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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흙막이 구조물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방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한다면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매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흙막이 지반 굴착 시 지반거동 현상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붕괴 사고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 조사방법을 통해 해석적 검증과 원인을 분석하고 

붕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2. 흙막이 지반 굴착 시 지반거동 및 일반적인 붕괴사례

2.1 지반 굴착 시 지반거동에 따른 검토내용

거동현상 검 토 내 용

· 흙막이 벽체 변위에 따른 배면지반 침하

· 굴착저면의 히빙과 파이핑 안정성

· 흙막이벽 사이로 배면지하수와 함께 유출되는 토사

· 지반손실에 따른 굴착현장에 인접한 건물 및 지장물 침하

· 굴착지반 연약할 경우 근입부 측방유동

2.2 일반적인 현장 붕괴사고 원인 

구 분 주요 지적사항

과굴착

· 버팀대 등 가시설 설치시 단계별 굴착(0.5~1.0m)을 하지 않고 과굴착

》  칼  럼

흙막이 구조물 붕괴 사고 조사방법 및  
재발방지 개선사항
    문 대 형
    ㈜엔아이스틸 설계팀장, 토질 및 기초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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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흙막이 구조물의 붕괴 사고 조사방법

3.1 자료조사

 ·흙막이 붕괴 사고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구 분 조사항목 세부 내용

인허가 자료

인허가 관련 공사 인허가 자료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평가 계약서류 및 보고서

착공관련 착공서류(공문, 도면, 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계약관련 계약서류(시행사, 시공사, 감리, 계측)

설계 자료
시공사 시공 절차, 설계변경 시 사유

감리사 설계변경 관련 접수 공문

지반조사 자료 시추조사 자료 지반조사 보고서

계측 자료 실제 계측자료 계측현황, 초기계측데이터, 주간·월간 계측 데이터

3.2 현장조사

 · 붕괴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자 서면 및 대면

조사를 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 작업현황, 붕괴 사고 후 현장 상황을 확인하여 추가붕괴 방지를 위해 응급대책을 수립한다.

구 분 주요 지적사항

공법변경

  

⇒

· 가시설 없이 무단 굴착 · 현장시공 시 공법변경(CIP공법→H-PILE+토류판)

시공 및 

계측불량

· 지보재 누락하여 시공 · 중간말뚝 변경(휘어짐) · 초기계측값 누락 및 허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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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흙막이 구조물의 붕괴 사고 해석적 검증 및 원인 분석

4.1 해석적 검증(역해석)

 · 흙막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위해 전산해석프로그램(원설계사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한다.

 · 토질조건, 지하수위, 과굴착 영향, 장비하중, 근입부 안정성(보일링, 히빙)등을 검토한다.

구 분 세부 내용

사고조사현장 방문

· 조사위원회 소집하여 사고현장 방문 조사, 현장관계자 의견 청취

응급대책 현황

· 붕괴 규모에 맞게 추가붕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현황 확인(긴급 되메움)

구 분 세부 내용

토질조건 

및 지하수위 분석

· 지반조사를 통한 변화된 지층조건 

분석과 조사성과가 불충분할 경우 인접 

공사현장자료와 문헌 사례를 비교하여 

해석적 검증 시 이용하도록 함.

· 설계시 적용된 지하수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현장 공사 중 측정 지하

수위와 비교하여 해석적 검증 시 

합리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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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붕괴 원인분석

 · 흙막이 붕괴 원인은 토질 조건, 지하수위, 강도정수, 흙막이 공법, 계측결과 등을 반영한 역해석 

구 분 세부 내용

흙막이 구조물 안정성

·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질정수, 현장 시공과정, 추가하중 등을 고려하여 

흙막이 구조물(벽체, 버팀보, 띠장)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함.

근입부 안정성

· 사질토, 모래 등 투수성이 큰 지반에서 

상향침투압에 의해 굴착저면이 끓어

오르는 현상.

· 간편식, 한계동수경사법, 유선망법 등에 

의하여 안정성을 검토함.

· 연약점토지반 굴착시 굴착저면 지지력 

부족으로 지반이 융기되는 현상.

· Terzaghi-Peck의 방법, 모멘트 균형법 

등에 의하여 안정성을 검토함.

· 근입장 안정성 검토는 극한평형법을 

이용하여 주동토압과 수동토압에 의한 

모멘트값의 비가 기준 안전율 이상이 

되도록 함.

· 안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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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며 사업 및 공사관리 분석하여 관리자들의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대해

서도 검토한다.

구 분 관련기관 및 내용 주요 검토항목

토질 조건
· 설계사: 지반조사보고서,

  현장조사, 추가조사

지형 및 지질 특성, 시추조사, 

지하 수위 공내지하수위 측정

강도 정수 물리·역학적시험, 설계기준 문헌값

흙막이 공법
· 설계사: 흙막이 벽체 지반조건에 따른 벽체 강성, 경제성, 시공성

· 설계사: 지보재 버팀보 및 띠장 부재 안정성

시 공 · 시공사: 원도급, 하도급 과굴착, 장비하중, 근입장

계 측 · 설계사: 지하안전평가보고서 계측치 관리기준, 예측치와 비교·검토

감 리 · 발주처: 상주, 비상주 감리보고서 부실여부, 보고체계 확인

5. 흙막이 구조물의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 흙막이 공사 중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방안으로써 설계 및 기술적 측면으로 검토 

하도록 한다.

구 분 주요 검토항목

인·허가 업무 

개선사항

· 시,군 건설지하안전 업무를 통합한 전담부서(팀) 신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한 현장점검 강화

· 현장점검 지원 위한 전문가 인력 Pool 및 예산 확보

· 토질 및 기초분야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부전문위원 운영의 활성화

세부계획 

수립

⇨

안전관리과에

점검계획통보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시행

⇨

점검 및 

조치결과 통보

공사부서
공사부서

→안전관리과

공사관리관,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공사부서

→안전관리과

설계 및 

설계변경 시 

개선사항 

· 지반정수 산정 현장·실내시험 및 문헌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산정

· 지하수위 적용 조사수위, 하천수위, 침투해석 결과 분석하여 보수적으로 적용

· 최하단 지보재 장비 최소높이를 확보하고, 불가능시 대책방안 제시

· 시공시 동선
굴착 주변 토사반출과 건축 자재 적재를 고려한 흙막이 구조물 안정성 

확보와 복공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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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최근 지하굴착 시 발생하는 붕괴 사고는 자연적·인위적 원인에 의해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안전평가를 굴착 깊이에 따라 소규모·대규모로 구분하고 사전·사후 검토하여 사고

예방을 하고자 시행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하지만, 일반적 현장 붕괴 사고 사례에서 보았듯이 굴착 중 사고는 어디서나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

하고 있다. 특히,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설계도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과굴착과 계측관리 미흡에 

의해 대처가 늦어짐에 따라 붕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설계 시에는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 중 무리가 없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충실하여 시공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전문가와 의논 후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굴착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본 기고에 소개된 조사방법과 역해석을 통한 원인을 파악한다면 경제적인 

보강설계와 더불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2021.3)

2. 가시설흙막이 설계기준, KDS 2130000(2016)

3.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해설(한국지반공학회, 2015)

구 분 주요 검토항목

시공시 개선사항
· 흙막이 단계별 

근거 제시

시공사는 각 지지단 설치시 완료보고 및 근입장 시공 내용을 감리단과 

발주처에 보고

계측관리 

개선사항

· 흙막이 구조물 계측관리 기준은 지하안전평가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름

 

· 계측시 이상 징후 발견시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처에 유선 및 문자로 보고

· 현장 상황에 따라 수동·자동계측을 병행하여 위험성이 큰 곳은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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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된 ‘동서울터미널’ 최고 40층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서울시, 사전협상 착수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 주변 교통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

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대변신한다.

 우선,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터미널은 현재 지상 1층에 있는 

승하차장과 주차장을 지하화(지상1층∼지하3층)

하고, 현대화된 터미널로 조성한다. 터미널 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으로 확보해 혼잡을 크게 줄인다.

 판매·업무시설이 결합 된 최고 40층 높이 복합

개발을 통해 총면적은 지금(4만 7,907㎡)의 7배 

규모(총면적 35만 7천㎡, 토지면적 3만 6,704㎡)로 

확대된다. 최상층에는 전망대가 설치돼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보행

데크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

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사전협상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전협상 

제안서를 통해 ‘동서울터미널’을 서울 동북권 광역

교통 중심지이자,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강변 랜드

마크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연면적 35.7만㎡(토지면적 36,704㎡), 

최고 40층(197.5m, 건폐율 59.03%, 용적률 

374.46%)에 터미널(지하3층∼지상1층, 전체시설의 

30%)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확보하는 공공기여분으로 

강변북로 진출입 버스전용도로 설치를 비롯해 지역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강변역 연결데크를 설치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변 

보행공간과 전망데크를 조성해 한강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제안(안)에 대해 공공, 민간

사업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의 

논의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터미널 기능 개선, 

지역통합연계, 한강중심공간 개편, 공공기여를 중심

으로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버스터미널 단일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단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4년에는 착공이 가

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개발기획담당관 (02)2133-8358〕

서울시, 낙산공원 탐방로·성곽 등 정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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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요즘 가족·

친구·연인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

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도심 속 야경명소인 낙산

공원 한양도성 탐방로 및 성곽길(한양도성 순성길 

낙산구간) 정비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산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수도로 정

하면서 북악산, 남산, 인왕산과 함께 서울 사대문 

안 내사산(內四山, 4개의 산을 의미) 중 하나였으나 

6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산 중턱까지 시민 아파트, 

단독주택 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과 

역사적 상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낙산 일대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훼손된 자연경관을 회복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낙산 복원사업’을 시작, 낙산 

본래 모습인 소나무 숲으로 복원하고 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2002년 6월 12일 ‘낙산공원’(면적 총 

202,780㎡)으로 재탄생했다.

