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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1. 서론

 주거공간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으로 인간과의 상호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 펜데믹 

이후 변화해야 하는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현대의 주거공간은 환경의 

변화와 영향력 있는 사회적 상황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어가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의 행태는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14-5세기에는 흑사병이 있었고, 19세기 중엽에는 콜레라로 인해 공중보건과 도시위생의 대응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전염병이나 전쟁은 사회계층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문화의 변화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1)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어느 때보다도 큰 행태의 

변화를 야기시켰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언택트의 근무환경에 대응해야하는 국면

으로 변하였고, 사회, 경제의 화두는 코로나 이후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함께 초래된 환경적 변화를 ‘환경의 변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로 인한 언택트의 영향력 있는 

사회적 상황은 주거공간의 시스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실용적인 기능만큼 심리적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공간에서 인간을 중심에 설정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2. 단위세대의 새로운 변화

 한국에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충정아파트는 1937년에 신축

되어 80여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도시주거의 기능을 하며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1960~70년대 등장한 비정형의 중정형 아파트의 특징과 연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2) 2013년 서울시에서는 ‘100년 후의 보물, 서울속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최근에는 넷

플릭스 스위트홈의 배경이 되기도 하면서 중정에 대한 향수는 여전히 우리시대의 감성과 함께 하고 

있다. 해방이후 1957년 한국의 첫 아파트로 일컬어지는 종암아파트는 아파트먼트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처음 사용한 공동주택으로 주택의 수직적 집적화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로서 주거사(住居史)적 의미가 

크다. 특히 수세식 화장실을 집안으로 들여오면서 주거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에 아파트 

보급이 본격화된 시기는 반포아파트 단지 등이 건설된 1970년대로, 특히 1973~1979년의 기간은 

1)김한수, 팬데믹과 주거문화 변화에 관하여,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2), 141-142, 2020.  

2)이연경, 박진희, 남용협, 근대도시주거로서 충정아파트의 특징 및 가치 –충정로3가 일대의 도시 변화와 연계하여, 도시연구(20), 7-52, 2018.  

펜데믹 이후 변화하는 주거 공간 

    김 수 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숭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부교수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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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과 아파트의 붐”의 시기, 즉 성장기라고 불리기도 한다.3) 1990년대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아파트의 대량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에 의해 주택공사 및 민간 업체의 아파트 건설이 새로운 전환점인 성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소비자 계층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분양가의 제재를 받지 않은 분야에서부터 변화가 진행되었다.4) 

2000년대 초･중반부터 기존의 기하학적이고 각진 형태의 아파트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외관의 

차별화된 디자인의 아파트가 건축되기 시작했다. 새천년 이후의 아파트의 발전은 민간 아파트가 주도

했다고 보아야 하며, 높아지는 소득 수준에 맞추어 구조는 더욱 편리하게 변하였고 공간은 대형화

되었다. 각종 헬스장, 독서실, 사우나 등의 커뮤니티 편의시설들을 충분히 배치하고 화려한 조경을 

만들어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이미지를 관리하는 아파트 브랜드들이 대거 등장하며 분양 프리미엄 

분양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대형건설사가 주도하던 아파트 시장에 분양 프리미엄을 

위한 해외 건축가 및 국내 대형 설계사무소들이 등장하는 모습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동주거는 서구에 비해 짧은 시간에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단위세대 유형에도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1인당 주거면적은 일반

가구원 기준으로 29.7㎡(9.0평)로 1년 전(29.2㎡)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지만, 미국 65㎡(2019년 

기준), 일본 40.2㎡(2018년 기준), 영국 40.5㎡(2018년 기준)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면적이다.5)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남향선호와 조망권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

하게 되었다. 

 도심 내 고층주거의 정착에 따른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bay구조의 확대이다. 단위세대의 bay

구조의 기원은 거실의 역할을 하는 대청마루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70-80년대에는 2bay 구조가 

대부분을 이루었는데 반하여 1990-2000년대에는 3bay로 확장되면서 좋은 향과 조망에 대응하는 

면이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4bay 구조로 확장되면서 향과 조망에 대응하는 면적이 극대화되었을 뿐 

아니라 수요자들의 다양화되는 요구에도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bay의 증대에 따라 평면도의 

전면폭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이는 짧아지게 되어 기존에는 없었던 복도공간에 대한 계획적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다른 새로운 변화로는 기존의 판상형 공동주거의 유형이 타워형으로 대체됨에 따라 주동의 코너부에 

위치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코너세대의 등장은 전통적으로 거실의 위치가 단위세대의 

중앙에 위치하는 유형에서 코너부로 이동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면서 거실 계획에 대한 역할과 

기대감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코너세대 적용에 따라 주동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 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김태오,최막중, 한국의 아파트 공급과 수요의 역사적 연원에 관한 연구 -해방 이후 주택의 수직적 집적화 과정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51(6) 23-38, 2016. 

4)김유나, 1990년 중반이후 현상설계 아파트 평면계획 변천에 관한 연구, 산업대 석사논문, 2010. 

5)중앙일보 2021.08.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8570#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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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위세대 bay 시스템의 변화: 2bay:1970-80년대(좌) 3bay(1990-2000년대)(중) 4bay(최근)(우)

 출처: http://land.naver.com 2021.10 발췌 후 재구성

3. 유연한 세대구성을 위한 구조의 가변성

 현대 사회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주거 건축에 미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세대 구성원의 

소규모화’이다. 이는 다가족 시대에 개인의 감성을 중요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변화의 

가장 큰 요소이다. 세대구성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둥식 

구조를 적용하거나 기존에는 전체 벽식 구조로 되어있던 아파트의 일부 벽체를 가변(可變)형으로 대체

하여 유동적 주거공간을 구성하거나 공간의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다. 즉 지속가능한 장수명 구조로의 

변화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다. 유연한 구조가 적용된 구체적인 계획방향으로는 

직주일치에 대응하는 재택근무형 공간계획, 한 세대에 독립된 2세대가 거주하는 세대분리형,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가능한 알파룸으로 세분화된다. 

그림 2. 가변형 구조를 통한 맞춤형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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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라스를 통한 커뮤니티의 확장과 분리

 펜데믹상황은 언택트를 주요 골자로 하기 때문에 공용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과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교감과 이를 통한 인간의 내부 심리적 작용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문제 또한 감성충족경험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화된 야외공간을 

집안에 도입하여 여가를 즐기고자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기둥식 구조계획으로 공간의 활용이 유연해

지면서 감성적 접근 공간인 테라스의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통해 단조로울 수 있는 입면구성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 테라스를 활용하여 세대 내에서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방식은 테라스를 통한 

공간의 확장, 테라스에 의한 커뮤니티의 분리로 구분된다.

그림 3. 거실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테라스계획 

4. 쾌적한 환경과 안전성 화보

 펜데믹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동주거에서는 쾌적한 환경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무엇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심미적 차원의 주거환경에 더해 기술적 차원의 만족도 또한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다. 

 첫째, 자연채광과 환기를 위한 테라스 특화계획이다. 맞통풍을 통한 환기와 자연채광은 테라스 특화

계획의 중요한 관점이 되었다. 남향의 실들에 테라스를 각 층에 엇배치함으로써 각 세대에서의 채광

조건을 유지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단조로운 입면을 해소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함께 한다. 

 둘째,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클린웨이’ 및 ‘클린존’ 의 제안이다. 바이러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클린웨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①주동출입구에서의 에어샤워, ②집 현관에서의 에어

브러쉬, ③집현관에서의 수전공간, ④겉옷을 케어하는 스타일러, ⑤각종 외출용품의 수납공간, ⑥세탁

공간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기술을 통해 전 세대에 시스템으로 적용가능하다. ‘클린존’은 ③수전

공간과 ④스타일러 존을 통합한 영역으로 기존의 다용도실을 확장 동선으로 연계한 것이다. 단위세대 

내에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을 찾아 필요한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접근

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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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쾌적한 환경과 안전성 확보 계획 

5. 맺음말

 현대의 주거공간은 환경의 변화와 영향력 있는 사회적 상황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볼 때, 펜데믹의 환경변화는 새로운 대응을 위한 디자인 방향을 촉구한다. 현대의 주거

공간에서 감성적 환경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기존의 설계방법은 감성적 영역에서의 고려보다는 

기능적인 영역에 비중을 둔 기계적인 계획안이 반복적으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펜데믹이라는 초유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현상이다. 이에 대응하는 공동주거는 변화하고 있고, 필수적인 변화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계획적 접근방식 자체에도 계획가들의 통찰력 있는 연구와 방법론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한다. 

