위치 변경

     ⇒ 제연급기실을 Y3축열의 계단실옆 창고로 

옮겨 제연닥트 길이 줄임 (감액 19백만 원)

■ 제21차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61건을 제안하여 55건 채택 

(채택률 90.2%)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08,700백만 원에서 3,239백만 원 

절감(절감률 1.6%)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6% 21.9% 22.0%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주철근 직경 변경(HD22→HD19, HD25

→HD22) (감액 1,221백만 원)

  - 경제성 향상

    ∙ 대형수목에 대한 식재계획 재검토

     ⇒ 수량조정 및 수종 다양화 (감 202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지상층 계단실에 무선통신이 가능한 안테나 

추가 설치 (증액 41백만 원)

■ 제22차 (구)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17건을 제안하여 93건 채택 

(채택률 79.4%)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84,170백만 원에서 207백만 원 절감

(절감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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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3% 25.6% 26.5%

○ 주요대안내용

  - 경제성 향상

    ∙ 기초 내수압판 슬래브(FS1)의 두께와 배근 

조정 (감액 196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FIX창으로만 계획된 실, 홀과 계단실 외벽에 

개폐창 설치

     ⇒ 자연채광 미치 자연환기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 쾌적성 향상 (증액 15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EHP실내기 공기 청정키트 삭제

     ⇒ 전열교환기에 미세먼지 필터가 내장되어 

장비 간 중복기능 제외 (감액 32백만 원)

■ 제23차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65건을 제안하여 59건 채택 

(채택률 90.8%)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6,480백만 원에서 1,164백만 원 

절감(절감률 7.1%)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7.1% 25.1% 34.7%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가시설 중앙말뚝간격 최적화

     ⇒ 흙막이 가시설 안전성 확보, 시공성· 

경제성 향상 (증감없음)

  - 경제성 향상

    ∙ 기둥단면 철근규격을 상향하여 철근량 조정

     ⇒ 철근가공조립 축소로 시공성 개선 및 

품질관리 양호, 강재물량 감소로 

경제성 향상 (감액 55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진출입구 주변 식재 조정

     ⇒ 차량 운전자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성 

향상(증액 2백만 원)

  

■ 제24차 대림3유수지 복개공사 설계경제성 검

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35건을 제안하여 31건 채택 

(채택률 88.6%)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7,679백만 원에서 571백만 원 절감

(절감률 7.4%)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7.4% 21.3% 21.9%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철근을 장철근으로 변경(8m→10m)

     ⇒ 장철근 사용에 따른 철근 겹이음량 최소화로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 (감액 83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기초콘크리트를 분할타설로 변경

     ⇒ 매스콘크리트 수화열에 의한 균열 최소화 

(증액 19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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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건설기술 설명회 주요 내용

≪ 건설기술 설명회 ≫
목적: 우수한 기술 도입 활성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설명 기회 제공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및 특허 공법

참여방법 및 개최결과

  - 건설알림이(https ;//c is .seou l.go .kr)에서 확인

문의처

  - 토목분야: 02-3708-2589 (총괄)

  - 건축분야: 02-3708-2617

  - 설비분야: 02-3708-8647

-------------------------------------------

제3회 건설기술 설명회 개요

  - 일시: 2022.8.30.(화) 14:00

  - 장소: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회의실

  - 건수: 4건

■ 브라켓이 필요 없는 철제교량난간(SB4등급)

○ 기술의 내용
  - 레일 일측을 밴딩한 R레일만으로 브라켓 없이 

지주와 레일 사이 공간(블록아웃)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R 레일>

브라켓 일체형 레일

▶

○ 기술의 장점
  - 브라켓 일체형 레일 적용으로 충돌 시 큰 

에너지를 흡수한다.
  - 구조가 간단하여 시공성, 유지관리성이 우수하다.
  - 레일이 둥근형으로 엔드레일이 필요 없다.

○ 시공 절차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하단레일 아래로 공간 확보되어 하천 범람 

시 통수가 원활하고 하천 겨울철 난간 측 
눈 쌓임을 줄일 수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용이하다.

  - 단부 이미지가 부드럽고 디자인 지주캡을 
활용하여 미관을 요하는 관광지, 도심지에도 
적합하다.

■ 야생조류충돌방지용 탈부착식 투명방음판

○ 기술의 내용
  -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가 인식하기 

쉬운 색상 및 규격을 적용하고, 세라믹 잉크가 
유리 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문양의 변질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음판이다.

주황색 문양 문양 배열도

  - 패널의 파손과 뒤틀림을 방지하고, 패널 홈에 
고무 패킹을 끼워 체결함으로써 개별 탈부착이 
가능해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개발하였다.

탈부착식 패널 단면형상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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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장점
  - 조류충돌방지 문양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된다.
  - 방음판 파손 시 파손된 부분만 교체할 수 있어 

전체 교체보다 소규모 인원 투입 및 장비, 
작업시간 등을 감소시켜 교통에도 유리하다.