 ‘한국의 라라랜드’라고도 불리는 낙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성곽을 따라 파노라마

처럼 펼쳐지는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 

연인에게는 데이트 코스로, 친구·가족에게는 야간 

산책 명소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관광명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림 같은 일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관이다. 해가 지고 나면 낙산

공원을 길게 둘러싸고 있는 성곽에 조명이 비추어

지며 은은하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함과 

동시에 성곽 너머 펼쳐지는 빌딩 숲의 화려한 밤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야경 맛집·야간 촬영 

명소로 유명세를 얻어 드라마, 영화, 예능 등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산책·야경 명소로 알려진 만큼 가을철 많은 시민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 공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공원 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 중이다. 노후로 

훼손된 한양도성 탐방로 바닥 보수는 물론 탐방로 

주변 수목, 초화류, 잔디 식재 등 식생도 함께 

복원할 예정이다. 또한 성곽의 구조적 안전을 위한 

유해 수목과 담쟁이덩굴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등 다각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정비구간은 동대문 

흥인지문공원부터 낙산공원까지 성곽을 따라 약 

1.5㎞ 구간으로 도성 외측 5m, 내측 10m 이내로 

성곽길 주변을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중부공원여가센터 조경지원과 (02)3783-5944〕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서울시, 10년 만에 

강우처리목표 상향해 수해안전망 강화
 지난 8월 8일 서울에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다. 강남지역 강우량은 시간당 

116㎜로, 15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록적인 

폭우였다.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재난이 앞으로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방대책의 체계를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치수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방재목표와 방재역량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키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해안전망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2년 설정돼 서울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방재성능목표(강우처리목표)’를 

10년 만에 전격 상향하고, 지역별로 목표치를 

세분화한다. 상향한 방재목표에 맞춰 지역별로 

정교하게 방재시설을 확충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방재성능목표’는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로,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한 새로운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 10 -

수립하거나,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 

설계의 기준이 된다. 즉, 방재성능목표가 상향된다는 

것은 도시 전반의 강우처리 역량이 커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현재 시간당 최대 95㎜를 

100㎜로 높이고, 침수취약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110㎜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설치

되는 모든 방재시설은 시간당 100㎜∼110㎜의 

강우를 처리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인력 중심의 기존 수방대응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 

기술 기반의 ‘지능형 수방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침수취약 도로,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상황을 감지기로 감지해 문자 등으로 

실시간 대피 경고하는 ‘스마트 경고시스템’과, 주거

지역에 대한 ‘침수 예·경보제’를 내년 시범 도입

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으로 수방 관련 

데이터를 자동 분석·예측해 실시간 전파하는 ‘AI 

기반 수방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로 반지하 등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한다. 장애인, 독거어르신 같이 긴급대피가 

어려운 세대에 1:1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호우 

시 대피와 복구를 돕고, 내년 우기 전까지 침수

방지시설도 무상으로 설치한다. 

 지난번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맨홀은 연말

까지 침수우려지역 1만 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전 지하철역사 출입구에는 내년 5월까지 

차수판(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등에 

물막이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침수 시 물을 퍼내는 양수기를 가까운 곳에서 

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내년 우기 전까지 1만9천

대를 동주민센터 등에 확대 배치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2022∼2032)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한 단계 진화된 수방

대책이다. 

 인명피해 제로화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10년간 총 3조 5천억 원을 투입해 5개 분야, 

17개 대책을 추진한다. 5개 분야는 ①강우처리

목표 재설정 ②지역맞춤형 방재시설 확충 ③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데이터·예측 기반 시스템 

구축 ④반지하 거주민 등 침수취약가구 안전 강화 

⑤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이다.

 첫째, 현재 시간당 95㎜인 ‘방재성능목표(강우

처리목표)’를 시간당 100㎜로 높인다. 강남역 일대는 

분지형 지형으로 침수에 취약한 만큼,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시간당 110㎜로 추가 상향한다.

 둘째, 상향된 ‘방재성능목표(강우처리목표)’에 

맞춰 지역별로 정교하게 방재시설을 설치 확충한다. 

2032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강남역 일대 

등 침수에 취약한 6개 지역에 총 18.9㎞ 길이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침수우려지역에는 

2조 원을 투자해 빗물펌프장 증설, 빗물저류조 

신설, 하수관거 정비, 하천 단면 확장 등 방재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지난 집중호우 당시 침수상황을 미리 알지 

못해 대피·대처가 늦어진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들의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사물인터넷(IoT) 감지기로 도로 등 침수상황을 

측정하고 위험상황을 문자 등을 통해 실시간·자동 

전파하는 ‘스마트 경고시스템’을 내년 5월 시범 

도입한다. 산사태나 하천 침수뿐 아니라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일반도로 등 주거지역 침수우려

지역에도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도입하고, 

도로의 경우 티맵·카카오맵 등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침수상황을 안내한다. 또한, 연말까지 상향된 

방재성능목표와 변화된 지형여건을 반영해 ‘재해

지도’를 현행화해 대응력을 높인다. 

 나아가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관련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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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분석·예측하고 실시간·동시 전파하는 

한층 더 지능화된 ‘AI 기반 수방통합시스템’을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수방 대응이 가능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침수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장애인, 독거어르신 같이 위기 

상황 시 긴급대피가 어려운 재해약자가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세대에 ‘돌봄공무원’을 1:1 지정해 

침수방지시설 사전점검부터 대피정보전파, 복구까지 

맞춤 지원한다. 주택위치나 침수이력과 상관없이 

반지하 주택 거주민 누구나 신청만 하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무상 설치해주고, 소규모 상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섯째, 공공·민간의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맨홀은 

연말까지 1만 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당시 수요가 폭발했던 양수기는 1만 9천 대를 

내년 우기 전까지 동주민센터 등으로 확대 배치

한다. 지하철 전 역사 출입구에 내년 5월까지 차수판을 

설치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물막이판 같은 

차수시설이 의무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02)2133-3863〕

서울시, ‘송현동 부지’ 한 세기 만에 시민 

품…‘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임시개방

 한 세기 넘게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던 금단의 땅,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면적 3배에 달하는 송현동 

부지(37,117㎡) 전체를 ‘쉼과 문화가 있는 열린

송현녹지광장’으로 단장을 마치고 일반시민에게 

임시개방한다고 밝혔다. 

 부지 전체를 둘러싸고 있던 4m 높이의 장벽은 

1.2m의 돌담으로 낮아져 율곡로, 감고당길, 종친

부길에서 드넓은 녹지광장을 한눈에 담을 수 있게 

된다. 돌담장 안으로 들어가면 광장 중앙에 서울

광장 잔디(6,449㎡)보다 넓은 1만㎡의 중앙잔디

광장이 펼쳐진다. 중앙잔디광장 주변으로는 코스

모스, 백일홍, 애기해바라기 같은 야생화 군락지가 

조성돼 마치 한적한 교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송현동 부지가 100년 넘게 가로막고 있던 경복궁

∼북촌은 광장 내부로 난 지름길(보행로)을 통해 

연결된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쾌적한 보행로를 

따라 걷다 보면 청와대와 광화문광장, 인사동, 

북촌 골목길로 자연스레 이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임시개방인 만큼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

하기보다는 넓은 녹지광장에 최소한의 시설물만 

배치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회색빛 빌딩숲의 

얼굴을 바꿀 ‘녹지생태도심’의 시작으로서 서울도심 

일대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다시 돌아온 

송현동 부지를 2024년 12월까지 약 2년간 임시

개방하고,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시민참여형 문화

예술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5월∼10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 처음 서울에서 열린 세계적 

아트페어 ‘키아프·프리즈 서울’을 내년 이곳 송현

동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임시개방 이후 2025년부터는 송현동 부지를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품은 ‘(가칭)송현문화공원’

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송현동 부지를 

대한민국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 문화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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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현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상태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하나의 공원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통합설계지침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통합 공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착공해서 2027년 ‘(가칭)

이건희 기증관’과 공원을 동시에 완공해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가 마련한 ‘(가칭)송현문화공원’ 기본계획

(안)에 따르면 공원과 기증관 각 부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유기적으로 연계

해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 하부 지하공간에는 관광버스 주차장(50면)을 

포함하는 통합주차장(총 약 450면)을 조성해 관광

버스 등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북촌에 거주

하는 지역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바로 높은 담장으로 가로

막혔던 미개발지로 수년째 방치된 나대지였다. 

일제강점기 식산은행 사택, 해방 후 미군숙소, 

미대사관 숙소 등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작년 12월 서울시와 대한한공, 

한국토지주택공사간 3자 매매교환방식으로 부지

교환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초 부지 소유권이 

대한항공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됐으며 

조만간 서울시로 넘어올 예정이다.

〔공공개발기획담당관 (02)2133-8348〕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02)3783-5962〕

용산가족공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재탄생

서울시가 용산가족공원을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유아차 이용자 

등 모두가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새로이 조성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놀이터와 주차시설 등 주요 

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휠체어 이용자와 

유아 동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였고, 종합안내판을 정비하여 무장애 

시설에 대해 접근성을 높였다.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연차별로 

1~2개소씩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22년 현재까지 1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다.

 기존에는 출입구 및 보행로, 유도 및 안내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주로 정비해왔으나, 이제는 

공원별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다양한 시설들의 

통합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선했다.

 서울시는 향후 간데메공원과 응봉공원도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조성하고 2023년까지 총 14개소의 

공원을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무장애 친화공원

으로 재조성할 예정임을 밝혔다.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02)2133-2026〕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02)3783-5968〕

서울시, 광화문∼한강 ‘국가상징가로’ 

도심 녹지생태 가로로

 오세훈 시장은 ‘파리8구역 도심 녹지축 조성’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가로’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가로를 

녹지생태 가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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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8구역 도심 녹지축 조성’은 프랑스를 대표

하는 명소인 샹젤리제 거리와 콩코드광장을 

2030년까지 역사와 문화가 함축된 도심 녹지축

이자 시민을 위한 정원으로 재단장하는 프로젝트다. 

하루 6만 대가 넘는 차량이 달리던 8차선 도로는 

4차선으로 과감히 줄이는 대신, 보행자를 위한 

휴식 공간과 녹지를 풍부하게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역사성과 장소성 등 여러 면에서 ‘국가

상징가로’와 유사한 점이 많은 샹젤리제 거리와 

콩코드 광장 프로젝트로부터 급속한 도시화로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국가중심가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도 재개장한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국가

상징가로’ 조성을 본격화하는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선형공원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의 초록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서울 전역의 숲, 

공원, 정원, 녹지를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 2026년까지 총 2,000㎞ 규모의 

녹지 네트워크를 시민들에게 선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국가상징가로’는 서울의 역사·문화를 대표

하는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7㎞ 

구간이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 같은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으로 만들어 공간의 위상을 높이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된 활력을 한강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상징가로’와 연계해 서울시는 작년 5월 세종

대로 사거리~숭례문~서울역 1.55㎞ 구간에 ‘세종

대로 사람숲길’ 조성을 완료했다. 기존 9∼12차로를 

7∼9차로로 줄이고, 서울광장 면적의 2배가 넘는 

보행공간을 마련했다. 세종대로 전 구간에는 자전거

도로가 새로 생겼다. 거리 곳곳에는 느티나무, 

팽나무, 느릅나무 등을 다양하게 식재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서울역에서 용산을 지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5.3㎞ 구간에 대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역∼한강대로 구간(4.2㎞)의 차로를 

축소(6∼9차로→4∼6차로)하는 대신 좁고 불편

했던 보행로는 폭을 최대 1.5배 확장하고 자전거

도로도 신설한다. 서울역광장 앞 등 보행단절 지역

에는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개통

해 50년 넘게 자동차 전용도로로 역할을 수행해

온 ‘국회대로’(신월IC∼국회의사당 교차로 7.6㎞)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약 11만㎡의 대규모 선형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국가상징가로, 세종대로 사람숲길, 국회

대로 상부공원 등 다양한 공원녹지길을 물론, 고가

차도 하부, 지하보도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서울

둘레길 등 기존 명소를 연계해 시민들이 서울 어디

서든 초록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보행친화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02)2133-2126〕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02)2133-202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02)2133-2059〕

〔광화문광장사업과 (02)2133-7738〕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02)2133-2436〕