 

* 본 칼럼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감성적 접근방식에 입각한 지역유산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방법론 제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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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거 난지도 섬에서 월드컵공원

으로의 변화, 기억여행으로 만나보세요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꽃섬 난지도에서 

월드컵공원까지의 과정을 해설․안내하는 “공원의 

기억여행” 프로그램을 2023년 3월 2일부터 11월

까지 대면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월드컵공원은 예전 난초와 지초가 아름다웠던 

꽃섬에서 세월을 거쳐 안정화사업을 통해 지금은 

매년 약 630만 명의 시민들이 즐겨찾는 서울의 

중요 공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원의 기억여행’은 난지도에 대한 명칭 유래

부터 시민 생활상을 들을 수 있으며 매립지 이야기 

그리고 월드컵공원을 맹꽁이 전기차로 직접 둘러

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및 매립지의 공원화 등 

재생공원에 관심 있는 학교 및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월 8회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족단위 ‘꾀꼬리 붕붕카 공원탐험대’도 

매월 2회 토요일(10:00~11:30)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1회 12명). 

〔서부공원여가센터 (02)300-5574〕

서울시,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7,622개소  

점검, 대형사고 예방

 서울시는 해빙기에 대비해 2월 17일부터 굴토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3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시는 과거 공사장 흙막이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안전총괄실을 중심으로 주택

정책실,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상수도사업

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소관 실국이 참여하며 

총 7,622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건축토목분야의 현장 유경험자로 구성된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23명)’과 ‘서울시안전관리

자문단(190명)’을 특별점검에 투입한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시민 홍보와 함께 현장 

안전점검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시민적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해빙기 안전점검기간(’22. 2.

14~3.25.) 중 안전취약시설 분야(안전총괄실)에

서는 2,399개소를 점검하고 위험징후 1,077건을 

찾아내어 보수․보강 등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시는 올 3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현장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선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는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Seoul IntegratedManagement 

System of safety check)에 등재하여 지적 

사항은  보수․보강 실시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02)2133-8218〕

서울시, 이문차량기지 20만㎡ 복합개발 

기본구상 첫 발

 서울시가 이문차량기지 약 20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서울 동북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시는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이 구체화

되면 동서축 지역단절의 주요원인이자 지역주민

들의 숙원사업인 이문차량기지 개발을 위해 토지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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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인 코레일과도 긴밀한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차량기지 개발은 단순히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지역산업 지원기능과 

더불어 주거, 상업, 업무 복합용도와 도로, 철도, 

역사, 주택 등의 수직적 공간계획 수립으로 석관동·

이문동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구심점 마련의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02)2133-8363〕

서울시, 용산공원 ~ 용산역 연결하는 

상징적 보행 ․ 녹지축 조성 추진

 서울시가 용산역~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부지 

일대에 대한 입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거점

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용산 게이트웨이(관문) 

조성’을 추진한다.

 공원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보행과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용산역 일대를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2.22.)하고 3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용산역~

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으로 연결되는 보행․녹지축을 

완성하고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국가

상징가로’ 와의 결절점에 대한 상징성을 높여 

시너지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용산 일대는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기지 반환 

및 용산공원 조성이 가속화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정치․경제․문화 중심지

로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곳이다.

 시는 이 같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공원부지 일대를 

대중교통과 주변지역이 연계되는 통합적인 거점

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을 통해 용산공원,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핵심거점을 연계하고 한강대로 

등으로 단절된 공간을 입체적(지상, 지하)으로 

연결하는 보행·녹지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용산역 앞 공원부지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기능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체계 및 신분

당선 등 장래 교통계획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복합

기능 공간활용 구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의 노력은 

2008년부터 있어 왔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이번

에는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02)2133-9437〕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시 전역 확산, 

’25년까지 30개소 조성

 서울시가 도시 곳곳에 흐르는 332km의 소하천과 

실개천의 수변공간을 수(水)세권으로 재편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시 전역으로 확산한다. 

'25년까지 총 30개소, 1개 자치구 당 1개소 이상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4월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선도사업 4개소 추진을 발표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동작구 도림천, 서대문구 불광천, 

성북구 성북천 등 총 20곳에서 수변활력거점을 

차질 없이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4월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선도사업 4개소 추진을 발표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동작구 도림천, 서대문구 불광천, 

성북구 성북천 등 총 20곳에서 수변활력거점을 

차질 없이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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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5개소는 ▴종로구 홍제천 

상류 ▴관악구 도림천 ▴강남구 세곡천 ▴동작구 

도림천 ▴서대문구 불광천이다. 모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 중으로 착공, 12월 내 

완료된다. 

 ▴동대문구 정릉천 ▴강동구 고덕천 ▴은평구 

불광천 ▴송파구 성내천 4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현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설계가 완료될 10개소는 

▴성북구 성북천 ▴은평구 구파발천 ▴노원구 

당현천 ▴송파구 장지천 ▴금천구 안양천 ▴강남구 

양재천 ▴강북구 우이천 ▴성동구 중랑천 ▴서초구 

여의천 ▴구로구 안양천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4년까지 모두 준공한다는 목표다. 

이중 특색있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성북천과 

양재천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 전역으로 수변활력거점을 확

산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올 연말까지 

나머지 대상지 10개소 이상 선정을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별로 30억씩 

투입하고 사업계획이 보강이 필요한 자치구에 대

해서는 서울시 주관으로 기획 및 설계도 지원한다.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02)2133-7628〕

서울시, 양재천 ․ 탄천 합수부 일대  

新 국제문화 복합지구 조성계획 착수

 서울시가 ㈜코원 부지와 연계한 세텍(SETEC, 

Seoul Trade Exhibition & Convention, 이하 

세택) 일대 복합개발계획을 위한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 마스터플랜용역｣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코원에너지(49,109㎡), 세텍(40,444㎡), 

동부도로사업소(52,053㎡)부지로 총 면적 약 14만㎡

이며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미래융합

혁신축 확산을 목표로 주변지역 개발정책 분석을 

구상할 예정이다.

 신(新)국제문화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본 용역은 

지난달 26일 공고하였으며 오는 21일에 제안서를 

접수받고 용역결과는 2024년 2월에 나올 예정이다.

 주 내용은 역세권에 입지한 대규모 부지의 성장

방안과 도시계획변경 타당성, 적정 도입용도, 지역

기반 시설 검토이며 양재천과 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의 통합개발 구상으로 대상부지의 

점진적·융합적인 활용방안을 담는다.

 또한 지난달 6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복합용도구역6)을 검토하여 

전시·문화·업무·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명소로 개발

하고 양재천과 탄천이 합류하는 지형적 특성을 

살려 시민을 위한 수변친화 생활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09~’21년 기간동안 미진했던 ㈜코원에너지 

부지의 개발방향은 금번 계획구상에 따라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02)2133-8352〕

6)복합용도구역 : 융복합 신산업 단지 조성 등 시대상 반영을 위해 주거
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시설 설치 등 기존 용도
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를 허용(기존 용적률 범위 내),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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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국과 중남미 잇는 마이애미시와 

도시교통 ․ 기술혁신 우호협력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프란시스 수아레즈

(Francis Suarez) 마이애미 시장이「서울시-마이

애미시 우호협력도시 양해각서(MOU)」를 체결

했다고 16일(목) 밝혔다. 양 도시는 도시교통, 

스마트시티, 기술혁신, 도시계획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번 우호협력도시 양해각서(MOU)체결은 우호

도시협정 체결을 위해 프란시스 수아레즈

(Francis Suarez) 마이애미 시장이 서울을 방문

하며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이애미시는 ‘남부의 월스트리트’라 불리는 미국 

남부의 금융, 첨단사업, 관광 중심지이며, 총 인구의 

70%가 히스패닉계로 미국와 중남미를 잇는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남미 69개의 도시로 직항이 

연결되어 있어 미국과 중남미 간의 물류․인적 교류 

중심지이기 때문에, 마이애미에 진출한 한국기업

들도 중남미 시장 진출 본부로 적극 활용 중이다.

 특히, 마이애미시는 미국 도시로는 최초로 도시

민간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마이애미시는 

현대자동차에서 미국에 설립한 도심형 항공 모빌

리티인 UAM(Urban Air Mobility)의 기체 개발․
제조 기업인 슈퍼널(대표이사 신재원)과 UAM 

분야 공동정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

(‘22.3)했고, 서울시 또한 현대자동차와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21.6)를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우호협력이 두 도시가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함께 다자간 협력관계를 구축해 미래교통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와 마이애미시가 우호

협력도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이애미시가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인만큼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양도시 간 경제․문화 등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02)2133-5288〕

서울시, 도시 ․ 건축 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을 바꾼다.. 첫 대상지 ‘노들섬’

 오세훈 시장은 9일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지역 

명소화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 시민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서울은 그

동안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혁신 디자인 건축물 건립이 

저해되어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①창의적 

설계 유도 ②유연한 제도 운용 ③신속행정,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365일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노들섬’에 

첫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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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작으로 ‘노들섬’의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

한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해 

지명공모 방식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20일 간) 진행 중이며 현재 모든 참여자는 

노들섬 및 한강 일대 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구상중이다.

 ‘노들섬’은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목표로 추진된다. 그

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의 낙조를 비롯해 

노들섬과 한강의 숨은 매력을 찾아 시민과 관광

객들에게 벅찬 감동을 줄 수 있는 명소로 만든

다는 목표다.