  - 동일한 패널을 사용하면서 고무패킹 두께를 
조절하여 방음판 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 색상, 문양 등 발주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활용 실적

  

연번 사 업 명

1 용산 한신아파트 조류충돌방지용 투명방음판 설치

2 용산 시영아파트 조류충돌방지용 투명방음판 설치

3 인천 송도·영종·청라 등 200개소 버스정류장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지침 등이 

강화되면서 조류충돌방지용 방음판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SLS 컴퓨터 제어 교량인상공법

○ 기술의 내용
  - 교량 인상 시 정밀제어 프로그램에 의하여 

변위제어뿐만 아니라 컴퓨터 및 유압파워팩과 
실시간 연동하여 시간제어도 가능함으로써 
인상 목표값까지 최소 오차 내에서 동시 또는 
경사 인상하는 공법이다.

○ 기술의 장점

  - 기본제어인 변위제어뿐만 아니라 시간제어 

함수를 도입하여 보다 정밀한(±0.1㎜) 균등

인상 및 경사인상이 가능하다.

  - 차량통행 중 또는 차량 편측 통과 시에도 

안정적이고 균등한 인상이 가능하다.

  - 장비의 패키지화, 무선 변위센서 적용 등으로 

현장 접근성 개선 및 작업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 시스템 내 자동전압안정화장치 및 긴급정지

버튼을 적용하여 위급상황(정전, 우천, 유압 

파손 등) 시 긴급대처가 용이하다.

     

○ 시공 절차

  - 사전 검토사항(형하공간, 연단거리 등) 체크 

→ 인상 시스템 및 유압장비, 계측기 배치 

→ 시스템 변수 입력 → 시험 인상 → 본 

인상 → 구조물(교량)에 대한 공정 수행 → 

구조물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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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실적

연번 사 업 명 연번 사 업 명

1 모충대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6 봉래2교(상) 시설물 보수공사

2 고수대교 내진성능 개선사업 7 야탑9교 내진보강공사

3 수영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8 연박2교 보수보강공사

4 용평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9 서남교(상) 시설물 보수공사

5 대청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10 금천교 보수공사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교량의 인상에 적용이 

용이하다.
  - 주변 도로정비 또는 지반고 상승에 따른 교량

(구조물)의 대규모 인상(승상) 시 정밀한 인상이 
가능하다.

■ 프리텐션 TOP 거더와 CFT 연결 공법

○ 기술의 내용

- 소요 긴장력에 따라 구간별로 강선의 비부착
구간을 프리텐션으로 긴장력을 도입하는 기술이다.

- 강경강재(CFT)를 이용하여 거더와 벽체의 안정적 
연결을 통해 구조적 안정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 기술의 장점
  - 콘크리트 단면 내 비부착구간의 활용으로 

횡변위를 방지할 수 있다. 
  -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으로 구조안정성 및 

내구성 향상이 가능하다.
  - 거더, 강결강재 및 벽체의 안정적 연결로 우각부의 

구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플랜지 하부에 내화몰탈 적용이 용이하여 

지하차도 적용 시 내화성능을 극대화시켜 구조물 
보호가 가능하다.

○ 시공 절차
  - 강결강재(CFT)가 매입된 거더제작 → 벽체 

위에 거더 연결 → 상부 콘크리트 타설 

  

○ 활용 실적

연번 사 업 명

1 새만금 방수제 만경3공구 건설공사

2 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3공구)

3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5공구)

4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

5 광주시 남구 도시첨단산단 외 12건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도심지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비개착공법으로 

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 중소하천을 횡단하는 장지간 교량에 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 위 내용은 건설기술 설명회 자료로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서울시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3708-258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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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등속촬영장치와 스틸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 터널 스캐닝 시스템 

(제935호)
(보호기간 :  2022. 06. 14. ～ 2030. 06. 1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터널 외관 조사용 영상 촬영 장비가 탑재된 검사 차량을 최대 50㎞/h 속도로 주행

시키면서 검사 차량의 주행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역방향 회전하는 회전 촬영 장치에 스틸카메라를 

장착하여 촬영 표적과의 상대 속도가 0인 상태에서 터널 내면의 스틸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균열폭 

0.1㎜ 이상의 균열을 촬영하는 터널 스캐닝 시스템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회전식 등속촬영장치가 탑재된 검사 차량을 최대 50㎞/h 속도로 주행하면서 터널 

내부 외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회전식 등속촬영장치에는 반호형의 지그에 복수의 스틸

카메라가 장착되고, 회전식 등속촬영장치는 검사 차량 주행 속도와 동일하게 검사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스틸카메라가 터널면과 직교될 때 자동 촬영되도록 하여 터널면의 스틸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균열폭 0.1㎜ 이상의 균열을 스캐닝하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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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적용연장

1 수락산터널 터널스캐닝 국토안전관리원 2020.10.5.∼2021.2.1. 2.95㎞

2 능내터널 정밀안전진단 ㈜엠텍 2021.2. 0.5㎞

 나. 향후 활용전망

     기존 육안 조사 방법 및 동영상 촬영에 의한 조사 방법을 대체하여 도로, 지하차도 등 각종 터널 
구조물의 외관 조사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점검이 가능한 기술로, 터널 구조물뿐 아니라 절개지 사면 
변형 점검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신기술
국내 동종 기술

기존기술 1 기존기술 2
기술명 RTSS-20 육안조사 TMS-100

장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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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데이터 매핑기술로 터널 실측 도면을 취득하고, 회전식 스틸카메라로 촬영한 고화질의 영상을 

이용하여 점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정밀한 이미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어서 시장을 선도하여 시장 확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현재 사용 중인 기존의 터널스캐닝 시스템은 주로 동영상 기반이어서 균열폭 0.1㎜ 또는 0.2㎜의 