서울시, 천왕근린공원에 메르세데스-

벤츠와 ‘도시숲’ 조성 완료

 서울시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 14 -

천왕근린공원에 도시숲을 완공하고, 구로구민, 

서울시 직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및 메르세

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KCC오토 임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민간참여 

녹화사업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녹화사업은 서울시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

공헌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지난 4월 체결한 ‘그린플러스(GREEN+) 도시숲 

프로젝트’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도심 속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보상토지 네 곳에 도시 숲 등을 조성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지인 천왕근린공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녹화 및 정비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약 6개월 만에 도시숲을 완성하고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천왕근린공원 내 조성한 도시숲은 총 1,500㎡ 

규모로, 팥배나무 등 3,410주가 식재되어 연간 

2,292㎏의 이산화탄소와 121㎏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122,322㎏의 산소를 생산하게 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숲 부지를 제공

하고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원위원회는 본 프로

젝트 총괄 및 기부금을 조성하여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사회복지

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 본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해왔고 서울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민·관 협치의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도시녹화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이미지 향상 효과도 

있어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02)2133-208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07호, 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석면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대장을 기록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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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7〕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138호, 2022.9.1.)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조의2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제출) 규정을 시행령

으로 상향하고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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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가. 기반시설 실행계획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1)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제출하는 

기간을 정하고, 자료의 제출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99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사업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설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현실화  

(안 제13조제1항제2호)

  1)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정함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등록

기준으로 인정하고자 함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허용 특례 확대   

(안 제16조 및 부칙 제3조)

  1)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허용 특례 인정범위를 

“1회 한정”으로 하던 것을 “1개 업종 한정”

으로 확대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중복

허용 특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경영 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

능력 현실화(안 별표 2 제2호파목)

  1)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20년 4월 18일)됨에 따라 

시공현실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에는 

선택적으로 보유하도록하고 있어 시공 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타 설비업계

(전기, 통신, 소방, 가스)와 같이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품질확보 및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

라.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규정 현실화        

(안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

  1) 부실업체 시장진입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 상 기술인력을 상시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에 따라 일과 후에 영업활동을 일체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인정하여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되었음에도 별지서식에 ‘하도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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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4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개선           

(안 별지서식 제22호의6)

  1)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2019.3.26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

시공계획서 서식에서 ‘하도급 금액’을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개인정보가 표시된 서식 변경            

(안 별지서식 제19호 및 제31호)

  1)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등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신청하던 

것을 ‘생년월일 및 사업장소재지’로 변경하

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우측 원칙인 노면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자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인 도시철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노면

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에 

시험운전, 사고로 인한 단선운전 및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노면전

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 확대

(안 제39조)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044)201-3960〕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허용하고 있는 물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 개선하고자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6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철도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도시철도시설의 범위에 부대사업을 위해 도시

철도시설, 도시철도부지에 설치되는 시설을 

추가

나.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가능한 물류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의2)

  1)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가능한 물류사업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044)201-396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게 발급하는 건설기술

경력증의 사용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해 건설기술

경력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대상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추가, 

위반행위 회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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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바일 형태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안 제18조제3항 단서)

  1) 건설기술경력증의 사용성 및 편의제공을 위해 

건설기술인의 요청 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안 제63조의2제1호)

  1) 건설기술인이 국외 경력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경력관리수탁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1)

  1) 위반행위 회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적용 

시 위반행위 처분일, 처분차수 등에 대한 

적용 기준 미비로 혼선이 야기되어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명확히 함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등에 따라 건설

안전에 관한 업계의 책무가 강화되고 기술인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안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업체·기술인에 대한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 등을 

각각의 책무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는 

한편,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 등을 진작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감기준을 확대

하고,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잘 관리한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

으로 경감하고 남는 점수는 적립·활용토록 하는 

등 제도를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업체·기술인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에 대해 

각각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 신설(안 별표 8 제5호)

  1) 또한, 건설사업자 등 시공사의 주도적 권한

으로 시행되는 기술인 배치 사항 등의 경우 

위반 시 벌점 대상은 당해 시공사로 한정
(안 별표 8 제5호 가목 13)

나. 벌점 부과요건을 업체·기술인 각각의 책무와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정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보완(별표 8 제5호 

가ㆍ나ㆍ다 목)

다.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할 

확대, 안전관리 노력 진작의 필요성 등을 감안

하여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만 적용

하는 무사망 사고 경감기준 적용(안 별표 8 

제5호 바목)

라.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관리

하도록 벌점 경감기준 중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경감하고 남는 점수를 적립·활용

토록 혜택 확대(안 별표 8 제5호 바목)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459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4호, 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되어 

현재 시행 중인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제도가 시

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일부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의 체계 

및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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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조문 체계 

및 인용 조항 개정(안 제23조의2)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9〕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건설에 필요한 기준 중 건축

한계의 범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가공 급

전선의 위치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철도건설

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한계의 범위에 관한 예외 허용       
(안 제14조제4항 신설)

나. 가공 급전선의 위치를 안전성, 경제성, 절연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1조)

다. 조문 제목 변경 등 문구 수정           
(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044)201-395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민감도도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공정마다 시공 상태, 자재 품질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자 적격심사 시 평가

감리원에 대해 기본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본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가 없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이를 정하고자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총괄 감리원 및 분야별 감리원 자격에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자격 요건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사업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정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기준 조정,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3제1항

제2호)

  1)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경우,

  2)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

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등
(안 제29조)

  1) 변경협의 시 계획의 변경 기준을 최종 협의

한 내용에서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모호한 부분 정비

  2)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 포함)시 전략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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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변경협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다. 비대면 설명회 개최(안 제39조제1항)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관리대책 시행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기존사업 확장시 재협의 기준 정비(안 제54조

제2항)

  1) 재협의 대상 규모 기준 중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1)를 삭제하여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 시로 정비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개선

마.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안 제56조의2)

  1)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훼손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과징금 = 총공사비 × 3/100 × 훼손율 

(훼손 면적 / 총 원형보전 면적 × 100)

바.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64조)

  1)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약식절차로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약식절차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3) 재협의 대상사업(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도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1) 예) 100만㎡ 개발사업의 경우 14만㎡ 증가 시 30% 미만으로 
재협의 비대상이나, 15만㎡ 개발사업의 경우 5만㎡ 증가 시 
30% 이상으로 재협의 대상

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정비(안 별표3)

  1) 「전기사업법」에 따른 평가대상(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 용량 

10만킬로 이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단

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

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키로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으로 조정

  2)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 면적 기준 명확화(20만㎡ 이상)함으

로써,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

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일부 조정(안 별표 4)

  1) 기개발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조정하여,

  2)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설치사업, 계획관리지역(나지만 

해당, 사업계획면적 30,000㎡ 미만)의 개발

사업2) 등 기개발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3)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근거 

법률이 동일하고 조성범위·개발시설이 유사한 

자연휴양림·산림욕장과 같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대상 기준 면적을 전체 부지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1〕

2) 창고 조성 사업(야적장, 적치장), 체육시설 조성 사업(소규모 
운동장), 교통시설 설치사업(주차장 시설), 육상태양광발전시설
(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부지 또는 건물에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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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

되지 않도록 해당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략·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 자연경관영향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하천정비 등을 자연경관

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하천

구역에서의 소하천 등 정비를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2)

나.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중, 하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의 5,000제곱미터 이상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

이나,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의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양안 

제방 안쪽 및 제방 등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

지는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은 자연경관

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 확대(안 별표2)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2〕

「재난안전산업 진훙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685호, 2022.1.4. 공포, 2023.1.5. 시행)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안 제2조~제3조)

  1) 재난안전산업법 제정에 따라 매5년마다 수립

하는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를 

마련

나.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제5조)

  1) 종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의 방재분야 

산업분류와 관련된 사항을 이관하고, 재난

안전산업 분류체계 작성시 고려사항과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내용을 규정

다.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7조~제9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양성기관 지정 절차,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안 제10조~제12조)

  1)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진흥단지의 

조성 신청 절차 및 검토사항 등을 마련

마.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제도 운영(안 제13조~제16조)

  1) 법 제정에 따라 종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방재신기술 관련 규정을 이관하고, 자연재해 

외에 사회재난을 포함하여 확대된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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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운영(안 제17조~제20조)

  1)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재난

안전제품 인증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재난

안전제품의 인증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

사. 창업 및 사업화 지원(안 제22조~제23조)

  1)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의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재난안전산업분야 창업 지원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및 운영(안 제25조)

  1)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업무의 위탁(안 제26조)

  1) 위탁 업무의 고시 및 처리결과의 보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첨단전략산업의 지원 및 신축매입

약정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을 

포함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개발

행위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를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확장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개발행위 

중에서 건축물 증축의 범위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가. 첨단전략산업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안 제46조

제14항 신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가 

위치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제1호)

  1)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요건 중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삭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스공급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모의 허가행위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가설건축물 

설치규모를 확대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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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영농시설로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9조제7호)

나. 허가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경미한 변경시 불필요한 

절차 생략으로 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20조

제1항)

다.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안 별표 1 제2호하목)

라.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설치 가능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규모 확대 허용(안 별표 1 제3호러목)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6〕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재검토기한 도래(2022.12.31.까지)에 

따라 품질관리 운영규정 전반에 대한 내용보완

으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관리 운영 규정의 목적을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 및 효율적 추진으로 내용 보완(안 제1조)

나. 공공시설 복구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개념 정리
(안 제2조)

  1)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공공시설 복구’로 

정의하고, 공사감독자 업무와 관련하여 품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사항을 명시

다. 품질시험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복구공사 품질시험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안 제8조)

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

마. 복구공사 추진상황 관리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22〕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요건과 해제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비하고 해제 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를 신설하여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요건 및 해제 평가항목 

정비(안 제13조 및 별표 12, 13)

나.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 

신설(안 별표 14)

다. 기타 용어 정비, 자구 수정, 산정표 현행화 

등(안 제2조, 제5조, 제6조, 별표 3, 7)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8846〕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생태면적률 면적유형을 단순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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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태면적률의 세분화된 투수포장 면적유형을 

투수포장으로 단일화하고 객관적 투수 성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함(안 별표2의2)

나. 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별표3, 4, 5, 6, 7)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철도건설기준은 준고속열차

(200～300㎞/h) 철도 건설 시 과도한 부분이 

있고 현장 여건과도 맞지 않는 등 그간 불합리

하게 규정되었던 각종 철도건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준고속열차(200～300㎞/h)급 건설기준 규정

  1) 곡선반경, 캔트, 궤도의 중심간격 등 철도

노선의 선형기준과 건축한계 및 승강장 등에 

대한 철도건설기준을 준고속열차의 건설 및 

운행에 맞도록 개선(안 제6조제1항, 제7조제

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2조제7

항 개정, 제13조제5항, 제22조제2항 각호외 부

분 단서 신설, 제10조제2항 삭제)

나. 불합리적인 철도건설기준 정비

  1) 현장 여건에 맞지 않고 불합리적인 각종 

철도시설물(가공 급전선, 가공 전차선로, 

안전설비) 및 완화곡선 등 선형의 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호, 제42조, 제43조제3항, 제67조 단서 개정)

다. 오류가 있거나 모호ㆍ중복된 문구 등을 명확

하게 하고, 조문 제목 변경 등(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3호ㆍ제6항, 별표2ㆍ3ㆍ4 개정)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044)201-727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총 경력 4년 이하의 신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신규감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절차 중 입찰서류 확인, 총괄감리원 

면접 등 참여업체 수에 따라 처리기간이 변동될 

수 있는 단계는 처리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업

주체로서는 감리자 지정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착공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준비 및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행정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등 

주택감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초급·중급건설기술자의 

총 경력 4년 이하에서 6년 미만으로 완화함
(안 제3조제7호)

나. 감리자 지정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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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는 경우 60일 내로 함(안 제10조제4항)

다.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

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승인 대신 보고로 절차를 

완화함(안 제13조제2항)

라.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을 

위해 협회에 통보하는 감리자 부실내용을 

시행령과 통일하고,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감리자지정신청 제한기간을 3개월, 1년으로 

차등 적용(안 제14조제6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개정에 따라 절토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하고, 사업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며, 현장대리인 추가배치 시 검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방사업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소단설치 기준 조정    
(안 1. 공통사항 가. 토공)

나. 사업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 자격정보 

등을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의무화
(안 1. 공통사항 아. 현장대리인 배치)

다. 현장대리인 추가배치 시 검토사항을 ‘공사예정

금액 5억 원’으로 명확화(안 1. 공통사항 아. 