 노들섬은 예술섬의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

하고, 노들섬 동-서측을 연결하면서 한강의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보행교를 신설

한다. 또한,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예술무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제안된 디자인안은 작품전시와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수립 전 시민들과 사업 취지와 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을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02)2133-7618〕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분야 7,859억원 

투입, 경제활력 ․ 일자리 창출

 서울시는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7,85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과 직접 관련된 도로·교량 보수, 상하

수도 보수 등 총 362건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사는 줄었지만, 상하수도 및 하천시설물 정비 

공사는 17% 증액됐다.(′22년 2,390억→ ′23년 

2,792억 / 402억 증액)

 우선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

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86건(280억원) ▴상하

수도 안전관리 64건(304억원)▴기반시설 설계 

24건(430억원) 등 총 174건이며, 사업비1,014억 원

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8건(1,222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76건(1,901억원)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 조성공사 33건(2,831억원)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 공사 31건(891억원) 등 총 188건에 

6,845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4월까지 약 85% 조기 발주를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

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8,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의 관련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하여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02)2133-8031〕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피난로(직통계단) 대신 설치하는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

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저비용의 시설로 설치되는 경향있음. 아파트 

입주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해서는 바닥면적 제외를 통해 적극적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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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 등(안 제46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공간을 확보할 경우 

실제 대피공간의 내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

할 우려가 있어,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토록 개정하고 발코니 

내부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대피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여건에 따른 설계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

나. 아파트 대피공간 등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안 제119조)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공간이나,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 다만, 대피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을 설정할 필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시공 전 건설사업관리’는 과업 및 

업무유형이 ‘설계 건설사업관리’ 보다 난이도가 

낮음에도 건설기술인 업무중첩 기준을 높게 운영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건설

사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 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중첩 기준 완화  

    (별표2 - 부표2)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1 ~ 3건 중복 불가  

     → 3 ~ 5건 중복 불가토록 완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4592〕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직접

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등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 근거 

마련(제11조)

 ○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직접경비 범위내에서는 세부 비목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마련(별표2)

 ○ 차량운행비 등 직접경비 산출방법과 비목별 

세부 정산방법 마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459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20.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하고, 금년 3.1일부터 합산벌점

으로 공개(인터넷 조회시스템)함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 상의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행정제재 산정 및 평가방법 중 부실벌점 감점

기준을 누계평균 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

(안 별표 부표 제2호가목(3))

  - (0.5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0.15점 이상 0.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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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 합산벌점 1점 이상 1.5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0.25점 이상 1점 미만  

    → 합산벌점 1.5점 이상 2.5점 미만

  - (2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 → 합산벌점  

    2.5점 이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 201-3378〕

 

건설기술 설명회 주요 내용 (2023. 2.)

PHC 말뚝을 활용한 흙막이벽체 공법

(e-콘주 벽체말뚝)

○ 기술의 내용

 - 기초파일용 압축 부재인 PHC파일을 휨응력에 

저항토록 흙막이 벽체용 말뚝으로 개량하여 

현장타설 콘크리트 벽체의 애로점 등을 해소토록 

하는 흙막이가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 기술의 장점 

 - 지하굴착 흙막이가시설: 기존 현장타설 가시설 

벽체(C.I.P) 대비, 공장제작 PHC 기성 말뚝을 

가시설 벽체용으로 대체하므로서 공기, 공사비, 

품질확보에 기여토록하는 PHC흙막이벽체  

공법이다.

  

○ 시공 절차

 - 자재(말뚝)발주 및 공장검수 ☞ 가이드빔 설치 

☞ 말뚝천공 및 근입(두부맞춤 및 정렬) ☞ 배면차수 

☞ 띠장설치(말뚝고정평철 및 e콘주 홈메우기) 

☞ 지보설치(Strut, Raker, E/ancho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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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실적

연번 사 업 명

1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 4단지(SH 공사)

2 KTX 광주역 행복주택 / 서림마을 
행복주택 가시설공사 (광주도시공사)

3 한국 SGI 기장회관 신축공사(한국SGI)

4 아산 충무병원 신축공사(아산병원)

5 하남우체국 건립공사(우정국)

6 대구 행복기숙사 건립공사(대구광역시)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H-형강, 철근, 레미컨 등의 재료 없이, PHC 

파일 단일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재료의 복잡성 

배제, 현장 정숙성과 좁고 깊은 구간 흙막이 

공사에 잇점을 주어 활용성이 클 것이다.

친환경 Pozzolan SPC(Stone Poiymer 

Composite) Flooring  Board(바닥재)

○ 기술의 내용

   특허-국내 평창의 포졸란 광석을 주원료로한  

 제조기술과 제조 공법

   친환경인증-유해물질감소, 생활환경 오염감소

○ 기술의 장점

 - 안전성: 5개층으로 압축성형된 신개념 친환경 

바닥재로 안정감이 있고 클릭 시공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며, uv코팅 기술로 미끄럼방지, 등 

100% 방수로 제작, 설계되었다.

 - 친환경: 한국환경기술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표시를 취득하였고, 8대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검사를 거친 친환경 소재의 제품이다.

 - Pozzolan spc 마루의 특장점:  수축과 팽창이 

아주 적어 들뜸과이격, 틀어짐이 없다.

   라돈, 폼알데하이드로부터 안전하며 뛰어난   

   원적외선 효과, 게르마늄효과, 수맥차단효과, 유해  

   전자파차단효과 등의 장점이 있다.

○ M&T 포졸란 SPC 마루재원

종  류 SIZE (mm)

wood type 가로845 * 세로128* 두께6.5(T)

포장단위 1 BOX=15ea(1평 시공시 2 BOX 소요)

stone type 가로575 * 세로313* 두께6.5(T)

포장단위 1 BOX=15ea(1평 시공시 2 BOX 소요

등    급 자재:SEO등급, 내화:B1등급

○ 시공 방법

 - 제품과 제품을 결합하는 클릭 방식으로 설계

되어 있으며,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적용 분야

 -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운동시설 병원 교육기관 

어린이시설 사무실 관공서 갤러리 홀 노인복지

시설 등의 주거 및 상업 장소에 널리 설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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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Wave 기술를 이용한 멸균분쇄공법(친환경) 시설

○ 기술의 내용

 - 병원 및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멸균분쇄공법(친환경)

으로 자가 처리하여 일반폐기물로 전환시켜

주는 시설이다.

 - 첨단 핵심 기술(Micro Wave 기술)을 활용

하여 의료폐기물은 친환적(Ecologic)이면서, 

신속하고(Fast) 안전(Safety)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멸균 분쇄 장비이다.

   병원이나 기관의 건물에 설치하여 의료폐기물을 

자가처리 할 수 있다.

E

F

     

 

○ 기술의 장점

 - 안전성: 이산화탄소(CO2) 저감

   * CO2 저감량 : 연간 20ton 

     (수거차량 200km 매일 왕복 기준)

   친환경: 의료폐기물 종이박스 연 100,000개  

   절약(연 500톤 처리시)

   * 나무벌목, 제조공정, 소각과정의 환경파괴 감소

 - 에너지 절약 : 전기에너지만을 사용하고 다른  

   처리 방식 대비 에너지를 30%~50% 절약한다.

 - 균일 건조/ 멸균 가능 : 의료폐기물, 병원성  

   사체 등을 균일하게 건조하고  99.999999%  

   멸균할 수 있다.

 - 선택적 가열 및 정온 살균 : 특정균 살균 온

도로 조절이 가능하고, 고온이 아닌 저온 멸균이 

가능하다.

○ 해당 법률

 -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처리) 및 동물보호법  

   (사체처리)를 위한 멸균분쇄 시설에 해당

○ 해당 기술 적용 사례

연번 사 업 명

1 서울대 분당 병원

2 인천 길병원

3 세브란스 병원(용인)

4 시흥 시화병원

○ 적용 실적

 - 병원, 신축 건물에 설계 등 반영 추진

 - 신축 병원 및 의료폐기물 배출 시설에 자가 

멸균분쇄처리 시설로 반영 가능함

모듈식 뼈대복공체 및 이의 제작방법, 이를 이용한 

가설물 제작방법(HD복공체 거더가교, 가시설공법)

○ 기술의 내용

 - 윤하중 지지면을 종/횡방향 격자구조(2WAY 

FRAME) 저항하는 제작복공판 H-BEAM을 

합성한 장지간 합성 복공거더로 강성을 증대

시키고 형고를 맞추어 강재량을 절감하고 

현장 시공성을 대폭 향상시킨 공법임

 - HD 복공체 거더와 비합성 복공체를 사용하여, 

개착가시설 부분의 상부 공사용 장비의 운용

공간을 확보하고 복공판 유간 발생을 저감시켜 

소음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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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장점

 - 안전성: Π형 복공체 거더는 합성구조로 단면 

강성이 증대되어 구조안전성이 우수 

 - 친환경: 도장하여 현장 반입하기 때문에 녹막이 

방지가 되어 수질 오염 저감되는 장점이 있음.