균열에 대해서는 선명한 스캐닝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고, 점검 속도에 한계가 있는 반면, 이 신기술은 

동영상 대신 회전식 스틸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기술로서 점검 속도 및 정밀도 측면에서 기존 경쟁 

기술 대비 기술적 우위가 크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대상 터널 조정비
금액

(원/㎞)

조정비 산출근거

측정단면적(㎡) 기준

2차로 도로 1.0 10,129,996 14,200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3차로 도로 1.19 12,054,695 17,000

4차로 도로 1,64 16,613,193 23,400

구분 신기술
국내 동종 기술

기존기술 1 기존기술 2

장비 규모

· 회전식 촬영장치:
1,150㎜×1,150㎜×1,300㎜
(중량: 300㎏)
· 조명 장치:
800㎜×1,300㎜×1,700㎜
(중량: 80㎏)

· 고소 작업차
· 스캐닝 장비:
2,060㎜×2,210㎜×2,800㎜

조사방식 디지털카메라(정지영상) 육안조사 디지털카메라(동영상)

검출균열폭 ≥0.1㎜ ≥0.1㎜ ≥0.1㎜

점검속도 50㎞/h 0.2㎞/h이하 10㎞/h

소요인력 2인 이상 4인 이상 2인 이상

비고
점검 속도가 빠르고, 영상 
선명도가 높음

조사환경 열악하고, 안전사
고 우려 높음

동영상 화질 한계로 미세 
균열 검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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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공법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경비 제경비 기술료 총원가 VAT포함

신기술 3,283,094 32,841 3,775,558 2,117,595 9,209,088 10,129,996

기존기술 5,993,829 169,436 6,892,903 3,866,019 16,922,187 18,614,405

증감 ▼7,713,099 46%▼

(1㎞ 연장 2차선 도로 기준/기존기술 TMS-100)

   (3) 공사기간

작업 신기술 기존기술 비고

외업 9시간 11시간 외업시간 18%절감

내업

자료정리 1시간 1시간 데이터 벡업

사진화 - 2시간

왜곡보정
0.5시간

20시간

사진접합 2시간

후처리 15시간(비네팅 제거) 10시간

소계 16.5시간 35시간 내업시간 53%절감

(외업 1㎞ 연장 2차선 도로, 내업 1.9㎞ 연장 2차선 도로 기준/기존기술 TMS-100)

   (4) 유지관리비

     - 생애주기 정밀안전진단 비용 대비

신기술(A) 기존기술(B) 증감비(A/B)

수명기간 진단비용 144.9백만 원 266.2백만 원 54%

     - 교통 통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조사 방법 교통 통제 시간 교통 통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육안 조사 42시간 222.3백만 원

동영상 조사 10시간 52.9백만 원

신기술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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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통제 없이 신속한 점검이 가능하여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 오염이 

최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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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힌지 폴딩 헤드형 차단판을 이용하는 부단수 차단 공법 (제936호)

(보호기간 :  2022. 07. 29. ～ 2030. 07. 2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전면판, 합성고무판, 합성고무 보강판, 후면판으로 구성된 무힌지 폴딩 헤드형 차단판과 

무응력 실린더를 이용하는 부단수 차단 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 상수도관의 천공경을 축소하기 위해 차단판을 중심부와 좌우 날개의 3개로 

분할하여 중심부를 중심으로 접히는 폴딩 헤드 형태로 구성하고, 차단판은 힌지가 없는 경사면 

구조의 가변형으로 배관이 타원인 경우에도 높은 차수력을 보장하고, 차단 시 수압을 분산시켜 

장비의 안전성을 높이며, 보강판을 구비하여 차단 시 배관 내부의 이물질 등에 의한 차단사고 

현상 방지 및 차수력을 극대화한 부단수 차단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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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기존관 피복 제거

         

[2] 기존관 보호용 피팅 용접

[3] 샌드위치 밸브 설치

        

[4] 천공머신 설치

[5] 기존관 천공

        

[6] 천공머신 철거 후 차단머신 설치

[7] 가배관 연결/충수 후 기존관 차단

        

[8] 기존관 제거, 신설관 연결, 차단머신 철거

[9] 기존관 천공부위 플러깅 작업

        

[10] 맹후렌지 설치, 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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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도급사/
신기술시공사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비고

1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중 
부단수차단 공사

LH ㈜한라/
대호스토퍼

2018.05.16.~
2020.06.30

600A,
1200A,
1500A

474,980,000
(441,980,000)

원도급자
확인

2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상하수도공사/광역상수도 
비상급수관로 이설공사

LH 현대건설(주)/
대호스토퍼

2018.11.14.~
2020.07.31 2200A 3,570,600,000

(3,352,975,908)
원도급자

확인

3
삼계배수지 증설공사 중

부단수천공 및 
라인스토핑 공사

경상남도
김해시

이화공영(주)/
대호스토퍼

2019.03.27.~
2020.04.27

1000A,
1350A

159,500,000
(159,500,000)

원도급자
확인

4

해남계통 부식구간 
관로교체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부단수차단
공사)

수자원공사 ㈜대아건설/
대호스토퍼

2019.05.05.~
2021.01.02

600,
700A

175,175,000
(175,175,000)