현장대리인 배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4273〕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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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5차 2호선 을지로3가∼을지로4가역 등 
8개 구간 정밀안전진단심의

○ 을지로3가∼을지로4가역 슬래브의 망상균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구간에 대한 보수 우선순위를 상향할 것

○ 승강장 하부의 체수와 폐기물은 지하철 이용 
승객의 위생뿐만 아니라 구조물 안정성에도 
유해하므로 유지·보수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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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 제시된 보수·보강 방안에 대해 예산 
확보 후 바로 착수 가능토록 공법이 적용된 
외관조사망도(도면)를 미리 확보하기 바람

■ 제167차 7호선 고속터미널역 4번 출입구 
E/V 설치 설계심의

○ 수직 비개착시 인접한 구조물(반포천 박스, 
옹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

○ 수직 비개착으로 인해 상부가 열린구조가 되어 
소음,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영향
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것

○ 지하연결통로 신규 구조물이 기존 구조물과 
결합하는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할 것

○ 지하공간에 예상되는 결로수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최종성과품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포함할 것

■ 제168차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 
공기적정성 심의

○ 복합공종사업으로서 기존 시설 연계성을 고려한 
무중단 운영, 종합시운전을 감안할 경우 전체 
공기는 여유롭지 못하나, 전문 시공사의 시공
관리 전문기술 및 신기술 등이 반영될 경우 
공사기간 내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시행 2021.9.17.)에 
의거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검토하기 바람

○ 기존 시설물의 무중단 운영 상태에서 철거, 
개량(개선), 설치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물재생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기관과 협의
하여 각 공종별 적정 작업일수를 검토하기 바람

■ 제169차 월곡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설계심의

○ 지상2층 수영장에 있는 의무실은 수영장을 

볼 수 있도록 AD실의 위치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화물용 E/V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지하
3층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전기차 충전설비는 2EA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기계식 주차장 앞부분에 보행자의 동선과 차
량의 동선이 혼잡하니 안전을 고려한 보행자 
동선표시를 검토하기 바람

○ 수영장에 있는 피트층의 동바리 설치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기 바람

○ 지하2층 X1,X2/Y1,Y2열 사이에 있는 기둥과 
보의 정착 및 접합부 상세는 부재별로 세분
화하여 보완하기 바람

■ 제170차 2호선 ATO 단일 신호시스템 구축 
설계심의

○ 철도 신호지침 및 절차서에 의한 시공 지침의 
구체성 명확화

○ 지멘스의 납기 지연 방지책이 검토 고려

○ 이설이 불가한 3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방안 
제시 검토

○ 분전반 전원케이블 고재처리 추가 반영

○ 통합접지방식 채택 시 전기전자기기 보호를 
위해 서지보호장치 반영 검토

■ 제171차 오류천 단면 확장공사(3공구)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
통부고시 제2021-961호, 2021.7.14.)』에 따라 
시공단계 안전관리 기준인원수 재검토할 것

○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등 배치인력은 실제 
참여 기술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기술인이 배치되도록 할 것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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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감독업무 시행 철저히 할 것

■ 제172차 서울창포원 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기 조성공원을 미래형 생태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체적 과업내용을 
제시할 것

○ 습지공원으로서 생물 종 다양성 확보 방안과 
목표종을 설정하고 생태적 공간과 이용 공간의 
충돌 완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현재 공원의 문제점(생태적, 이용적, 경관적, 
관리적 측면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할 것

○ 생태공원으로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방식에 대한 방안 제시

■ 제173차 강북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설계심의

○ 내선규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적용

○ 하론가스는 친환경 가스소화약제로 검토

○ 모든 자립형 기기는 내진설계로 검토

○ 기존 수변전설비에 대한 철거공정의 순서, 절차 
등 명시

○ 전력인입라인에 공배관 반영 검토

○ 변압기 절연유의 유출방지 설비 검토

■ 제174차 도림천 수질개선 시설정비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기 시행 중인 사업(불광천, 당현천 사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추가 바람

○ 2.1.5. 현지답사 및 현장조사(유역 및 주변 
환경 조사) 항목에 아래 내용 추가 바람

  - 하천 제외지 이용현황(산책로, 자전거도로, 
조경시설물 등) 조사하여 공사 시 주민민원 
해소(산책로 우회, 임시가설교량 등) 방안 
마련

○ 2.3.2.4 CSOs 저감시설 설치 후보지 조사 및 
적정성 검토 항목에 아래 내용 추가 바람

  - CSOs 저감시설 설치 지점을 선정하기 전에 
토구의 통합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제175차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컨베이어는 적정 이송량(중량)을 고려하여 계획 
중량에 따른 적정 동력 등을 검토하여 계획
할 것

○ 광학선별기의 형식검토 및 선정을 위하여 경제성, 
국산화율, A/S 확보,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것

○ 작업자 안전을 위해 작업자 주변의 잘 보이는 
곳이나 스위치 조작이 쉬운 장소 등에 비상
정지스위치를 설치할 것

○ 일반배관 등은 시공성, 화재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계식 이음으로 검토하고, 동파방지 보온두께 
적용 시 최근 혹한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 배전반 조명등은 FL 10W에서 LED 10W로 
변경하고, 케이블 트레이 방화구획 관통부는 
방화 조치할 것

■ 제178차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1공구)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안전관리 항목 공사난이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에 따라 산정된 
1.341을 적용

○ 과업내용서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추가

○ 용역손해배상공제와 관련하여 「설계·건설사업
관리 용역손해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제6조에 
따라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공제가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재산정

■ 제179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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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안전관리 항목 공사난이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에 따라 산정된 
1.469를 적용하고, 기준인원수도 22.0으로 
반영

○ 과업내용서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추가

○ 용역손해배상공제와 관련하여 「설계·건설사업
관리 용역손해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제6조에 
따라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공제가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재산정

■ 제180차 노원교 진출램프 설계심의

○ 노원교 확장구간의 PF교량의 솟음도에서는 
기존 교량 접합부의 측량을 통해서 최종 솟음 
계획을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PF교 확장부의 대략 82㎜ 가량 발생하는 최종
단계 솟음을 기존 교량의 측량 값과 오차를 
비교하여 포장수준에서 극복될 수 있는지 검토
하여 보고서에 수록 필요함(허용 가능한 수준 
제시 필요)

○ 시공 중 기초의 정위치에 대한 지층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중 확인 시추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기 바람

○ 중랑천 국가하천의 구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2017∼진행중,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으로 
공사 착공 전 기본계획 상 수리수문 사항(계획
홍수량, 계획홍수위, 유속 등) 및 하천형태
(하상준설로 인한 최심 하상고 변경 등)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설계 반영 필요

■ 제181차 지하차도 침수방지 대책  수립 용역
발주심의

○ 과업내용에 정기·정밀안전점검 결과, 주변개발
사업(침수방지사업 재건축 사업 등), 기후변화 

추이 등을 고려한 장·단기 침수방지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 추가 검토

○ 배수용량 증설이 어렵거나 용량 증설 시에도 
강화된 강우강도에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장·단기 대응방안 및 안전대책 수립 검토

○ 각 시설별로 제시된 개선방안의 소요비용을 
도출하고, 침수위험 등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검토

○ 과업내용서 상 발주기관 제공자료, 적용규정, 
조사항목 등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반영 
검토

■ 제182차 북아현 과선교(도로교, 녹지교) 설치
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강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강판의 자재 검수 
및 비파괴시험의 적정성 등 강재관련 업무이므로 
토목기술자가 아닌 기계분야 기술자의 투입을 
고려바람

○ 발주청 역량 점수 산출근거 첨부(가용인력 산출
내역) 필요함

○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 필요

■ 제183차 (구)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지하층 수직부재는 흙막이 지보공과 철근 겹침 
이음 길이 확보에 간섭되는지 사전 검토하여 
간섭 시 철근이음공법 변경(겹침이음→기계식
이음)하여 설계서에 반영 요함(시공단계 설게
변경 발생 예방)

○ 지상층 거푸집 물량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하고, 작업일수를 산출하기 바람

○ 지열관련 공사가 공사기간 내내 터파기, 골조
공사 등과 상호 간섭을 하며 진행되어야 함. 
따라서 열원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지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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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공사기간 산정과 공사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람

○ 서울시 도심지공사에서 레미콘 공급량의 한정
으로 인한 하루 작업량 검토 필요

○ 데크바닥(지하층은 역타, 지상층은 순타)의 
배력근, 연결근 등 철근조립 표준작업량으로 
산정한 1.2톤/인일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하기 
바람

■ 제185차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건설분야 ‘공통업무’ 기준인원수는 66%로 조정
하기 바람

○ 기술지원기술인은 시공단계건설사업관리기술
인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할 것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산정 작은 공사비 및 
큰 공사비 잘못 적용, 다시 산출할 것

○ 감리보고서 인쇄비는 미적용(감리보고시스템, 
건설사업관리 업무시스템 활용)

○ 공사수행방식 검토에서 설계공모를 통하여 
진행된 공사이므로 15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제186차 보광배수지 아리수올림텨 정밀안전
진단심의

○ 구조해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재조사하고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안전율을 보고서에 
수정하여 반영할 것

○ 보고서 부록에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추가
하여 보고서에 반영할 것

○ 토목구조물과 건축구조물에 대해 탄산화 깊이 
측정 방식을 통일시킬 것

○ 내진성능평가 부분만 따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기계·전기분야에 대해 기존에 자체 시행한 
기술 진단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할 것

2022년 10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설계경제성 검토(VE) ≫

목적: 건설공사의 기능 및 성능, 설계품질 향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 제26차 7호선 고속터미널역 4번 출입구 E/V 

설치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2건을 제안하여 6건 채택 

(채택률 50%)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1,622백만 원에서 63백만 원 감액