 - 소음예방: HD 복공체 거더가 종방향 유간이 

적고 횡방향 이동을 저감시켜 유간 발생이 

적기 때문에 소음발생이 저감됨

 - 공기단축: 합성 복공체 거더를 일괄 거더거치후 

비합성 복공판만 설치하면 되는 구조로써 설치

공기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 편리성: 굴착 하부 공간의 장비 운용에 효율적인 

작업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자체 공장에서 

자동화 용접 시스템을 보유하여 자재 조달 

및 현장 운영에 안정적임

○ 시공 절차

 - 공장거더제작 → 현장운송 → 파일 시공 → 

합성거더가설 → 비합성 복공 설치 → 난간등 

안전시설 설치   

○ 활용 실적

연번 사 업 명

1 서해선 복선전철 9공구 -  임시 가설 교량
2 재해위험 노후교량(한대교) 가설교량
3 학운6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4 시청사 진입도로(시도29호선)확포장공사
5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복개구간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임시 우회용 교량, 지하차도 상부 복개구간, 

철도 정거장 복개구간 및 건축물 복개 공사 

현장에 적용 가능하다.

셀구조체의 적층에 의한 자립식 옹벽

○ 기술의 내용

 - 토목섬유(Geo Textile) 중 폴리에스테르매트

(Pet Mat)를 이용한 임시 가시설 옹벽공법은 

보강토옹벽 개념의 토목구조물로 폴리에스

테르매트와 지오셀(Geo Cell)만으로 현지반

에서 기초처리 없이 시공 가능한 공법으로, 

유연한 폴리에스테르매트를 사용함으로써 

시공중인 현장에서의 변위에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해체 없이 매립 시공이 가능하다.

  

 - 또한, 성토층 배면부에 지오셀(Geo Cell)을 

포설하여 인력 다짐(1TON 롤러 다짐) 구간을 

보강함으로써 배면부 지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17 -

 

○ 기술의 장점

 - 공정이 단순하여 시공 속도가 빨라 경제적임

 - 침하 및 부등침하에 대한 유연성이 뛰어남

-  가볍고 취급이 용이하여 시공성 우수

 - 선형, 높이 등의 제약이 없음

○ 시공 절차

성형틀 포설 매트 포설 지오셀 포설 

성토 다짐 완성

○ 활용 실적

  

연번 사 업 명

1 서울 장위자이 레디어트신축공사

2 포항-안동(2-1)국도건설공사

3 시화MTV중1-117호선우회도로

4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기존 도로의 확장공사, 우회로, 작업 임시도로 

및 H-PILE(성보토) 가시설 대체, 램프대체, 

대형장비(크레인등) 작업구간 확보 등을 위해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대나무 소일네일링 구조

○ 기술의 내용

 - 소일네일링 공법에서 사용되는 강재 보강재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대나무로 대체하는 

대나무 소일네일링 구조에 관한 공법으로, 

대나무(또는 강관파이프) 내부에 강연선을 

삽입, 제거식 내하체에 정착하여 긴장 후, 제거 시 

해머로 간단한 타격으로 강연선을 제거하고 

대나무는 제거가 필요 없는 친환경 공법이다.

  

 - 따라서 고가의 강재를 대신하여 친환경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지반의 붕괴를 안정적으로 

보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장기간 공용에도 

지반이 오염되지 않으며, 인접한 대지에 신축 

구조물을 시공하더라도 신속하게 보강재를 

제거할 수 있는 소일네일링 구조임

○ 기술의 장점

 -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내하체 및 정착구 주변

마찰력 증가효과에 의한 안전율 향상

 - 재료의 경량화에 의한 시공성 향상

 - 친환경 자연재료인 대나무를 활용하여 환경  

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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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절차

  네일 가공조립 ⇒ 굴착 ⇒ 천공 및 네일체 삽입  
⇒ 그라우팅 ⇒ 와이어메쉬 설치 ⇒ 숏크리트 
타설 ⇒ 지압판 설치 및 긴장 ⇒공사완료 후 
네일 제거 ⇒ 시공완료

○ 활용 실적

  

연번 사 업 명

1 평택 용죽 지하차도 흙막이공사

2 개포9단지 공무원아파트 재건립공사

3 평택고덕 에이스 SBC 비즈니스 센터 신축공사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대나무는 다량의 CO2 흡수 및 산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주요 탄소 저감 대상인 구조용 강재를 
대체하여 자연산 대나무를 사용함으로써 가볍고 
가공이 쉽고 경제적이면서도 우수한 강도와 
인발저항력에 따라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높이고, 안전율 증가와 축력 및 
변위 감소 등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 국민건강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공익에도 많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속터널차폐 시스템공법

○ 기술의 내용

 - 돌발용수, 지하수, 토석류, 화재발생시 팽창
구조체가 터널 내 공간을 신속차폐하여 유입수, 
토석류, 화재확산 등을 막고 안전하게 피난
갱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으로,

 -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재해 방지 자동 시스템이다.

 

○ 기술의 장점

 - 신속한 팽창으로 터널 내 공간 차폐

 - 방수문 대비 경제성 확보

 - 설치면적 최소화로 터널 내 간섭 없음

- 경량화로 취급이 용이함

○ 시공 절차

  기본설계 ⇒ 내외피 설계 ⇒ 보관함 설계  ⇒ 

제어시스템 및 보조장치 설계 ⇒ 설치 완료

○ 활용 실적

  

연번 사 업 명

1 별내선(2)공구 안전대책 적용

2 GTX A 노선 한강하저구간 설치

3 호남고속철 2단계 하저구간 설치예정

○ 기술의 활용(향후 전망)

 - 팽창 구조체를 활용하여 운영 중 터널로 설치 

확대 가능하며, 지하 주차장 침수방지 등 여러 

안전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건설기술 설명회 
목  적

 - 우수한 기술 도입 활성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설명    

 기회 제공

대  상

 -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및 특허 공법

참여방법 및 개최결과

  - 건설알림이에서 확인 (https;//cis.seoul.go.kr)

문의처

 - 총    괄: 02-6438-2055

 - 토목분야: 02-3708-2589 

 - 건축분야: 02-3708-2617

 - 설비분야: 02-3708-8647

☞ 위 내용은 건설기술 설명회 자료로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서울시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02-6438-20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https;//c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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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을 복층구조로 시공하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공법 
(보호기간 : 2022. 11. 11 ∼ 2030. 11. 10 (8년))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을 8㎜ 골재 혼합물의 상부층과 13㎜ 골재 혼합물의 하부층으로 

구성된 복층의 구조를 전용장비로 포설과 다짐을 동시에 시공하고 제품의 생산 시에 방사형 

SBS(RSBS) 개질제를 첨가하여 공극률 22%(간이법) 이상을 확보하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 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을 2개 층으로 분리하여 상부층 8㎜ 골재 혼합물과 

하부층 13㎜ 골재 혼합물로 복층구조를 형성하되, 전용장비로 동시에 포설하고 동시에 다짐하는 

기술로 방사형SBS(RSBS)를 첨가한 개질제를 사용하여 공극률이 22%(간이법) 이상 확보되어 배수

기능이 향상되고 빗길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음을 저감하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을 혼합물 조성이 상이한 2개 층으로 구성하는 공법으로 복층포설

전용장비(InLine Paver)를 이용하여 표층 두께 5～7㎝ 구간을 상부층 8㎜ 골재 혼합물과 하부층 

13㎜ 골재 혼합물을 동시 포설한 후 동시 다짐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정한 Interlocking 메커니즘을 

실현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교통소음을 획기적으로 9dB(A) 저감하는 기술로 국내에서 현재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포장 공법임

그림 1. RSBS 복층 배수성저소음 포장 구조

 건설신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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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SBS 복층 배수성저소음 포장 기술의 요약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2012년 ~ 2022년 9월 기준 총 112건)

구분 발주처
시공
년월

공사명 비고 구분 발주처
시공
년월

공사명 비고

고속
도로

한국도로
공사

’15.10

2015광주 전남본부 관내 
포장유지보수공사 중 

저소음배수성 포장공사
(동광양IC~광양IC)

고속
도로

한국도로
공사

’19.08
경부 직선화3,4공구 

저소음배수성포장공사

환평,
교량부
포함

한국도로
공사

’16.11

2016 수도권본부관내 
포장유지보수공사 중

저소음배수성 포장공사
(영동고속도로)

한국도로
공사

’19.11
중부선 하남분기점 

저소음배수성 포장공사

한국도로
공사

’18.01
서울 외곽선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환평

두산
중공업

’21.05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중 
1공구 저소음포장공사

환평

경수고속
도로㈜

’18.11
용인～서울 고속도로 
헌릉IC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환평

한국도로
공사

’21.12
수도권 제1순환선 
고덕강일램프구간 

복층저소음포장공사
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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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주처
시공
년월