원도급자
확인

5
광양(II) 공업용수도 
부단수차단공사 중 
부단수차단 공사

수자원공사 ㈜가경코스모/
대호스토퍼

2018.09.20.~
2019.07.16

1000A,
2000A

860,750,000
(860,750,000)

원도급자
확인

6

평택BIX 부지조성구간 
아산공업용수도 지장관로

이설공사(1공구) 
부단수천공

수자원공사
㈜금성백조주택

/
대호스토퍼

2019.02.27.~
2019.07.26 900A 273,790,000

(273,790,000)
원도급자

확인

7

평택BIX 부지조성구간 
아산공업용수도 지장관로

이설공사(2공구) 중 
부단수 차단공사

수자원공사 남도건설(주)/
대호스토퍼

2019.02.20.~
2016.07.16 900A 117,975,000

(117,975,000)
원도급자

확인

8
여천계통 작동불능 

제수밸브 교체공사 중
부단수차단(D1650)

수자원공사 한성이앤씨(주)/
대호스토퍼

2019.04.30.~
2019.06.14 1650A 341,000,000

(338,690,000)
원도급자

확인

9

전주권(광) 김제계통 
지장관로 이설공사 중 
전주권(광) 김제계통 
지장관로 이설공사

수자원공사
에스케이건설(주

)/
대호스토퍼

2019.05.24.~
2020.01.31 700A 719,400,000

(643,838,178)
원도급자

확인

10

울산권 장안온산2 
국도건설 지장관로 

이설공사 중 
부단수차단공사

수자원공사 ㈜정민건설/
대호스토퍼

2018.12.05.~
2019.01.31 900A 125,553,991

(125,553,991)
원도급자

확인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상수도 보급률은 2018년 99.2%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연장은 

217,150㎞이며, 이 중 30년 이상 노후관로는 12.7%에 해당하는 27,562㎞에 달할 뿐 아니라 

연간 수돗물 총생산량의 10.8% 정도에 해당하는 720,000,000ton의 수돗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누수방지와 배관 교체작업 시 단수 없이 지속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신기술의 활용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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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기존 기술 신기술
천공경의 크기 차단판 크기만큼 차단판 크기의 80% 내외

폴딩 헤드형 차단판 힌지 방식 무힌지 방식
차수역할 고무판 고무판 + 보강판
폴딩기능 응력을 받는 연결링크 무응력 푸쉬실린더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천공경 축소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차단판이 무힌지 방식

이기 때문에 5% 내외의 타원인 관에 대해서도 완벽한 차수가 가능할 뿐 아니라 무응력 푸쉬실린더로 
차단판을 접어서 회수할 때 파괴되지 않는 안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무힌지 방식, 무응력 푸쉬실린더, 합성고무판의 보강판 등은 국내외 유일한 기술로써 

안전성과 경제성 등이 입증되어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규 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D1000×850㎜ 28,499,573 10,476,287 9,408,886 48,384,746

  (2) 공사비

규 격 기존 기술 신기술 절감률

D1000 49,783,081 48,384,746 2.89%     

  (3) 공사기간 

공정 사전작업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터파기

피팅 및 천공
가배관 연결 및 차단
신설관 연결 및 마감

  (4) 유지관리비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산정하지 않는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이 신기술은 완벽한 지수성과 우수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노후배관 및 누수관 교체 공사 시 단수 

없이 지속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국민의 수돗물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의 간접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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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지역의 입체적 도로개발 사례

도로의 입체화

 최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비롯한 여러 도로의 

입체화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도심을 통과

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큰 교통시설은 토지이용의 

단절, 소음공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도로시설의 입체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일부 입체화 사업들은 도로의 

지하화를 통한 교통혼잡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도로의 지하화와 함께 해당 지역을 통합적

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국 시애틀의 알래스카 고가

도로 교체 사업24)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지하

도로 개발 및 교통시설의 지하화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알래스카 고가도로(Alaskan Way Viaduct)

 알래스카 고가도로는 시애틀 도심부의 엘리어트만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약 3.5㎞의 입체 도로로 

1950년대에 건설되었다. 알래스카 고가도로는 

높이 18m, 복층 왕복 4∼6차로 도로로 약 60년 

동안 시애틀 도심부의 엘리어트만(Elliot Bay) 

수변 지역의 중요한 교통축을 담당하였다. 건설 

초기 일평균25) 6만여 대로 예측되었던 교통량은 

2011년 기준 11만 대, 2015년대에 8만 대에 

이르렀다.

24) Alaskan Way Viaduct Replacement Program

25) Average Annual Daily Traffic

▶ 알라스카 고가도로 주변 엘리어트만 경관 

(고가도로 철거 전)26)

역사적 배경 

 1960년대까지의 엘리어트만 수변 지역은 공업

시설 및 교통시설이 입지한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도심 지역 및 SR 99번 주도로의 주변

에는 대형창고, 수산업 관련 시설, 냉동창고와 

같은 건물들이 입지 하여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미국의 다른 도심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기반의 도시팽창으로 인하여 엘리어트만 수변 지역은 

쇠퇴하고 있었다27). 이후, 허브 기능의 대부분은 

엘리어트만 북부의 새 시애틀 항만28)이 담당하게 

되었고 주거 및 상업 기능들은 시 외곽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시애틀시는 엘리어트만 수변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가운데 알래스카 고가도로는 수변 지역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목되어 왔다. 그 이유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경관을 해치고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공해가 발생하며 도심과 수변공간을 단절시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알래스카 고가도로를 대체할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엘리어트만 근처에는 

공원, 수족관 등의 관광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기존의 

26) 자료 : Alaskan Way Viaduct replacement Project Final EIS

27) 도시 공동화 현상

28) Port of Seattle container terminal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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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시설들은 주거 및 근린 상업시설들로 변화하게 

되었다.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것은 2001년에 있었던 니스퀄리 지진이었다. 