(절감률 0.5%)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5% 9.2% 9.7%

○ 주요대안내용

  - 계획성 향상

    ∙ 발진기지의 사용강재를 구강재로 적용 

(감 54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구조물 뒷채움 재료 변경 (감액 19백만 원)

■ 제28차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41건을 제안하여 109건 채택 

(채택률 77.3%)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93,065백만 원에서 2,056백만 원 

감액(절감률 0.7%)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7% 28.7% 29.7%

○ 주요대안내용

  - 유지관리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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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형공연장 2중 그리드 추가 설치로 점검 

등 유지관리에 유리 (증 300백만 원)

  - 경제성 향상

    ∙ 시멘트몰탈바르기(내벽) 기준을 18T 3회

에서 11T 2회로 조정 (감액 239백만 원)

  - 경제성 향상

    ∙ PRD 말뚝 모래채움 재료 변경( 감액 33

백만 원)

■ 제29차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보완(증설)

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57건을 제안하여 40건 채택 

(채택률 70.2%)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8,409백만 원에서 204.8백만 원 

증액(조정률 1.1%)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1% 32.2% 32.0%

○ 주요대안내용

  - 경제성 향상

    ∙ 탈수슬러지 공급 예비펌프 수량(2대→1대) 

조정 (감액 53백만원)

  - 유지관리성 향상

    ∙ 폐가스 소각보일러의 열원공급계통(18톤

/1기→9톤/2기) 개선으로 안정적 열원공급 

및 장비 수명 연장 (증액 229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플라즈마 저온산화에서 약액세정방식으로 

공간탈취 형식 변경 (증액 157백만 원)

■ 제30차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공사 설계경제

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45건을 제안하여 42건 채택 

(채택률 93.3%)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4,000백만 원에서 568백만 원 감액

(절감률 4.1%)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4.1% 27.5% 32.9%

○ 주요대안내용

  - 경제성 향상

    ∙ H-PILE 부재 안전율 검토하고 H-PILE 규격

(또는 STRUT 간격) 변경 (감 114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지하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주차관제설비는 

차량의 진입 차단장치만 설치(증액 33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외벽 치장벽돌쌓기 마감 후 발수제 시공

(증액 33백만 원)

■ 제31차 장기사용 대형 송·배수관 정비공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22건을 제안하여 15건 채택 

(채택률 68.2%)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86,000백만 원에서 7,807백만 원 

감액(절감률 4.2%)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4.2% 34.3% 35.1%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인력용접을 기계용접으로 변경(감 9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굴착구간(강남11, 강동14구간)을 비굴착

(세척-상태평가)으로 변경 (감액 5,169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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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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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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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건설기술(건축분야) 설명회 개요

  - 일시: 2022.10.27.(목) 14:00

  - 장소: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회의실

  - 건수: 4건

■ 폭염 및 홍수 예방을 위한 빗물 저장형 옥상
녹화 시스템

○ 기술의 내용 및 효과
  - 빗물 저장을 통한 도시 물순환 실현
  - 홍수 및 폭염 대응

  - 냉·난방 에너지 절감
  - 친환경 폐비닐 소재를 사용한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실현
  - 수목 관리비 절감

○ 혁신제품 지정
  - 빗물을 저장 및 활용하는 LID 기법이 적용된 

옥상녹화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도시의 건강한 물순환 
실현을 통한 폭염, 홍수 등 기후 위기 대응 
기술로써 혁신제품 인증을 받았으며, 친환경 
폐비닐 재활용 소재를 적용하여 자원순환 
효과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품
입니다.

○ 기존 옥상녹화 대비 장점

  - 경량 모듈형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편
  - 빗물 저장 및 활용 최적화

  - 관리비 절감 효과

  - 온도저감효과 극대화    
○ 연계 시스템
  - LID 생태보행로 시스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도시녹화 시스템으로 가로정원, 가로띠녹지 
조성 시 하부에 빗물 침투 및 저류 시설을 
함께 도입하여 건강한 도시 물순환 실현에 앞장
서는 보행로 시스템

  - LID 천연잔디 광장 시스템

    천연잔디 광장 및 운동장 조성 시 하부에 
대형 빗물저류조를 설치 및 연계하여 빗물을 
대용량 저장하여 중/장기적으로 조경용수, 도로
청소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활용가능한 빗물 
저장형 도시녹화 시스템

www.earthgreen.co.kr

http://www.earthgre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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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사고의 유일한 대비책] 통합형 무선제어를 
이용한 구조물 올인 분사파쇄 철거공법(올인공법)

○ 기술의 내용
 - 비산먼지 및 수질오염억제(올인액) + 무선제어 

+ 분사장치 조합으로 구성합니다.
 - 친환경 수용성 고분자와 계면활성제 및 기타 

첨가물 조합으로 구성된 올인액과 물 10,000:1 
혼합된 비산먼지 및 수질오염방지제를 노즐을 
통해 공급받아 무선제어 ON/OFF 초고압분사를 
통하여 구조물 파쇄하는 친환경 철거공법입니다. 

○ 기술의 장점
 - 시공성: 올인액과 물 10,000:1 혼합분사에 따른 

비산먼지 및 수질오염 억제하여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동시에 예방하여 주변 민원을 
예방합니다.

 - 안전성: 살수공이 불필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인건비를 절감합니다.

 - 환경예방: 기타 수용성 고분자 첨가물 조합으로 
혼합분사 파쇄하여 비산먼지 및 수질오염을 
억제합니다. 

 - 소음예방: 엔진 전기모터 및 무소음 에어백 
정착으로 사전에 소음을 예방합니다.

 - 경제성: 기존 설계 철거적산 단가보다 5∼10% 
절감합니다. 

 - 공기단축: 굴삭기 조정원의 무선제어  ON/OFF 
강·약조절로 인한 기존대비 30% 공기를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편리성: 소형, 중형, 대형  모든 철거 파쇄 장비에 
적용가능 함으로써 현장 접근성이 매우 

편리합니다.
 - 에너지: 기존기술대비 신기술–물절약 분사량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신기술은 기존기술 대비 물 사용량이 1/일 약 

38.5%(12ton)절감, 자재,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 국내최초(철거분야) 특허 및 환경부녹색인증 취득

■ 추락사고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스마트 에어백

○ 기술의 내용 및 작동방식
  - 사고발생 / 센서감지
  - 0.2초 이내로 에어백 팽창
  - 사고자 인체보호
  - 사고위치를 포함한 문자전송

○ 혁신제품지정
  - 인플레이터, IoT 스마트웨어 기반의 긴급상황

대응장치, IoT 기반 웨어러블 에어백을 이용한 
안전사고 관제 시스템 등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CES 2020에서 IEEE가 선정한 Top3 스타트업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혁신조달상품 선정, 
산업융합품목 선정, 우수혁신시제품 선정, 혁신
제품 지정 등 우수상품 전관왕을 차지하며 
국내외에서 기술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활용처

  - 안전대 부착형의 경우 건설, 토목, 중공업, 
조선, 발전설비, 전신주, 철도시설, 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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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분야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에어백 
단독형은 안전고리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대형/특장차량 
작업, 인테리어 등의 실내공사, 공연장 등 
대형건물 관리, 대형플랜트 및 시설관리, 고소 
농산물 채취작업 등에 적용되어 다양한 분야
에서 스마트 에어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B2G/B2B: 코레일, 도로공사, LH등 160여개 
공공기관과 삼성물산, GS건설, LG전자 등 
240여 일반기업에서 도입해 이용 중입니다.

○ 비전
    우리의 Wearable Safety Platform은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는 보호체계 이상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1차 사전예방, 2차 생명보호, 3차 
긴급구조 및 안전 모니터링, 4차 보험연를 
준비합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적극적 안전시스템으로 
대형사고 및 사회적 위험간에 기적을 만들어 
내는 Global Social Impact기업이 되겠습니다.

www.safeware.co.kr

■ 녹이 슬지 않고 원하는 디자인이 가능한 친환경 
스틸-인테리어 마감재 기술(‘T-보드’)

○ 기술의 내용
   철강재는 경제성이 뛰어나고 기계적 성질도 

우수하여 건설시장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PosMAC(고내식성강재) 
및 PosART(고해상도 잉크젯 프린트강판) 
등을 개발하여 건축 내/외장 시장의 철강재 
적용 확대를 지속 견인 중이다. 

  - T.I.S.보드(이하 ‘T-보드’) 
    T-보드는 앞의 철강재 도금기술과 도금된 강판에 

컬러를 입히는 인쇄 강판기술을 활용하여 인테리어 
마감재로 가공하는 이용 기술이다. T-보드는 
PosMAC에 컬러나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PosART) 
컬러를 입힌 철강제품 뒷면에 전용 석고보드를 
접착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미려한 실내 디자인 
연출을 가능케 한 신개념 스틸 인테리어 마감재
이다. 철강재의 재질감에 원하는 컬러 및 디자인 
구현이 가능한 장점을 극대화시킨 벽체라 할 
수 있다. 한편, PosMAC은 환경성적표 인증

(EPC)을 취득한 친환경적인 철강재이다. 여기에 
T-보드는 보드형태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하 ‘KCL’)로부터 불연시험성적서를 인증받아 
화재 안전성능을 검증 받았다. 이는 무기질 재료인 
석재, 대리석, 타일이 아니어도 불연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건축 디자이너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재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축주는 불연성능과 
친환경 성능까지 보장받게 된다. 이 제품은 불연
기능이 요구되는 강의실, 오피스 공간, 상업용 
시설에 적용시 고가의 무기질 재료 마감재를 
대체하고, 제품 경량화로 시공이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 기술의 장점 및 활용성
    특히, 철강재를 마감표면으로 사용하면, 낙서나 

청소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다. 대부분의 스테인
리스나 컬러강판은 항균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급 분위기 연출도 가능하여 디자인과 
관리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가능하다.

    T-보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도 등록되어있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 향후 전망

    친환경, 재활용, 시공간소화, 수급용이성은 
현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이다. T-보드는 고급 
디자인 기능을 접목하여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인테리어 솔루션으로서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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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afew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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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 GCL차수재를 이용한 제방표면 차수공법(제939호)
(보호기간 :  2022. 09. 13. ～ 2030. 09. 12.)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COOH, PAA, HDTMA, CaOMgO를 함유하는 반응성 GCL(reactive 

geosynthetic clay liner)차수재를 제방의 표면에 포설하고, 이의 포설 이음부를 벤토나이트로 

처리하여 제방을 차수하는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GCL차수재 포설 2) 벤토혼합토 설치 3) 양질토 복토

4) 부직포 깔기 5) 사석 부설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구분 공  사  명 발주자 공사규모 공사기간 특 징

1 명덕저수지 공원화사업 울산광역시 동구청 1,620㎡ 2010.07.01.∼2011.06.30 차수용

2 계성천 상류 인공습지 조성공사 한국수자원공사 3,420㎡ 2016.07.11.∼2017.02.15 차수용

3 동신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경산시청 2,472㎡ 2016.12.28.∼2017.06.20 차수용

4 자라지 제방 정비공사 경산시청 3,070㎡ 2020.10.01.∼2021.01.31 차수용

5 남산 내지 제방 정비공사 경산시청 3,230㎡ 2020.09.01.∼2020.12.31 차수용

6 몽골 울란바타르 도시숲 조성사업 Greenstation LLC 4,800㎡ 2019.10.10.∼2019.10.30 차수용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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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반응성 GCL차수재를 바탕면에 단순 포설하고, 이음부를 벤토나이트 과립으로 처리

하여, 자재의 이음부 시공 시에 별도의 용접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공정이 단순하고 간단하다. 