공사명 비고 구분 발주처
시공
년월

공사명 비고

일반
도로

LH ’12.10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 1호선 

우회도로건설공사
(1,3공구) 중 저소음포장공사

일반
도로

걸포3지구 
조합

’20.06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복층
저소음배수성포장공사

환평

LH ’12.10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1교 건설공사 중 
종점부 저소음포장공사

교량부
포함

LH ’21.03
군포송정지구 국도47호선 

복층저소음포장공사

현대건설 ’21.08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민간사업(1공구) 
복층저소음포장공사

환평
LH ’15.10

남양주별내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부산시 ’15.12
도시고속도로 주변 방음

시설 설치공사 5공구 
공사 중 저소음포장공사

동부건설 ’21.09
수원 곡선지구지구단위 

계획중 복층저소음
포장공사

환평

경산시청 ’18.12
성암고가도로  

아스콘덧씌우기(1,2공구)
교량부
포함

부산시 ’21.12
부산시 진구 

관문대로(백양터널) 
복층저소음포장공사

서울시 ’20.04
서울시 

밤고개로확장공사
환평

대전
도시공사

’22.04
대전도안갑천 도안동로 

확장공사 중 
복층저소음포장공사

환평

나. 향후 활용전망

  ○ 해당기술은 기존 배수성포장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파손 문제와 공극막힘으로 인한 배수성능 

저하 및 소음저감성능 저하 문제를 극복한 기술로 환경부 신기술 인증과 검증, 국토교통부 건설

신기술 인증 등을 통해 성능 및 기능의 향상과 지속성이 확인되어 앞으로의 배수성포장 및 저소

음포장으로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배수성포장의 확대 적용 필요성 대두〉

   - 국토교통부에서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 2020.04’을 발표하였으며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 확대,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배수

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 제정(2020.8.27.), 고속도로 시험시공 추진 등 배

수성저소음 포장의 확대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저소음 포장의 필요성 증가〉

   -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52.7%가 기준초과 도로교통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로교통소음저감대책 마련 요구 및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

이며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기술개발 전략(2021-2030)’에 친환경도로 구현을 위해 도로소음 

20%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저소음포장 보급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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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음벽 높이 14m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소음저감능력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7～9dB(A) 

성능을 인정받는 기술로 방음벽에 의한 시야차단,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점 및 소음이격거리로 

인한 토지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임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배수성포장기술이 발전하여 단층 배수성아스팔트 포장뿐만 아니라 복층 

배수성아스팔트 포장 기술이 개발 및 보급됨

  ○ 국내에서는 공극률 20%(간이법), 소음저감성능 3dB(A)인 단층 배수성저소음 포장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단층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내구성 및 단기간에 공극이 막혀 배수기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음

  ○ 해당기술은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내구성과 배수성능 및 소음저감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층 

포장 공법을 적용,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기술로 이와 동일한 단면구조를 갖는 기술은 없음

구 분 RSBS 복층 배수성저소음 포장 단층 배수성저소음 포장 저소음비배수성 포장

개요도

배수기능/소음저감
배수기능 ○
소음저감 ○

배수기능 ○
소음저감 ○

배수기능 ×
소음저감 △

단면구조 복층 단층 단층

공극률 (간이법) 22% 이상 20% 3～8%

소음저감
성능

일반적인효과 9～14 dB(A) 3～9 dB(A) 3～7 dB(A)

환경영향평가반영 7～9 dB(A) 3 dB(A) 2 dB(A)

주요 특징
․ 소음저감효과가 높음
․ 경년 변화 시에도 성능 

및 기능 유지 가능

․ 소음저감효과 낮음
․ 경년 변화 시 내구성 및 

공극막힘 문제

․ 소음저감효과 낮음
․ 배수기능이 없어 노면 
 물고임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과거의 단층 배수성저소음 포장은 SBS와 폐타이어를 개질제로 사용하여 점도 및 내구성에 

문제가 많았으며, 단층 배수성저소음 포장 기술의 도입 초기에는 품질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혼합물의 배합 경험이나 시공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재료와 시공의 분리발주로 시작되어 하자 

발생이 많았음

  ○ 현재는 품질기준 및 시험 방법이 정립되어 있고, 개질제의 개선과, 저소음 배수성에 적합한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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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를 생산하고 있어, 기존 단층 저소음 포장의 전체적인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재료와 

시공의 통합발주(Consortium)가 시작되고 있음

  ○ 해당기술의 핵심기술인 RSBS개질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있어 기존 Plant Mix type에서 Pre 

Mix type으로 방식을 변경하여 혼합물 제조 시 보다 균등한 품질을 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RSBS개질 바인더의 성능 기준등급을 기존 등급 PG82-22에서 PG82-34로 업그레이드함에 따라 

추가로 내구성능을 큰 폭으로 향상시켰으며 높은 소음저감성능으로 국내 저소음포장의 등급(인증)

제도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에 지표가 되어 다양한 제품군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

  ○ 또한 여러 발주처로부터 내구성능과 소음저감성능이 검증되었으며 5년 이상 공용 중인 현장에 대한 

노면조사 및 소음측정 결과로부터 기능과 성능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 기술로 아스팔트 포장 

시장에서 적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 국내에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기술은 다수 존재하지만 공극률 22% 이상으로 배수성능을 향상

하고 도로교통소음 9dB(A)이상 저감 가능하며 상, 하부층 동시포설 및 다짐하는 복층단면의 배

수성 포장은 RSBS 복층 배수성저소음 포장 기술이 유일함

 
 나.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기술과 기존기술은 소음저감기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적정한 경제성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소음저감성능을 발휘하는 조건으로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검증사례가 

있는 빗길교통사고감소와 소음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익비용을 반영한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결과, 

<그림 3>과 같이 기존기술 대비 경제적임을 확인함

  (1) 설계단가 및 공사비

  ○ 해당기술(1안 : RSBS 복층 배수성저소음 포장)은 579천원/m으로 기존기술(2안 : 단층 배수성

저소음 포장 + 방음벽 7m) 2,052천원/m 대비 약 


 수준으로 초기공사비가 산출됨

그림 3. 30년간 LCC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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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로폭

3.5m × 6차로
㎡ 당 단가 비용 비고

1안 RSBS 복층 배수성저소음 포장 21m 27,569 578,949 Ref.

2안

단층 배수성 저소음 포장 21m 13,849 290,829

방음벽 7m - - 1,761,040

합 계 2,051,869 3.54 배

3안

일반 밀입도 포장 21m 8,198 172,158

방음벽 14m - - 5,478,993

합 계 5,651,151 9.76 배

표. 1. 동일한 소음저감성능을 발휘하는 초기공사비 비교  (단위: 원/m)

  

  (2) 공사기간 

  ○ 해당기술은 기존 아스팔트 포장공사와 동일한 시공절차 및 공사기간이 소요되며, 더 뛰어난 소음

저감성능 및 배수성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함

  ○ 특히 해당기술의 소음저감성능은 공사기간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는 방음벽의 대체 및 규모

축소를 가능하게 하므로 공사비절감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음.

번호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고유영역

1 ①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 포설 ① 아스팔트 표층(상・하부층) 혼합물 
동시 포설  ○

2 ② 1차다짐 (머캐덤롤러) ② 1차 다짐 (머캐덤롤러)

3 ③ 2차다짐 (탠덤롤러) ③ 2차 다짐 (탠덤롤러)

4 ④ 3차다짐 (탠덤롤러) ④ 3차 다짐 (탠덤롤러)

  (3) 유지관리비

  ○ 해당기술은 5년간 성능과 기능을 보증하는 제품으로 포장 직후 5년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함

구 분
아스팔트

(절삭 및 재포장, 공극청소)
방음벽

(방음판 교체 및 청소)
합 계 비 고

1안 RSBS 복층 배수성
저소음 포장 56,236 - 56,236 Ref.