진도 6.8의 강진으로 노후화되었던 고가도로 시설에 

문제가 생겼고 1,450만 달러 규모의 긴급보수공사를 

수행하였지만, 향후 지진에 매우 취약하여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워싱턴 연구진의 주장에 따라 

시애틀시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대체할 대안을 

찾기로 결정하였다.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 결정 과정 

 알래스카 고가도로를 대체할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많은 정치적 논쟁 및 갈등과 

지역 간 이견이 존재하였다. 2001년부터 2004년도

까지 18번의 공청회를 거쳐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S)29)가 발간되었고 이 보고서에 대해 

260명 이상의 시민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670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후 7번의 공청회와 보완된 

2006년도 EIS 보고서에 대한 4번의 설명회에 

165명의 시민, 커뮤니티 그룹, 부족 등이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2011년 추가 보완된 

최종 EIS를 위해 24번의 공청회 및 7번의 토론회 

등이 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프로젝트 설명회(약 700회), 

소규모 마을행사(약 170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100개에 가까운 대안들이 검토되었지만 거의 

10년 동안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검토되었던 대안들은 크게 3가지(터널, 고가고속

도로, 지상도로)였는데 2006, 2007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고가고속도로 대안이 배제되었고 2009년에 

들어서 터널 대안으로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된다. 

29)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알래스카 고가도로 교체사업 개요 

 알래스카 고가도로 교체사업은 기존의 알래스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이를 대체할 SR 99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 이외에도 30여 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고가도로의 철거와 

함께 도심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수변 지역을 연결

하고 엘리어트만 수변 지역을 사람 친화적인 공공

녹지·주거지역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추구

하였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알래스카 고가도로 

교체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30여 개의 프로젝트 

중 중요한 3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 알래스카 고가도로 교체프로그램 위치도30)

 SR 99 터널 및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 

 알래스카 고가도로를 대체할 대안으로 결정된 

터널은 시애틀 도심을 가로지르는 연장 3.2㎞ 

최대심도 65m, 구경 17m 복층 터널로 EPB-TBM31)

공법으로 건설되었다. TBM공법이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터널 시공 중 터널 상부의 교통시스템에 

영향이 최소화되기 때문이었다. 

 해당 사업에는 21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남쪽과 북쪽의 진입로 및 

주변 가로환경 건설까지 포함하고 있다. 2013년 

본격적인 터널 공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2월 

30) 자료 : Alaskan Way Viaduct Replacement Project Final 
Environment Impact Statement 

31) Earth Pressure Balance- Tunnel boring Machine



- 42 -

터널이 개통되었다. 현재, 여타 사업들은 종료된 

가운데 남쪽 진입로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32)이 

진행 중이다. 남쪽 진입로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SR99 터널 남쪽 진입로와 알래스카 고가도로와의 

교차지점 주변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가로환경을 재정비하여 SR 99 터널사업 전체를 

마무리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남쪽 진입로 

주변의 도심에서 수변공간으로의 연결성을 확보

하고 보행 안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 SR 99 터널 단면33)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사업 

 2019년 2월 SR 99 터널의 개통과 함께 시애틀 

수변 지역을 가로지르는 알래스카 고가도로의 철거가 

시작되었다. 고가도로의 철거작업은 SR 99 터널 

완공 이전에는 수행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고가

도로를 대체할 마땅한 도심 도로가 없었기 때문

이다. 분주한 수변공원과 건물에 근접한 2층 고가

도로를 철거하는 것은 기술적 난제였다. 2019년 

11월 다행히도 철거작업은 사상자도 주변 구조물에 

피해도 없이 무사히 완료되었다. 

32) South Access – Surface Street Connections project

33) 자료 : Alaskan Way Viaduct Replacement Project Final 
Environment Impact Statement

 New Alaskan Way(Waterfront Seattle) 

 시애틀시는 워터프론트 시애틀 프로젝트를 통해 

시애틀 중심가에 새로운 수변 가로환경을 조성

하고 도심과의 보행 및 자전거 연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SR 99 터널을 건설

하고 알래스카 고가도로를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빈 공간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으로 기획되었다. 만 명이 넘는 시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여러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었다. 10여 개의 

수변공간 조성 프로젝트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시애틀 워터프론트 사업의 프로젝트 현황34) 

프로젝트명 내용 추진경과

Alaskan Way

• 도심에서 부두와 부두 내 공원, 상점, 
식당가 거리 연결성 제고 

•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 가로수 등 가로 녹지공간 조성 

공사중

Park Promenade 
+ Bike path
+ Restroom 

• 부두 내 수족관, 공원, 상점, 식당가 
거리 주변 보행로 조성 

• 부두 공원 내 편의시설 및 경관 조성 
•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조성 
• 가로수 등 가로 녹지공간 조성 