또한, 주요 원자재들은 자연의 친환경 천연물질을 사용하여 장기적으로 열화되지 않아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영구적 차수기능을 발휘하여 별도의 유지관리나 보수보강이 필요 없다. 그리고 

단순 시공 및 부산물 사용으로 기존 공법과 비교하여 경제적이며, 시공 시에는 저탄소 발생 및 

저에너지 사용으로 녹색성장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 향후 댐, 제방, 제당, 하천, 저수지, 

저류지, 수리시설 등의 차수에 활용이 가능하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반응성 GCL차수재를 바탕면에 단순 포설하여 차수층이나 방수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기존의 특수장비를 사용하고 여러 공정이 적용되는 연직차수, 그라우팅차수, 시트차수, 콘크리트

차수 등에 비하여 시공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의 벤토나이트 재료와 수화

팽창결합하는 반응제를 적용하여 기존의 국내외 기술보다 차수성, 방수성, 환경성, 내구성, 안정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주 원자재를 천연재료로 사용하여, 친환경을 선도하는 차수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시공성이 단순하고 경제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신기술이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존 동종 분야 기술보다 더 우수한 수화팽창결합 반응제를 고안하여, 차수분야의 기술 수준을 

선도하거나 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자가씰링(Self Sealing), 자가밀봉(Self Seaming), 자가마감(Self Finishing), 자가

점착(Self Adhesive)의 기능을 가짐으로 완벽한 차수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생산이나 시공 중에 

오염이나 폐기물의 발생이 없디. 특히 외국기술의 수입대체 효과를 가지고, 현재 해외에 제품 및 

기술을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이 신기술은 반응성 GCL차수재를 바탕면의 표면에 단순 포설하여 차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서 

기존기술과의 설계·시공비를 비교해보면, 연직차수공법 대비 46.5% 절감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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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반응성 GCL차수공법 연직차수공법

재료비 원/㎡ 81,488 98,658

노무비 원/㎡ 20,172 84,250

경  비 원/㎡ 7,669 21,558

합  계 원/㎡ 109,329 204,465

경제성 기존기술 대비 신기술이 46.5% 절감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단순포설, 이음처리로 시공된다. 연직차수공법은 장비조립, 배합, 주입, 슬라임처리, 

장비해체 등으로 시공되고, 시트차수공법은 포설, 이음부청소, 가열용접, 이음부시험 등으로 시공

된다. 따라서 본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하여 공사기간의 단축효과를 가져온다.

   (4) 유지관리비

     기존의 연직차수기술은 약액, 고화제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차수층이 열화되어 누수가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유지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기술은 주요 원자재들을 

천연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열화가 없어 내구성이 강하고 반영구적으로 차수기능이 유지

된다. 또한 자가씰링기능으로 인해 별도의 유지관리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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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의 주요 원자재는 천연광물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가 없어 수질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또한, 국가적인 물부족 문제 해결이나 친수공간의 확충을 통하여 차수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차수재 제조 및 차수공사 분야의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이 신기술은 

제방차수의 차수산업, 제방보강의 건설산업, 물저류의 수자원산업 및 원자재의 재료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등의 간접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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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운행열차를 이용한 철도교의 내하력 평가기술 (제940호)
(보호기간 :  2022. 09. 19. ～ 2030. 09. 1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교량을 통과하는 실 운행 열차의 윤중 및 동적처짐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철도교의 

내하력을 평가하는 기술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교량을 통과하는 실 운행 열차의 윤중 및 동적저침을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에 

근접한 내하력을 평가하는 기술로 산식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 정적재하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철도교의 내하력 평가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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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절차 시공방법 시공사진

① 재하시험 측정 

계획수립·설계

- 대상교량의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적 특징, 작업 환경, 

작업시간과 투입인원 등을 구성

② 재하시험 

측정장치 설치

- 윤중게이지를 부착하고 윤중검증기로 하중과 변형률 

관계식 측정

- 동적특성을 얻기 위한 계측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③ 변위량 

측정(관측·측정)

- 실운행열차가 통과하는 시점에 윤중을 측정하고 LVDT로 

실측 최대동적처짐을 측정

④ 결과해석 및 

보고서 집필

- 간소화된 내하력 산식을 적용하여 철도교의 공용내하력을 

산정하고 오차보정 후 보고서 작성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신기술공사금액
경부고속선 2012년 김천-
동대구간 갈항고가외 4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한국

철도공사

케이에스엠

기술㈜

2012.06
～

2012.12

PC-Box거더
1개 경간

(40m)
11,000천원

 나. 향후 활용전망

  (1) 국내 시설물 안전진단과 측정·장비·시험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AGR

시설물 안전진단
시장규모 1,723.4 2,031.9 2,263.6 2,952.1 2,962.0 14.50 %

업체수 1,283 1,434 1,632 1,834 2,084 12.89 %

측정·장비·시험 시장규모 287.2 338.7 377.3 492.0 493.7 14.50 %

  (2) 신기술 활용 전망

     국내 철도교량은 약 30년 전부터 기존선 고속화, 고속철도건설, 신설 국철의 증가 외에도 지자체별 

GTX 등 광역 철도망, 지하철 및 경전철 건설 등의 증가로 재하시험에 따른 신기술 활용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향후 궤도구조의 철도교에 신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신기술을 적용에 따른 축적된 윤중자료는 보다 합리적인 내하력 평가는 물론 철도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되고 합리적인 교량 성능평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신기술 활용도는 

높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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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노후교량의 필연적인 증가는 교량의 안전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내하력 평가기술은 더욱 중요할 

것이며, 내하력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하중-변위관계가 명백한 실하중 측정기술을 

적용시켜야 할 것임으로, 이 신기술의 시장경쟁력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열차하중 자료의 

Big Data화에 따른 효율적인 철도교량 및 궤도유지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 열차의 실하중과 제원(축거)을 측정하므로 내하력 평가 관련 지침에 적합하다.

     - 기존의 재하시험에서 정적처짐을 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 없다.

     - 이론 충격계수나 실측 충격계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

     - 재하시험 하중으로 이론 최대처짐이 계산되면 실측 최대처짐으로부터 내하력을 구할 수 있다.

     - 재하시험 하중은 실측한 윤중과 축거를 사용하며 필요 시 횡력도 측정하여 사용한다.

     - 응답보정계수 통계로 공진성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내하력이 낮게 나오는 경우 동적검토를 

수행하여 내하력을 재계산한다.

     - 정적처짐 및 충격계수가 필요할 경우 최대처짐으로부터 필터링(Filtering)하여 정적처짐과 충격

계수를 계산한다.

     - 공진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며, 교량의 공진 발생으로 안전성 

및 승차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공진대역을 피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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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품명 단위 소요량
단가

품명 단위 소요량
단가

노무비 경비 노무비 경비

재하
시험 측정 

계획
수립‧설계

특급기술자 인 1.0 308,530
재하시험 
측정장치 

설치

센서케이블 m 20.0 　 5,000 
고급기술자 인 2.0 253,985 전선관 m 20.0 　 3,090 
중급기술자 인 1.0 231,775 중급기술자 인 3.0 231,775 　
초급기술자 인 1.0 182,591 초급기술자 인 2.0 182,591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특급기술자 인 1.0 308,530 변위량 측
정

고급기술자 인 1.0  253,985 
고급기술자 인 3.0 253,985 중급기술자 인 1.0 231,775 
중급기술자 인 2.0 231,775

결과
해석 

기술사 인 1.0 390,500 

재하시험 
측정장치 

설치

윤중게이지 개 8.0 26,000 고급기술자 인 6.0 253,985 
가속도센서 SET 1.0 2,000,000 중급기술자 인 6.0 231,775 

거치대 SET 1.0 300,000

  (2) 공사비(직접비)

순
번

시공절차 단위 수량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합계

기존기술 신기술 기존기술 신기술 기존기술 신기술
① 재하시험 측정 계획수립‧설계 건 1 1,230,866 1,230,866 1,230,866 1,230,866 
②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건 1 1,534,035 1,534,035 1,534,035 1,534,035 
③ 측정장치 설치 개소 1 1,324,401 1,060,507 6,084,200 2,669,800 7,408,601 3,730,307 
④ 변위량측정(관측·측정) 일 1 673,195 485,760 673,195 485,760 
⑤ 결과해석 및 보고서 작성 회 1 7,838,880 3,305,060 7,838,880 3,305,060 

합    계 12,601,377 7,616,228 6,207,290 2,669,800 18,685,577 10,286,028 
※ 제경비 및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3) 공사기간 (1～2일간 / 윤중게이지 부착 및 운행열차 재하시험)

번호
기존기술

(시험열차 재하시험)
신기술

(운행열차 재하시험)
시공성 향상 요인

1 ①  측정기 설치 ①  측정기 설치 윤중/횡력 측정게이지 추가
2 ② 시험열차 준비 - 시험열차 준비 생략
3 ③ 정적재하시험 - 정적재하 시험 생략
4 ④ 동적재하시험 ② 동적재하시험 실운행열차 대상으로  측정
5 ⑤ 측정기 해체 ③ 측정기 해체
6 ⑥ 데이터 확인 및 보정 ④ 데이터 확인 및 보정
7 ⑦ 기존 공용내하력 산정 ⑤ 신기술 공용내하력식으로 산정 간소화된 산식 활용

  (4) 유지관리비

단위 : 원

구  분 장비가격 내용연수 관리기간 관리주기
회당

유지관리비
총 유지관리비

신기술 윤중게이지 208,000 일회용
20년 4년(5회)

208,000 1,040,000
기존기술 기관차 3,622,400 20년 362,240 1,811,200

비    율 5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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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기술 대비 시험열차 생략으로 10년간 33천톤CO2eq의 CO2 저감효과

     - 윤중 측정으로 보다 정확한 내하력 산정 및 실 운행열차를 이용한 상시측정 가능

     - 합리적인 내하력 산정 및 교량 거동의 Big Data 구축으로 교량 유지관리 패러다임 변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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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초광역권(Megaregion) 

교통계획 수립 사례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초광역권 협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상 경계를 

초월한 연계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메가시티(Megacity)는 핵심도시를 중심

으로 일일생활권 범위 내의 주변 도시와 연계를 

통해 조성된 인구 천만 이상의 거대도시권이라 

할 수 있다.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는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었으며, 복수의 지방

자치단체가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여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을 견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메가시티의 조성과 초광역권 협력을 위해서는 공통적

으로 광역교통축의 형성을 통한 지역 간 상호연결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모든 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도로정책과 

교통계획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미국의 초광역권 도로정책 및 교통계획 수립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의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초광역권(Megarion)의 개념도3)

3) 자료: Rodrigue, J. P. (2020)

미국의 초광역권 교통계획

 미국의 지역계획협회(RPA)4)에서는 2009년 발간된 
보고서5)를 통해 미국 전역의 인구와 경제성장을 
예측하여 총 11개의 초광역권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초광역권은 단순히 대도시 몇 개를 연결한 물리적 
공간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정보, 
경제활동의 흐름이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초광역권 내에서 사람과 
화물의 흐름을 담당하며 권역 내 주요 도시 간 
물리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광역교통망은 초광역권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여러 대도시지역이 
연결된 특성상, 초광역권 단위로 도로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행정구역과 권한을 가진 도시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초
광역권 내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주도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존재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를 위해 초광역권을 
관할하는 새로운 정부나 기관을 창설하기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기관의 역할 강화 및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의 
전환을 제안한다.