2안 단층 배수성저소음 포장
+ 방음벽 7m 129,716 620,508 750,224 13.34 배

3안 일반 밀입도 포장 
+ 방음벽 14m 97,363 1,894,658 1,992,021 35.42 배

표. 2. 동일한 소음저감성능을 발휘하는 유지관리비 비교      (단위: 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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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 해당기술의 적용은 빗길 및 도로결빙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 감소가 가능

  ○ 9dB(A)이라는 뛰어난 소음저감성능으로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대체 또는 축소하여 예산절감, 도시

미관 향상, 운전자 피로감 개선 등 친화형 도로 구현을 가능하게 하며 방음벽에 조류충돌로 인한 

피해 및 예방관련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질병발생률 증가 등 건강위협

요소의 저감이 가능하며 도시개발, 단지개발 계획 단계에 적용 시 차량소음감소를 위한 교통류 

대책 및 소음저감을 위한 도로와의 이격거리 필요치 않게 되어 토지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

  ○ 22% 이상의 공극이 배수기능과 더불어 우수 흐름을 지체하여 저류시설 설치효과 및 홍수방지 

효과가 있으며 배수성포장 도로에 살수 시 약 12%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며 일반 밀입도포장

보다 밀도가 작아 열전달 효율이 떨어져 제설제 사용량 75% 감소 가능하여 제설제에 의한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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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싱 성형기술과 신축가변보수기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공법(제948호)
(보호기간 :  2022.11.11. ～ 2030.11.10.(8년))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신축가변형 비굴착 보수기(약칭:엠보싱보수기)를 이용하여 접착 ․ 보강제가 함침된 보강섬유를 하

수관로의 결함 부위에  엠보싱면으로 성형 ․ 접착 ․ 경화하는 방법으로 매설된 하수관의 결함 부위를 

비굴착으로 보수 ․ 보강하는 기술(관경: 200㎜∼1,200㎜) 

  (2) 내용

   이 신기술은 엠보싱 성형 및 신축가변보수기를 이용하여 접착 ․ 보강제가 함침된 보강섬유를 하수

관의 내면에 엠보싱 라이닝면으로 성형하여 하수관의 결함부위를 보수 ․ 보강하 는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기술로 ①보수기의 요면에 갇힌 접착 ․ 보강제의 누출이 차단되어 보수단면의 형상계수의 

증가와 강화반응에 의한 물성 증가를 확보하게 되어 강도와 강성을 유지하며, ②보수기의 팽창 시 

종방향에 수축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가압팽창 시 팽창력을 확보하여 성형몰드의 파열을 방지하고, 

능동적 신장 기능으로 라이너 성형몰드의 폴딩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접착제 

교반 및 함침 

신
기
술

고
유
영
역

공
정보수제 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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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나. 향후 활용전망

  (1) 경제적 시장성

   안전사고방지, 시공시간 단축, 공사원가 절감으로 교통체증의 해결은 물론 사업비 절감효과와 

비굴착 보수공법의 시장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음. 

  (2) 기술적 시장성

   여러 종류의 시설물(상수도, 용수관, 전력관, 통신관 등)에 대한 보수 ․ 보강공법에 응용 및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구 분 내  용 

타분야   적용성

         1)상하수관 전체보수공사 및 섹션보수공사

         2)전력관, 통신관 보수보강 공사

         3)박스형 단면복구공사 및 터널 복구공사

보수기 투입 

및

보수위치 주행
신
기
술

고
유
영
역

공
정

가압 

및 

경화

보수 후 상태 확인 및 

보수기 회수

우선순위 공사명 발주자
(신청기술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금액,원)

시공 장소

1 비굴착부분보수공사
(FMAM공법: 특허제10-2207833호)

  (주)승기건설 현장 실사 기준
(5.500.000원) 현장실사 장소

2 비굴착부분보수FMAM공법
(특허 제10-2207833호)

  (주)가나오엠 21.3.01~21.03.31
(4,290,000원) 충주시 관내

3
2021년 분당구  노후 하수관 정비

(비굴착)공사(2구역)
성남시 분당구청 21.07.09∼21.11.03

(79,650,000원) 분당구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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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신청기술은 접착 ․ 보강제의 누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엠보싱 성형기술로 국외에는 이러한 기술이 

없고, 최근 국내에 누출 방지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포발생, 들뜸문제 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도로나 땅을 굴착하지 않고 시공함으로서 사회간접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으며, 굴착 시 

발생하는 타관(상수도,가스관,통신선,전력선 등) 손상,토사붕괴 등을 방지함으로서 방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타 기술에 비해 접착보강제의 누출방기술 적용으로 설계강도와 강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국내

외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이라고 자부하며, 해외(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등)에 본 기술의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단가

순공사비 대비 타기술과 비교하여 10%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굴착공사 대비 30%이상 절감  

   효과가 있다.

  (2) 공사비

총 공사비 대비 타기술과 비교하여 10%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굴착공사 대비 30%이상 절감 

효과가 있다.

  (3) 공사기간

비굴착 부분보수 시공의 특성상 신청기술 포함 대부분의 기술은 공사기간이 유사하며, 굴착공사 

대비 90% 단축할 수 있다. 

  (4) 유지관리비

기존기술의 경우 6∼9개의 보수기를 운영하는 반면 신청기술의 경우, 4개의 보수기를 운영함으로써  

   유지관리비용을 80%이상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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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공사 대비 탄소배출량이 30%이상 감소할 수 있으며, 건설 및 환경분야에 본 신청기술을 응용 

및 적용함으로서 시장확대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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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수도권 지하도로: 
스톡홀름 바이패스

스웨덴의 지리적 특징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북유럽 

국가로, 서쪽으로는 노르웨이, 동쪽으로는 핀란드와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 좁은 해협을 지나 덴마크가 

위치하고 있는데 덴마크와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다. 북서쪽으로 국토의 3/5가 산악지대로 이루

어져 있으며, 도시화 지역은 대부분 동측과 남측의 

해안지역이며, 수도인 스톡홀름도 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스웨덴의 면적은 447,425㎢로 우리나라의 약 

4.5배에 해당하는데, 인구는 약 1천만명 정도로 

우리나라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이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최대 

도시이다. 스톡홀름시의 인구는 약 97만 명으로 

스웨덴 총 인구의 1/10 수준이지만,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약 25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스웨덴의 도시화 지역7)

스톡홀름을 통과하는 E4의 혼잡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스톡홀름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수도권 광역화가 나타났다. 발트해 

지역은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증대되는데, 그 중 

스톡홀름은 국가의 성장 엔진으로서 스웨덴 전

역의 고용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스톡홀름의 

통근권역은 방사형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권역의 

간선축을 담당하는 도로인 E4, E20은 가용용량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다.

 과거 스톡홀름 지역의 광역화 추이8)

 E-도로는 아시안하이웨이와 비견되는 유럽의 

국제 간선도로망이다. UN 유럽경제위원(UNECE)가 

선정한 유럽지역 간선기능의 고속도로, 국도로 이루

어져 있으며, E라는 이니셜을 사용하여 노선을 표기

한다.

 E4는 핀란드 국경에서부터 스웨덴의 동측 해변을 

따라 남쪽으로는 덴마크의 Helsingør로 가는 

페리 항구까지 이어지는 총 1,590km의 도로로서, 

스톡홀름을 통과한다. 에싱겔덴(Essingeleden)은 

스톡홀름 중서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로서, 유럽

노선인 E4와 E20의 일부를 포함한다. 에싱겔덴은 

스웨덴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로 평균 일교통량이 

18만대에 이르며, 이는 고속도로 건설 당시

7)자료: Socioeconomic Data and Applications Center (SEDAC) 
  웹페이지, http://sedac.ciesin.columbia.edu/downloads/maps/grump-v1/
  grump-v1-urban-extents/sweextents.pdf 

8)자료: 스웨덴 교통부. 2005. Vagutredning for Nordsydliga
  forbindelser i  Stockholmsomradet.

 해외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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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계획했던 교통량(일 8만대)의 2배가 

넘는 양이다. 스톡홀름에 혼잡세가 도입될 때 이 

도로에도 혼잡세가 부과되었으나, 교통량이 효과적

으로 감소되지 않았다. 

 스웨덴 교통부는 2017년부터 2040년까지 여객 

운송량은 28%, 화물 운송량은 51% 증가하고 

그 중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운송은 다른 수단

에 비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로 신설 검토

 스웨덴 교통부는 2001년 스톡홀름 지역의 효율

적인 남북 연결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2002년 4월 본격적인 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도로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

하는 혼잡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스톡홀름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되, 시내     
  중심부에 부담을 주지 않음

•장거리 통행을 처리하는 우회경로 생성

•전 지역에 균등한 접근성 향상 

•다핵 지역 활성화

•성장거점의 경쟁력 강화 

 도로조사 과정에서 기존 도로망을 효율화하는 

방안, 기존노선 확장 방안도 포함하여 검토하였

으나 주간선도로인 에싱겔덴의 개량·확장은 기술적·

환경적인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았다. 에싱겔덴 

서쪽에 신규도로 공급 없이는 혼잡통행료나 대중 

교통 투자만으로는 스톡홀름 지역의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분석되었다. 이에 

스웨덴 교통부는 환경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더라도 

더 이상 이들 대안에 대해 분석하지 않았다.

2005년 도로조사에서 검토한 대안은 두 가지 

노선이다. 

첫 번째는 스톡홀름 바이패스(Förbifart Stockholm)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노선이며, 두 번째는 울프

순다 관통도로(Diagonal Ulvsunda)로 기존 도로

(E4)에 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로 건설

되는 터널구간 길이가 짧은 노선이다.

스톡홀름 남북축 개선 검토 노선9)

스톡홀름 바이패스 : 경제성 분석을 넘어서

 두 대안의 비용은 대동소이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두 대안 모두 실행가능하고 기존 도로의 

병목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싱겔덴의 교통량 감소효과는 스톡홀름 바이패스 

대안이 20%, 울프순다 관통 대안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울프순다 

관통 대안이 다소 우월하였지만, 스웨덴 교통부는 

경제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두 대안 

모두 실행가능한 기준을 넘었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량화되지 

않은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스톡

홀름 바이패스 대안으로 결정되었다. 