공사중

Overlook Walk 

• 부두 산책로로의 접근 시설 설치  
(언덕길, 엘리베이터) 

• 취식 및 휴식 공간 조성 
•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조성 
• 가로수 등 가로 녹지공간 조성 

공사중

Pier 58 
(Waterfront Park) 

• 기존 부두 시설의 철거 
•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및 공원 설치

공사중

Pike + Pine 
• Pike 와 Pine 거리의 가로 환경 조성 
•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환경 조성 

계약중

Pioneer Square 
• 보행 및 자전거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 및 

승용차 통행 제한 
• 녹지 공간 조성 

설계중

Union Street •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 및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 강화 

공사중
Bell Street -

Railroad way 
•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 및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 강화 
• 스태디움과 수변공원과의 연결성 제고

공사중

Marion Street 
Bridge 

• 페리 선착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교 설치 

공사중

Pier 62 
• 공연, 교육, 문화공간 조성 
• 낚시 등 어메니티가 가능한 공원 조성

완공

Seawall 
• 내진설계가 적용된 방조제 
• 바다 생태계를 위한 반투명 바닥 설치

진행중

34) 자료 : https://waterfrontseattle.org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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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프론트 시애틀 계획은 “모두를 위한 수변

공간”을 모토로 도심과의 보행 접근성,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지상에 있던 교통시설을 지하화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라

고 평가될 수 있다. 

▶ 시애틀 워터프론트의 청사진35)

정책적 시사점 

 시애틀의 알래스카 고가도로 교체프로그램의 

사례는 간 선도로의 지하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혼잡 개선) 외에도 지하도로 상부 

공간의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및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 고 

생활환경을 개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시사점은 사업의 추진 과정이다. 알래스카 

고가도로 교체사업은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과정을 중요시하여, 사업 

내용 및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정치적, 

지역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하여 다수의 시민이 동의하는 대안을 이끌어

내었다.

35) 자료 : https://waterfrontseattle.org/about/program-overview 

 도로의 입체화 혹은 지하화는 교통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최근 신월

여의지하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 등이 개통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

도로 건설을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도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건설 

공법의 특성상 큰 비용과 긴 공사기간을 필요로 

하며 시행착오나 갈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큰 

편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해외사례 및 정책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수용하여 보다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도로의 입체화 사업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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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심도지하 관련 법·제도 및 활용

대심도지하 공간 활용 필요성 대두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지상에서 도로사업, 

철도사업 등 사회자본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막대한 토지보상 비용 발생 및 시간이 필요하며, 

공공시설의 지하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경우에 

선형이 제한되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와의 마찰을 피하고,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법 제정 

경위 및 실제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의 대심도지하 특별조치법 제정의 배경 및 경위

 일본도 우리나라의 대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사회

자본을 정비하는 경우, 복잡한 도시 지상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에도, 도로 등 공공시설의 지하는 용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여 지하철,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시설이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고, 비교적 

얕은 지하의 이용은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된 시설의 루트는 

도로의 선형에 제약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루트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사유지에서 사회자본 정비를 위한 용지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지권자와의 교섭·합의를 거쳐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러한 경우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토지이용의 고도화·복잡화 등 때문에 

지권자와의 권리조정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여 

권리조정의 난항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의 실시가 

곤란하였다. 

 특정 공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토지수용법이 있지만 동법에서는 

사전보상의 원칙이 취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전 

토지조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건축물 

지하실의 건설과 기초의 설치를 위해 이용하는 

일정한 심도, 지반 외에 「토지소유자 등에 의한 

통상의 이용이 행해지지 않는 지하공간」인 대심도 

지하를 국민의 권리보호에 유의하면서, 사회자본의 

정비공간으로서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대심도법」이라고 함)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2000년 5월 26일 공표)

된 것이고,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대심도지하 활용 이미지36)

대심도지하 사용제도의 전제와 사업신청사무의 흐름

 공공·공익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대심도지하

사용제도를 활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36) 자료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common/0011875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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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년, 대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이 고도화·복잡화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심도지하는 대도시지역
에서 남은 귀중한 공간이고, 일단 시설을 설치
하면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곤란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 있어서 공공의 복지에 적합
하도록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 

(2) 대심도지하에 상당하는 깊이의 지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권원의 임의취득, 공물의 
점용허가, 토지수용법의 수용·사용 등의 방법
으로 가능하지만, 사권보호의 관점에서부터, 
사용권설정에 관한 수속 및 요건이 가중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히 집행할 것

(3) 사용인가 신청준비작업 등에서, 집중적·효율적인 
자료작성 등을 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 

(4) 사용인가 신청준비작업에서, 계획담당, 사업실시
담당 및 용지담당이 다른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 상호간 충분한 연결·조정에의해, 원활한 
사업의 실시에 노력할 것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사용인가를 

하는 경우, 사용인가신청에 관한 사무처리는 사업간 

조정을 위한 사전상담, 사업간 조정, 신청 준비

작업, 사용인가 사전상담, 사전심사 및 본심사의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사전상담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며 절차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일본 대심도지하의 정의 및 대상지역

 대심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지하실 및 그 건설을 

위해 통상 사용하지 않는 지하의 깊이로서 정령 

지정한 깊이37), 또는 해당 지하를 사용하는 지점

에서 통상의 건축물의 기초를 지지하는 것이 가능한 

지반으로서 정령에서 지정하는 것38) 중 가장 얕은 

부분의 깊이에 정령으로 정한 거리를 더한 깊이39) 

중 깊은 쪽의 지하로 정의하고 있다. 