▶ RPA에서 제시한 미국 11대 초광역권 (Megaregions)6)

4) Regional Plan Association

5) America 2050: A Prospectus

6) 자료: Regional Plan Association (2009)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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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73년 연방지원고속도로법7)을 제정하

면서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에서는 지정된 

대도시권계획기구(MPO)8)가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MPO는 연방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20년 단위로 관할 지역의 

교통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전략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지침을 담은 대도시권 교통계획

(MTP)9)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MTP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교통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전략과 실제 시행해야 할 사업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MPO는 4∼5년 단위의 단기 교통 개선 프로그램10) 

수립, 해마다 계획 및 시행조치의 우선순위 결정, 

공공 참여 계획수립 등 지역의 교통 현안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교통기금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교통인프라와 서비스 투자 

및 개선 사업은 MPO와 관할 주정부의 교통부11)의 

교통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MPO의 

정책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 주정부의 

교통부 소속 공무원,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별 MPO에서 수립하는 관할 도시지역 단위의 

교통계획과 달리, 여러 도시지역이 연결된 초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형태의 계획수립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초광역권 

단위의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10단계 계획 과정을 

제시한다.12)

7)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8)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9)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lan

10)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11)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2) 제시된 단계의 순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일부 단계는 순서
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음

▶ 단계별 계획 수립 과정13) 

성숙도 단계별 계획 수립 과정

낮음

높음

1. 현재와 미래의 초광역권 내 교통 문제, 
교통 흐름, 권역의 경계에 대한 정의를 
통해 협력 주체 결정

2. 정부 및 민간 기업 등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당사자들의 참여와 지원

3. 권역 내 각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vision) 선정

4. 각 지역의 데이터 수집과 전문지식 공유

5.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6. 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내 교통 분야에 
대한공동 연구 수행

7. MPO 계획에 공유된 비전과 공동 연구의 
결과 반영

8. 공동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MPO 사업 
선정

9. 초광역권 단위의 사업에 대한 공동 수행 
및 운영

10. 초광역권 내에서 공유된 장기 목표에 
따른 능동적 계획 수립·건설·유지관리

 미국 내 초광역권 교통계획 수립 사례를 보면 

보다 성숙한 단계의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중 효과

적인 전략으로 평가받은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다.

MPO간 연계를 통한 초광역권 교통계획

 중부 플로리다(Central Florida) 초광역권은 

MPO 연합(MPO Alliance)을 통해 초광역권 교통

계획을 수립했다. MPO 연합은 각 도시지역에 

설립된 MPO가 지역적 경계를 넘어 인접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MPO와의 연계를 통해 복수의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서비스의 개선과 

투자전략을 함께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연합에 소속된 MPO는 분기별로 권역 내 교통 

문제, 장기적 관점의 인프라 및 서비스 투자 방향, 

사업 투자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13) 자료: Peckett et al. (2015)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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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플로리다 초광역권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관계도14)

 이외에도 플로리다 주는 중부 플로리다 초광역권을 
비롯한 주 내의 초광역권 간 연계를 위해 주의회 
권한으로 플로리다 MPO 자문위원회(MPOAC)15)를 
설립하여 MPO 연합 간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 
네트워크와 정책 토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와 같은 포럼에는 MPO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민간 업체, 주민, 주정부 소속 공무원, 대중교통 
기관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권역 내 공통의 현안과 
목표 및 비전 수립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중부 플로리다 초광역권의 「비전 2050」 지도16)

14) 자료: Ross, C. L. (2011)을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15) Florida MPO Advisory Council

16) 자료: Peckett et al. (2015)

공동 교통축 계획과 연구를 통한 도시 간 연계

 I-95 Corridor Coalition(I-95 연합)17)은 미 

북동부 지역의 메인(Maine) 주에서부터 동남부의 

플로리다(Florida) 주까지 이어지는 95번 주간 

간선고속도로(이하 I-95) 주변에 형성된 여러 개의 

초광역권을 아우르는 기관이다. I-95 연합에는 

미 북동부의 대표적인 대도시들을 연결하는 뉴욕

—뉴저지—코네티컷 초광역권이 속해있다. 뉴욕의 

대도시권 교통위원회(NYMTC)18)는 인접 지역 4개의 

MPO와 초광역권의 협력적 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시로 공식·비공식 

회의 개최 및 정보교환을 통해 권역 내 여객 운송 

및 물류, 통근 통행 관리, 가구 통행 조사 등의 

교통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한 일관적 계획

수립을 도모한다.

 I-95 연합은 초광역권 내 MPO가 기존에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했던 교통계획과 더불어 초

광역권 내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

(major corridor)을 대상으로 교통계획을 수립

할 것을 제안한다. 교통계획 수립 단위가 행정구역

에서 교통축으로 전환되면 협력의 대상 또한 인접 

MPO 뿐만 아니라 해당 교통축이 지나는 모든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이해당사자로 확대된다. 

이처럼 확대된 참여 그룹 간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I-95 연합은 

각 주정부의 교통부(State DOT), 교통 및 항만 

당국, 철도여객수송공사(Amtrak), 연방 교통부

(Federal DOT) 소속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 

소속된 이해당사자들로 연합의 이사진(Executive 

Board)을 구성한다.

17) I-95 고속도로축 연합

18) New York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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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95가 지나는 12개 주19)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조성과 

초광역권 협력은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초광역권 교통계획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MPO가 연합 및 협력을 통해 논의를 주도

하지만, 각 지역 간 이견을 조율하고 투입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리 및 

19) 

지원 또한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획의 연속성을 위해 정기·비정기적 포럼 개최 

등을 통한 해당 지역의 장기적 비전 공유 및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구역별 독립적인 교통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 광역교통축을 

기준으로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조성하는 노력을 통해 초광역권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메가

시티 및 초광역권 협력의 첫 주자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출범을 앞두고 지자체

장의 교체 등의 이유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인구 감소 등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채택된 메가

시티와 초광역권 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 조율 

및 지원을 통한 신속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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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초광역권 형성 전략과 도로 

교통

초광역권의 정의

 도시는 도시가 가지는 지역범위, 면적 등과 같은 

외형적 특성이나 인구와 같은 구성원의 규모 등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를 분류할 때, 중소도시, 대도시, 초거대도시 

등으로 구분되나 최근에는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를 거대도시로 구분하고 있다(이성호, 2006). 

1950년 대에는 이 거대도시가 New York-Newark과 

동경뿐이었으나, 1995년에는 14개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34개로 그 수가 대폭 늘어났다

(Megacity, 2022).

▶ 인구 천만명 이상의 거대도시20)

도시이름 인구 도시이름 인구
Tokyo 3.74 Kinshasa 1.43
Delhi 3.03 Manila 1.39

Shanghai 2.71 Tianjin 1.36
SãoPaulo 2.20 RiodeJaneiro 1.35

CiudaddeMéxico
(MexicoCity) 2.18 Guangzhou 1.33

Dhaka 2.10 Lahore 1.26
Al-Qahirah(Cairo) 2.09 Moskva(Moscow) 1.25

Beijing 2.05 LosAngeles-LongBeac
h-SantaAna 1.24

Mumbai(Bombay) 2.04 Shenzhen 1.24
KinkiM.M.A.(Osaka) 1.92 Bangalore 1.23
NewYork-Newark 1.88 Paris 1.10

Karachi 1.61 Bogotá 1.10
Chongqing 1.59 Chennai(Madras) 1.10

Istanbul 1.52 Jakarta 1.08
BuenosAires 1.52 Lima 1.07

Kolkata(Calcutta) 1.49 KrungThep(Bangkok) 1.05
Lagos 1.44 Hyderabad 1.00

 이렇게 거대도시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인접지역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도시의 영향권이 

점차 광역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20) 자료: https://www.designingbuildings.co.uk/wiki/Megacity

규모가 행정구역에 제한받지 않고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권이 점차 넓어져 거대도시

보다 더 확장된 형태를 초광역도시라 할 수 있다. 

이를 학계에서는 초광역권, 초광역경제권, 혹은 

메가시티 등으로 명명하기 시작하였다. 국민경제 

내부를 경제이론적 관점에서 지역경제권으로 분할

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경제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나타나는 광역경제권을 넘어 국제적인 세력

범위까지 그 범위가 확장될 경우, 초광역경제권 

등으로 정의한다. 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은 그 

영향권의 지리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에 초점을 

둔 명칭 혹은 정의라 할 수 있다.

초광역권 형성과 교통

 초광역권 등과 같은 지리적으로 규모가 거대한 

도시권은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대도시가 초광역권의 중심도시로 

자리잡게 되고 여기에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단순 주변으로의 확장이 인근 중소도시까지 미치게 

되어 인근 도시들이 가지는 중심지 기능은 중심

도시로 이동하고 주변 중소도시는 일종의 기능적 

분화하는 하는 단계로 초광역권이 형성된다. 

 이렇게 지리적 확장에 기반한 초광역권의 형성

원인은 다양하나 이동의 원활함, 자유로움에 의해 

지역의 한계가 극복되어 지리적 광범위성이 형성

되는 것이 초광역권 형성의 매우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도로, 철도와 같은 도시 

인프라의 확충이 지역 간 이동성의 자유로움을 

증가시켜 초광역권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수도권 내 철도노선의 확장을 보더라도 수도권이 

초광역권으로 형성되어가고 있음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과거 수원까지만 이어지던 수도권 전철이 

수원시 내 세류역으로 확장되고, 그 확장의 범위를 

오산, 평택, 천안, 아산 신창역까지 확장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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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을 

아우르는 그랜드 메가시티 전략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이동량 자체의 증가도 초광역권 형성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이성호, 2006). 생활 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의 고착으로 다양한 목적 통행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동량 자체의 증가가 초광역권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통근, 통학 

위주의 통행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레저, 

여행 등의 통행이 증가하고, 쇼핑 및 여가활동을 

위한 통행도 동시에 증가하여 총 통행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 인당 

목적 통행량 변화를 보여준다. 인구 한 명당 발생

시키는 통행량이 과거 1996년에는 2.34에서 

2010년에는 2.59로 해당기간 동안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인

프라의 공급은 이러한 통행량 증가에 이동의 원활

함을 부여하여 원거리 이동이 증가, 이로 인한 

도시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 서울시 인당 목적통행량 변화 추이21)

 그러나 초광역권으로 향하는 확장의 순서에 대

해서는 명확한 일관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즉, 

인프라 건설로 인해 주변으로의 확장이 일어난 

것인지, 주변으로의 확장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인프라 건설로 인해 지리적 확장이 촉진된 것인

지는 상황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21) 자료: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https://data.si.re.kr/data/통계로-본-서울-교통편/296) 

 이렇게 교통체계의 발전에 기인한 이동의 원활

함이 초광역권 형성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다음 단락에서는 유럽의 초광역권 

형성 전략 수립 시, 도로 교통 체계가 어떻게 반영

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유럽의 초광역권 형성 전략과 도로 교통 

쳬계의 활용

 파리를 제외한 런던-밀라노에 달하는 대도시권축

(블루 바나나)과 펜타곤 지역(Pentagon region)이 

유럽의 핵심도시구역(Brunet, 1989)이라고 밝혀진 

이후, 해당 지역에 집중된 도시형성으로 인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는 유럽 각국에서 다양한 계획 

수립으로 이어졌다. 펜타곤 지역에 집중된 지역

발전 체계로는 해당 지역과 나머지 지역간 격차

극복을 이끌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럽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간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CEC, 1999:20), 최근에는 포도송이처럼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도시 클러스터로 구성된 다중심적 

체계, 즉, 단핵 글로벌 중심지 체계에서 다중심

체계(polycentric)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22).