9)주: 빨간선(스톡홀름 바이패스), 노란선(울프순다 관통), 검은선(기존 E4)
  자료: 스웨덴 교통부. 2006. Vägverkets ställningstagande 
  och utlåtande om vägutredn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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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 평가

토지개발 
기회

스톡홀름을 우회하면 도심지 인근의 
토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연·문화 
유산 보전

스톡홀름 바이패스는 자연·문화 유산을 
보전하는 데에 보다 유리하다. 

시공 
난이도

울프순다 관통 대안은 스톡홀름 바이
패스에 비해 보다 인구밀집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통과하므로, 
건설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크다.

지자체 
개발과의 

조화

지자체의 다른 계획들이 이미 스톡
홀름 바이패스를기반으로 계획, 진행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관련 사업들의 지연 
위험성이 더 크다.

 대안 결정에 고려한 비계량 영향 요인10)

 이와 같은 이유들에 근거하여 스톡홀름 교통부는 

최적 대안을 스톡홀름 바이패스로 결정하였고, 

2016년에 건설을 시작하였다. 이 도로는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건설비는 SEK 417억(2021년 

불변가격, 현재 환율 기준 약 5조 1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장대터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 계획

 스톡홀름 바이패스는 총 구간의 연장이 21km이고 

그 중에 18km가 터널인 지하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구간은 총 6개의 인터체인지로 다른 

간선도로들과 연결이 되며 터널 단면은 방향별 

3차로인 두 개의 병렬 터널로 구성된다.

 장거리 터널 주행을 해야하는 환경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혼잡으로 인한 위험, 단조로움

으로 인한 운전자 피로, 복잡한 소방 작업, 사고 및 

화재의 신속 감지 필요성 등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0)자료: 스웨덴 교통부. 2006. Vagverkets stallningstagande
   ochutlatande om vagutredningen 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터널시스템은 Trafik Stockholm이라는 교통통제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한다. 24시간 운영되는 

CCTV와 자동화재 감지 시스템,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사고 및 정차차량 감지 시스템이 설치되며, 

대피로로 통하는 문, 비상전화와 휴대용 소화기

까지 모니터링한다. 일례로 대피로가 개방되면 

교통통제 센터에 바로 정보가 전달된다. 교통통제

센터는 차량 화재, 교통사고 및 우발적인 위험물 

방출 등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한다. 

○ 자가대피

 터널 안전은 효율적인 자가대피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터널 내에서 사고가 발생

했을 때,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용자는 

대피로를 이용하여 병렬 터널튜브로 걸어서 대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피로는 주 터널의 

경우 100m마다, 램프터널의 경우 150m마다 설치

되어 있다. 대피로는 한 방향의 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환기시설

 환기는 터널 천장에 장착된 제트팬과 환기타워로 

이루어진다. 터널을 최대 약 5km의 환기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공기순환 스테이션에서는 터널 

내부의 공기가 배출되고 지상의 신선한 공기가 

유입된다. 

○ 고용량 배수 시스템

 유류수송물 등과 같은 액체 위험물질의 방출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시스템이 터널 전체에 설치

된다. 이로 인하여 터널에 차종제한을 하지 않아도 

된다.

○ 고정 소방시스템 

 일반적인 조건에서 터널은 화재 발생시 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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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스템(FFFS)이 없어도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의해 사고 중 도로

이용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용자가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터널을 대피하더라도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조 시설이다. 

시사점

 스웨덴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교통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매립형 충전도로를 

세계 최초로 개통하여 시험운영하고, 철도 등 대중

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도로 확충을 하게

되면 배출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부문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공급을 우선시 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하도로는 굴착비용, 방재 및 환기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지상도로에 비해 건설비가 큰 반면, 

소음,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지상 피해가 적고 

공간 활용 등의 이점이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에서 지하도로 건설을 계획함에 있어 비용적 추가

요소들은 반영되지만, 편익적 요소들은 계량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반영이 어렵다. 스웨덴은 

모든 요소들을 계량화하는 분석체계가 없음에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적대안을 결정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보고서가 나온 후 

실제 건설이 시작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

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고밀개

발된 수도권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지하도로 

사업에 관한 논의는 장차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 때, 지하도로 사업의 편익 산정 방법을 개발

하는 것과 별개로, 지상공간 활용 가능성, 거주

환경 개선 등의 계량화되지 않는 요인들을 사업의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과 절차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톡홀름 바이패스의 안전 조치 개념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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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가 가져올 미래:
호주 WestConnex 사례를 중심으로

지하도로 개념 및 필요성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교외화 

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자동차 수요는 급격히 증가

했다. 이에 각국 정부에서는 도로의 공급을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도시는 여전히 교통 혼잡에 따른 

생산성 감소, 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 교통

시설 포화로 인해 도로의 수평적 확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도시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는 지하공간을 

교통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지하도로는 지상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나아가 확보된 지상공간을 녹지 등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대안

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하

도로는 건설 규모와 공법 등 주로 기술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웨스트

커넥스 프로젝트(WestConnex Project) 사례를 

통해 지하도로가 도시에 가져올 변화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지하도로 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호주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WestConnex Project)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WestConnex Project)는 

호주 시드니에서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진행 중인 지상 및 지하도로 건설 사업으로, 약 

14.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호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교통 인프라 사업 중 하나이다. 사업 

구간 내 도로의 연장은 총 33km로, 이 중 약 26km 

가량은 시드니의 서부와 남서부 지역, 그리고 공항을 

잇는 지하터널로 계획되었다. 웨스트커넥스 프로

젝트는 크게 3단계 사업으로, 파라(Paramatta)

부터 하버필드(Haberfield)까지 연결하는 M4 구

간(1단계, 약 14km)과 베버리힐스(Beverly 

Hills)와 세인트피터스(St Peters)를 잇는 M5 

구간(2단계, 약 11km), 마지막으로 M4와 M5

를 이어주는 링크 구간(3단계, 약 9km)으로 각

각 구성되어 있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준공 후 개통되었으며, 3단

계 사업은 2023년 내 완공될 예정이다.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드니 서부 지역 내 주요 거점들을 

연결함으로써 도시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

한다. 둘째, 도로 정체를 완화하여 중심 업무 지구

(Central Business District, CBD)를 포함한 

도시지역 내 이동 속도, 신뢰성 및 안전성을 향

상한다. 셋째, 도시 재생 등을 통해 도로 인근 

지역의 거주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드니 정부에서는 공공과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

어진 시드니 교통 파트너(Sydney Transport 

Partners, STP)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의 기초 

조사부터 모니터링 단계까지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WestConnex 프로젝트 지도12)

12)자료: WestConnex Updated Strategic Business Case, November 
2015,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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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의 부문별 효과

 시드니 정부와 STP에서는 웨스트커넥스 프로

젝트가 계획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이 

지역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측 및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교통, 환경 및 기타 도시 

부문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량적 효과부터, 시민

들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정성적 효과

까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 교통 부문

 시드니 정부에서는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도로 구간별 통행 시간이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 정도 단해외정책동향 08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고속도로 지하화 과정

에서 도로의 용량이 증가하고, 기존에 있던 약 

50여 개의 신호 체계가 사라지는 데 따른 영향

으로 보인다. 나아가, 도로 정체 해소에 따른 시민

들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 절감 및 통행 시간 신뢰성 

증가는 각각 $12,903m(약 16조 2천억 원), 

$6,182m(약 7조 7천억 원), $1,465m(약 1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

했다.

 WestConnex 프로젝트 이후 도로 구간별 통행 시간 변화(추정)13)

○ 환경부문

 STP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하 고속도로는 

13)자료: WestConnex Updated Strategic Business Case, November 2015, p.225 

기존 지상도로 중심의 차량 통행을 지하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시의 대기질을 10%에서 15% 

가량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도로 

개선으로 인한 차량 순환의 증가는 정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생기는 유휴부지에 5㎢이상의 녹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온실가스 흡수 및 기타 환경 개선 효과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종합한 웨스트 커넥스 

프로젝트의 환경 부문 경제적 효과는 $895m

(약 1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기타 도시부문

 시드니 정부에서는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로 

인한 자산 잔존가치가 $734(약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건설된 도로의 감정평가 

기간 종료 시 잔존가치를 의미한다. 