37) 대심도지하의공공적사용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에서 
지표로부터 40m로 규정

38)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기초1㎡ 당 2,500㎏·m/s2 이상의 
허용지지력을 갖는 지반으로 규정

39) 동조 제3항에서, 10m로 규정

▶ 일본 대심도지하의 정의40)

 대심도법의 대상지역은 인구 집중도 등을 감안

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3대 도시권(수도권, 

긴키권, 츄부권) 의 일부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대심도지하 활용의 장점

 대심도지하를 활용하는 장점으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기통신과 

같은 생활에 밀착된 라이프라인과 지하철, 지하

하천 등의 공공 이익이 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대심도지하를 활용함으로써 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토지의 수용·보상 작업을 

간략화하여 사업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합리적인 루트의 

설정이 가능하다. 기존의 라이프라인과 지하철 

등이 공공시설물(주로 도로) 지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루트선정이 한정적이었던데 반해, 대심도지하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자유롭게 루트설정이 가능하다. 

셋째, 대심도지하는 지표와 얕은 지하에 비해, 

지진에 대해 안전하고, 소음·진동의 감소, 환경보호

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 51m의 대심도지하는 지표 및 얕은 

40) 자료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s://www.mlit.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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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비해 지진 시 가속도가 적어 보다 안전한 

시설물 관리가 가능하며, 깊은 지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2011년 3월 11일 오다하라시의 지진 가속도 기록41)

대심도지하 공공활용의 기본 방침

 대심도지하를 사용함에 있어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권리조정기간의 단축, 합리적 

루트 선택 등 사회자본의 효율적·효과적 정비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지상에 있는 시설을 지하화

함에 있어서, 지상에 녹지를 조성하는 등 질 높은 

도시 공간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업의 구상·계획 단계에서

부터 사업자는 정보를 공개하고, 구체화 단계에서는 

주민들에게 공지·설명에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상과의 접근이 필요한 사업은 지상·얕은 지하의 

시설관리자와 충분히 조정하고, 토지수용제도·도시

계획 제도의 활용·연계를 도모하며, 손해배상 및 

사업종료 후의 원상회복 등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셋째, 대심도공간 이용의 조정을 위해 동일

방향을 향하는 시설마다 이용심도를 정해서 공간을 

정하며, 유인시설은 가능한 한 상부에 배치한다. 

41) 주 : 가속도는 지진으로 지반과 구조물의 흔들림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임 

    자료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s://www.mlit.go.jp)

대규모로 지상과 접근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공간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공공용지 부근의 대심도지하에 

배치하며, 대심도지하 사용협의회를 활용하여 사업

구상단계부터 이용조정을 실시하고 조정을 마친 

후 사용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설의 구조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심도지하사용협의회를 활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인·허가된 일본 대심도지하 사업 및 

대심도 활용 사례

 국토교통성과 도쿄도는 도쿄외곽순환도로42)에 

대해 2014년 3월 인가·고시하고 대심도지하를 

적극 활용하여 공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쿄외곽

순환도로는 도쿄도심으로부터 약 15㎞망에 위치

하며, 수도권의 교통지체 완화,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계획된 총연장 약 85㎞의 순환도로로, 

그 중 대심도지하로 건설되는 사업구간은 간에츠

자동차도와 토메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16.2㎞ 

도로사업 중 대심도지하사용법을 적용한 약 14.2㎞이다.

▶ 도쿄외곽순환도로 중 대심도 구간43)

42) 간에츠자동차도 ~토메이고속도로간

43) 자료 : 도쿄도도시정비국 홈페이지 
(https://www.toshiseibi.metro.tokyo.lg.jp/kiban/gaikaku/pp_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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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에는 츄오신칸센(도쿄도~나고야시)의 

대심도 지하 사용의 인가·고시를 결정하였다. 츄오

신칸센은 도쿄도~오사카시를 초전도자기부상방식

으로 주행하는 고속철도를 연결하여 속도를 향상

시키고, 츄오신칸센 및 토카이도신칸센의 이중루트를 

통해 재해 시 리스크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등 3대 도시권을 고속으로 안정적으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대심도법이 적용되는 구간은 총연장 

285.6㎞ 중 50.3㎞에 달하며, 대도시지역인 도쿄와 

나고야 지역에 건설된다. 

▶ 츄오신칸센 중 대심도 구간44)

 이 외에도 대심도법의 적용을 받아 실시한 사업은 

아니지만 일본은 세이칸터널, 도쿄만 아쿠아라인 

등 다양한 대심도를 활용한 인프라 건설 사례가 

존재한다. 세이칸터널은 교통수단이 연락선으로 

한정되어 있는 혼슈와 홋카이도간 쓰루가 해협을 

연결하여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한 철도 

교통을 실현한 것으로, 1988년 개통되었으며, 총

연장 53.85㎞의 당시 세계 최장 해저터널로 건설

되었으며 최대 깊이는 240m에 이른다. 