▶ 유럽의 블루 바나나 지역과 펜타곤 지역(Pentagon region)23) 

a. 블루 바나나 지역 b. 펜타곤 지역

22) European Spatial Development Perspective: ESDP

23) 자료: (a) https://en.wikipedia.org/wiki/File:Blue_Banana.svg
    자료: (b)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entagone 

_europ%C3%A9en_European_pentagon_Mulhous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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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펜타곤 중심의 지역발전에 대응하는 다

중심체계의 발전전략에서 메가시티의 중심 지역

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을 찾아 다중심체계 

발전전략의 미래상을 구축하고자 한다. 여기서 

도로교통과 같은 이동의 원활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교통에 의한 연결성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면적 분석(Mega analysis)을 통해 

미래의 중심지역을 찾아내고 이를 초광역권 발전 

전략에 활용한다.

▶ Mega analysis에 반영되는 지표24)

구분 변수 지표
면적 인구, GDP 두 변수의 평균

경쟁력
인당 GDP, 유럽내 

Top 500 
companies 존재 여부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 
두 변수의 평균

연결성 공항 이용객, 다중 
교통시설 접근성 두 변수의 평균

지식 교육정도, R&D 정도 두 변수의 평균

 Mega analysis에 활용되는 각 지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면적은 일종의 mass를 나

타내는 지표로 해당 지역의 규모를 통한 성장 

잠재성을 반영한다. Mega analysis에서는 인구, 

GDP를 통해 해당 지역의 기본적 경제 역량을 

반영한다. 경쟁력은 인당 GDP와 유럽 내 Top 

500개 기업의 본부 유치 여부를 활용한다. 도시

의 경쟁력은 인구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 대

한 실제 경제적 매력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연결성은 공항이용객, 도로를 포함한 다중 교통

시설로의 연결성으로 반영된다. 지역의 연결성은 

다중심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기능의 공유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와 

접근성이 동반되지 않는 한 실제로 효과적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식수준은 교육정도와 R&D

에 투자하는 정도로 반영한다. 

24) 자료: ESPON 111 Potentials for polycentric development in 
Europe, 2004

 이러한 Mega analysis를 통해 4가지 카테고리의 

메가시티가 확인되는데, Category 1 MEGA로 

분류된 도시들은 뮌헨, 프랑크푸르트, 마드리드, 

밀라노, 로마, 함부르크, 브뤼셀, 코펜하겐, 취리

히, 암스테르담, 베를린, 바르셀로나, 슈투트가르

트, 스톡홀름, 뒤셀도르프, 비엔나 및 퀼른이다.

▶ Mega analysis를 통해 판별된 4가지 카테고리의 

중심 지역25)

 Mega analysis를 통해 메가시티로의 성장의 

중심이 될 만한 지역을 판별해 내고, 해당 도시 

주변에서 도로 교통 체계의 발전으로 새로운 도심

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분석, 

제시하고 있다. 즉, 메가시티로의 성장의 중심이 

되는 지역은 Mega analysis를 통해 판별해 내고, 

여기에 주변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다중심적 체계의 영향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분석

한다. 이를 위해 각 FUA(Functional Urban Areas)

25) 자료: ESPON 111 Potentials for polycentric development in 
Europ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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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도로 교통을 통해 45분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살펴봄으로써 다중심적 체계에서 메가시티의 

주변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PUSH, 

Potential Urban Strategic Horizon)을 식별

해낸다. 여기서, FUA는 현지 노동시장과 같이 

도심과 경제적으로 통합된 그 주변 지역을 의미

한다.

▶ 분석결과26)

유럽 전역의 FUA 센터
다중심적 체계에서 
주변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시사점

 도로 교통수단의 발전에 의한 이동의 자유로움은 

초광역권 형성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중심지와 

주변지역으로의 연결은 초광역권에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에 도시 기능의 분업화 및 인프라의 

공유, 이에 따른 하나의 거대도시로 묶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초광역권 형성에 기여

하는 도로 교통 체계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초광역권의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특정 지역의 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의 

역할 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 노선 선정에 

있어 초광역권 내에서 도시의 역할, 기능 등을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26) 자료: ESPON 111 Potentials for polycentric development in 
Europe, 2004

밝혀내고 이들 간의 유기적 연결에 대한 도로의 

역할에 대해 살펴봐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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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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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서울창포원 재조성
․ 면적 51,146㎡
․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등

-
(200)

조건부
채택 조경

174 도림천 수질개선 시설정비 
시범사업

․ 토구형 소규모 CSOs 처리시설 
설치계획 등

-
(598)

조건부
채택

토목

175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 자동선별기계 신설,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 현대화 

1,641
(235)

조건부
채택 기계

181
지하차도 침수방지 대책 
수립

․ 침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 배수용량 증설 및 안전시설 도입

-
(331)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67 7호선 고속터미널역 4번 
출입구 E/V 설치

․ 엘리베이터 1대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11,559
(1,060)

조건부
채택

토목

169 월곡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 지하3층/지상4층
․ 연면적 7,978.77㎡

29,500
(1,558)

조건부
채택 건축

170
2호선 ATO 단일 
신호시스템 구축

․ 신호기계실/취급실 및 현장 
시설물 등 1식

40,669
(609)

조건부
채택 전기

173 강북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 수전전압 변경 및 수전용량 증설 4,850
(264)

조건부
채택

전기

180 노원교 진출램프 ․ 진출램프교 L=307.8m
․ 노원교 확장 L=115m 등

25,623
(800)

조건부
채택 토목

공기기간
적정성
심의

168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

․ 2처리장 시설개선 Q=35만㎥/일
․ 4처리장 및 반류수 처리시설 개량

222,088
(4,857)

조건부
채택 토목

183 (구)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공사

․ 지하4층/지상3층
․ 연면적 16,075.63㎡

87,040
(1,417)

조건부
채택

건축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

171 오류천 단면 확장공사 
(3공구)

․ 단면확장 3.0×3.5m ~ 
5.5×4.5m, L=783m

28,159
(3,921)

조건부
채택 토목

178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1공구)

․ 올림픽대로 지하화 및 구조개선
․ 신천나들목 개선

223,083
(12,399)

조건부
채택 토목

179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영동대로) 건설공사

․ 본선 2.1㎞(왕복 4차로)
․ 연결로 0.88㎞(1차로)

363,852
(18,478)

조건부
채택

토목

182 북아현 과선교(도로교, 
녹지교) 설치공사

․ 도로교(B=20.0m, L=52.5m) 
․ 녹지교(B=29.1m, L=42.4m)

15,212
(1,532)

조건부
채택 토목

185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공사

․ 지하4층/지상8층
․ 연면적 3,700㎡

19,000
(2,812)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165 2호선 을지로3가∼을지로
4가역 등 8개 구간

․ L=6.93㎞ 정밀안전진단 -
(907)

조건부
채택

토목

186 보광배수지 아리수올림터 ․ 9개소(배수지 5, 아리수올림터 4) -
(86)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26
7호선 고속터미널역 4번 
출입구 E/V 설치

․ 엘리베이터 1대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11,622
(1,060) - 토목

28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지하2층/지상6층
․ 연면적 119,218.29㎡

293,065
(9,276) -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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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27) 심사현황 (2022년 10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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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건     축 
한강수변 4대 영역 공간기획 및 세부 
실행전략 마련 용역 등 18건

2,164 2,093

교 통
2023년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강남권) 등 
8건

5,313 5,325

기 계 설 비
지하철 신정네거리역 등 2역 공조기시스템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건

160 160

도 로
한강교량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3건

13,902 13,899

도 시 계 획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 
등 26건

10,053 10,036

상 하 수 도
광암정수장 고도확충 및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31건

24,728 24,727

소 방
성수역 등 6개소 전기실 소방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100 100

전 기 통 신
스피드개집표기 개량 전자공사 감리용역 등 
4건

565 551

정 밀 진 단
동대문구 관내 사각형거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8건

1,268 1,262

조 경 · 산 림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35건

1,446 1,436

지 하 철
2022년 5호선 방화~화곡간 궤도시설 정밀
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등 11건

3,404 3,404

하 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공모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12건

9,826 9,802

기 타 서울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등 10건 3,075 3,073

 계 191건 76,004 75,868

29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보완(증설)사업

․ 슬러지건조시설 추가 증설 
140톤(70톤/일)

18,409
(488)

- 기계

30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공사

․ 지하2층/지상6층
․ 부지면적 909.70㎡

14,032
(598) - 건축

31 장기사용 대형 송·배수관 
정비공사 ․ 14개 구간, 총 26.7㎞ 정비 186,000

(1,517) -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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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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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드문(blood moon)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 태양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둡게 보이는 현상인 개기월식(皆旣月蝕) 때, 

지구에서 달의 색깔이 붉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 ‘레드문

(red moon)’ 또는 ‘적월(赤月) 현상’이라고도 한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태양-지구-달’ 순서로 일직선에 

놓이게 되면, 달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서 태양 빛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태양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태양 빛 중 파장이 긴 붉은빛은 지구를 

거쳐서 달에 전달된다. 즉, 태양 빛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파장이 짧은 푸른빛은 대부분 흩어지나, 

파장이 긴 붉은빛은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여 지구의 

그림자 뒤에 있는 달까지 전달된다. 이 붉은빛을 받아 

달이 지구에서 붉게 보이는 것이다. 지구의 대기 구성에 

따라 달이 주황색, 갈색 등으로 보일 수 있다.

 한편, 달의 명칭 중 블러드문과 같이 색깔이 들어가는 

것으로는 ‘블루문(blue moon)’이 있다. 그러나 블루문은 

푸른빛을 띠는 달이 아니라,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뜰 경우에 두 번째 뜬 보름달을 이르는 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  푸른세상

http://www.krih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