 도쿄만 아쿠아라인은 대형선박이 다수 항행하는 

도쿄만에 해저터널을 건설함으로써,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안 지역 간을 연결하여 주행

거리를 대폭 단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에 

개통하였다. 아쿠아라인은 총연장 15.1㎞ 중 

9.5㎞가 해저터널로 건설되었으며, 최대 깊이는 

43.5m이다. 

44) 자료 : JR도카이 홈페이지 
(https://company.jr-central.co.jp/chuoshinkansen/daishindo/d
escription/_ pdf/aichi.pdf) 

▶ 도쿄만 아쿠아라인 위치 및 전경45)

일본대심도지하 개발의 시사점

 우리나라 수도권 및 대도시권 또한 일본의 대

도시권과 마찬 가지로 밀집된 도심의 인프라개발

사업을 시행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40m 이상 대심도에 고속도시철도를 건설하는 

GTX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심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국회에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하였으나, 재건축단지 

등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도로에서 발생하는 지체 및 소음, 

대기오염 등 환경악화로 인해 대심도지하를 활용한 

인프라 건설 및 지상공간 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철도법엔 40m 심도 

초과 시 토지소유자에게 20% 보상을 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대심도지하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한 일본의 대심도법은 건설기술 발달, 기술

노하우 축적 상황에 따라 대심도지하 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데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 계획 중인 간선 교통망의 적기 확충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147호), www.krihs.re.kr]

45) 자료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common/000108805.pdf)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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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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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 서소문고가 철거 후 재설치
․ 연장 493m, 폭 15m(왕복 4차로)

39,697
(1,707)

조건부
채택

토목

138
영동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설계

․ 영동대교남단교차로~세곡3교 
․ 전용차로 10㎞, 정류소 10개소

-
(440)

조건부
채택

토목

139
올림픽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설계

․ 삼성역사거리~천호사거리 
․ 전용차로 7㎞, 정류소 26개소

-
(329)

조건부
채택

토목

142
서북∼도심권 연결도로 
네트워크 개선 기본구상

․ 서북, 도심권(종로,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중구) 주요 간선도로

-
(300)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32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오류IC)

․ 편의시설, 휴게시설 설치
․ 수목식재, 관리시석 설치 등

2,145
(55)

조건부
채택

조경

136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궤도 기본설계

․ 궤도부설 8.682㎞
․ 분기기부설 4틀(SCO 1틀)

14,443
(168)

조건부
채택

토목

137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공사

․ 지하4층/지상8층
․ 연면적 3,700㎡

20,989
(627)

조건부
채택

건축

143
안양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 금천한내교~독산보도교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885
(99)

조건부
채택

조경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135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 고가차도 철거 (폭 15m, 연장 218m)
․ 교차로 운영 개선 (6지 → 5지)

21,455
(1,021)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19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 지하2층/지상8층
․ 연면적 8,966.6㎡

25,204
(1,429)

- 건축

21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 지하2층/지상8층
․ 연면적 59,361㎡

208,700
(7,160)

- 건축

22
(구)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 지하4층/지상3층
․ 연면적 15,929.42㎡

84,170
(3,778)

- 건축

23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 지하1층, 주차면 86면
․ 연면적 3,555㎡

16,475
(555)

- 토목

24 대림3유수지 복개공사
․ 지상1층
․ 면적 2,799.2㎡

7,679
(300)

-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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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46) 심사현황 (2022년 8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46)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2. 8.

건     축 서울형 건축비 표준모델 수립용역 등 13건 4,177 3,973

교 통
시흥1공영차고지 확장 및 시설개선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등 3건
454 384

기 계 설 비
목동운동장 지열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설계용역 등 2건
81 68

도 로
욱천복개1구간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등 11건
3,181 3,152

도 시 계 획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 등 5건
669 666

상 하 수 도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 31건
10,779 10,802

소 방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아파트 소방(전기) 

설계용역 등 5건
413 413

전 기 통 신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아파트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 등 3건
1,124 1,123

정 밀 진 단
동작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등 46건
11,225 11,063

조 경 · 산 림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8건
1,356 1,363

지 하 철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계획 등 2건
1,920 1,919

하 천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 5건
2,222 2,222

기 타
돈의문 일대 공간 재구상 기술용역 

추진계획 등 5건
333 329

 계 149건 37,934 3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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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8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6.8.~6.13. 7.2. 8.19. 8.23.~8.26. 9.24.~10.5. 10.21.

< 2022년 제3~4회 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6.7.~6.10. 7.2.~
7.22. 8.10. 9.5.~9.8. 10.16.~10.28. 11.11.

11.25.

8.16.~8.19. 9.14.
~10.3. 10.13. 10.25.~10.28. 11.19.~12.2. 12.16.

12.30.

< 2022년 제3~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8.2.~8.5. 8.28.~9.3. 9.21. 9.26.~9.29. 11.6.~
11.23.

12.2.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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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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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도로 구분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며(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이란 
지상권의 하나로서,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89조의2). 
 도로법 제28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 이 때,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시 구분지상권의 최소 범위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을 따른다.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m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하며,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높이 및 깊이로 정한다. 

▶ 구분지상권 최소 범위47)

 

보호층 두께

굴진
방식

2차로 
이하 6m

3차로 6.5m

4차로 7m

개착
방식 0.5m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147호), www.krihs.re.kr]

47) 자료 : 국토교통부, 2015, 안전강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법령 정비방안 연구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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