또한, 이 사업은 도시 내 주요 거점들을 연결함

으로써 집적 효과와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집적 효과 측면에서는, 사업 이후 도로 

접근성 향상을 바탕으로 산업 간 연결성이 증가

하여 $1,681(약 2조 1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효과 측면에서는, 

통근 시간 감소로 인한 고용 증가의 경제적 가치가 

$452(약 5천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항목 측정방법 결과 
(추정치, $m)

교통

부문

통행 시간 
절감

도로 교통량 모형 
(WestConnex 
Road Traffic 

Model) + 
교통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
(Transport for NSW 

guidelines)

12,902.9

운행 비용 
절감 6,181.8

통행 시간 
신뢰성 증가 1,465.2

사고 비용 
감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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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측정방법 결과 
(추정치, $m)

환경

부문

온실가스 
저감

도로 교통량 모형
(WestConnex 
Road Traffic 

Model) + 
교통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 
(Austroadsguidelines)

831.9

기타 환경적 
외부효과 63.1

기타

도시

자산 
잔존가치

감정평가 기간 종료 시 
자산의 잔존가치 734.8

집적 효과 접근성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 1,681.5

고용 효과
접근성 증가로 인한 
고용 증가에 따른 

세수 효과
452.7

합계 24,339.1

WestConnex 프로젝트의 부문별 효과14)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가 도시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비판적 의견 

또한 많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매우 제한적

이었으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드니 정부가 충분히 고려

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가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더 큰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업 지역 

내의 동식물 생태계 및 유적지를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도로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당국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 전략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지하

도로는 지상도로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는 시민

들의 인식이 있음에도 이를 대비한 안전 수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사업의 

14)자료: WestConnex Updated Strategic Business Case, November 
2015, p.230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완성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커뮤

니티 간담회를 실시하고, 웨스트커넥스 핫라인

(WestConnex hotline)을 구축하는 등 사업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에 대응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부각한다는 비판적 

여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지하도로 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사업은 대도시

권과 인근 주요 거점들을 잇는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을 통해 상습정체 구간임에도 

수평적 도로 확장이 어려운 경부고속도로(서울 

한남 ~ 화성 동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경기 

퇴계원 ~ 성남 판교), 경인고속도로(인천 남청라 

~ 서울 신월) 등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도 도시 내 혼잡지역에 

각각 24.4km, 9.6km 구간의 지하도로를 건설할 

계획에 있다.

도로명 구간 연장
(km) 차선수 사업비

(억원) 사업주체

경부
고속
도로

양재~
동탄 32.3 왕복 

6차로 32,051 국토
교통부

경인
고속
도로

청라~
신월 19.3 왕복 

4~6차로 20,041 국토
교통부

제1순환
고속
도로

퇴계원~
판교 31.5 왕복 

4~6차로 40,486 국토
교통부

경부
고속
도로

한남~
양재 7 왕복 

12차로 12,000 서울
특별시

강변
북로

가양대교~
영동대교 17.4 왕복 

6차로 10,000 서울
특별시

동서
고속
도로

만덕~
센텀시티 9.6 왕복 

4차로 7,832 부산
광역시

국내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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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청라~신월 구간) 지하화 사업 조감도16)

 지하도로는 지상 공간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지하도로가 

도시에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관련 

정책 검토와 연구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

에서는 호주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지하도로 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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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공사비

(용역비)
(단위:백만원)

심 의
결 과 비고

심의 주요내용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 의

26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7,876.54㎡)

25,668
(2,725)

조건부
채택

건축☞ 소방공사 기간동안 소방분야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등

27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4,572.64㎡) 

20,297
(1,912)

조건부
채택

건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인원을 배치할 것 등

공사기간
적정성
심 의

30
탄천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완(증설)사업

․ 탄천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금회 증설: 지상 1층, 증축 연면적 722.83㎡) 

19,781
조건부
채택

기계☞ 공정표상 준비기간 및 인허가 60  
   일은 이미 인허가가 끝나있는 상태  
   이므로 45일로 변경함이 타당함 등

설계
심의

13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 구조 검토시 안전율 부족(0.82)으로  
  기존교량 철거 및 신설 

11,636
(600)

조건부
채택

토목
(도로)

☞ 안양천교 교대 시공시 굴착심도,  
   교대기초 레벨, 주변현황(수위 등)을 
   고려할 경우 가시설(흙막이)공법   
   검토 바람 등

15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 올림픽대로 지하화 및 구조개선 등

775,000
(11,096)

조건부
채택

토목
(도로)

☞ 올림픽대로 지하화 우회도로의  토공  
   제체내 내수압으로 인한 사면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설치  
   검토 등

용 역
발 주
심 의

7
의사당대로·테헤란로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재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의사당대로, 테헤란로 차로수조정  
   및 폭조정, 자전거도로 설치, 보도  
   확장

(250)
조건부
채택

토목
(도로)☞ 해외 주요 중심가로변 가로수 사례  

   등을 검토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화 완화 등 기후 온난화  
   저감을 위한 기법을 제시할 것 등

 서울시 기술심사 현황 (20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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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공사비

(용역비)
(단위:백만원)

심 의
결 과 비고

심의 주요내용

용 역
발 주
심 의

8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조사 기술용역

․ 빛공해 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활용  
  방안제시 등

(149)
조건부
채택

전기☞ 조도 또는 휘도와 같은 빛 방사량  
   측정값은 주변의 빛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측정 전에 체크리스트 작성  
   할 것 등

16
광나루한강공원 수영장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광나루한강공원 수영장 재조성 등
4,882
(258)

조건부
채택

조경
산림☞ 수영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수,  

   방습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할 것 등

19
한강교량 경관조명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  한강교량 27개소 경관조명 개선

(180)
조건부
채택

전기☞ 제한구역 지정과 외부인 출입 통제  
   하는 실행불가능한 내용이 포함  
   되지 않도록 할 것 등

22
미디어파사드 등의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용역

․ 서울시 전지역 미디어파사드, 미디어  
 시설물, 그 밖의 유사시설물 운용  
 실태 파악, 현황분석, 운용활성화  
  및 관리방안 제시 등

(150)
조건부
채택

전기☞ 미디어 파사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용도별, 종류별로 분석  
   하여 다양한 시설기준 제시로 불  
   필요한 설치 예방과 질서있는   
   시설이 되도록 할 것 등

24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도복장강관(’91년 이전, 내부 콜탈  
  에나멜 강관) 247㎞, 덕타일주철관  
  (’91년 이전, 내부 시멘트라이닝   
  주철관)140㎞ 정비

(500)
조건부
채택

토목
(상하수도)

☞ 과업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역별 지역 지도를 첨부하여   
   지역적 범위 혹은 상수도 GIS  
   관망도를 활용하여 정비 위치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미지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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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공사비

(용역비)
(단위:백만원)

심 의
결 과 비고

심의 주요내용

용 역
발 주
심 의

25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 실시설계 용역

․ 취수탑 1개소 신설,    
 양정 78mH 도수관로 신설L=8.8Km

65,400
(900)

조건부
채택

토목
(상하수도)

☞ 도수관로 관경결정은 취수량, 유속에 
   따른 손실 등을 고려, 공사비    
   및 유지 관리비 등 전체 LCC분석  
   수행에 의하여 검토한다는 문구  
   추가 

33
개운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 개운산공원 내 무장애길 조성 및   
  주변환경 정비 등

2,811
(189)

조건부
채택

조경
산림

☞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내  
   구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선택  
   하고 자재의 질감, 색채 등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등

36
서울빛 상징축 야간경관 

조성방안 수립 용역

․ 서울의 남북축, 동서축에서의 랜드  
  마크 야간경관 조성 방안 모색

(194)
조건부
채택

전기
☞ 서울의 야간경관을 조성함에 있어  
   서울의 빛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효율적, 체계적  
   야간경관 연출 계획이 되도록    
   할 것 등

38
2023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개운산근린공원 내 보상완료된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된 체육시설 등 공원경관 훼손지  
 정비, 녹지복원

2,878
(122)

조건부
채택

조경
산림

☞ 대상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적 설계를 할 것 등

40
서울특별시청 본관 1층 
공유공간 조성 설계용역

․ 시청과 광장을 중심으로 공공공간을  
 확장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관  
  청사 1층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3,000
(205)

건축

☞ 공사중에도 시청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단계별 공사 방안과  
   함께 가설공사 계획 포함 할 것 등

정밀안전
진단심의

18

불광천 복개1구간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 

․ 불광천 복개1구간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  
  전성 및 결함의 원인점검 등

(340)
조건부
채택

토목
(기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용 장비  
  및 시험기기 검·교정 내용과 집계  
  표를 보고서에 수록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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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 심의제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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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 기술검토 및 설계점수 평가

  - 정밀안전진단심의: 안전진단 성과 및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방안 적정성 심의

설계경제성(VE) 검토현황 (단위 : 백만 원)

차수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공사비
(용역비)

심 사
결 과 비고

검토 주요내용

1
서남병원 증축 리모델리이 

설계용역

․ 지하4층/지상9층, 연면적 43,220.08㎡ 
․ 증축 4,061.87㎡(옥탑 166.63㎡), 

리모델링 6,258.33㎡
42,641
(1,568)

491
증가 건축☞(68건제안, 48건 채택)

   근로자, 자재, 장비 등의 수직 운송
   계획을수립하고 공사비 및 도면에
   반영 등
☞ 42,641백만원에서 491백만원 증가

2 양곡도매시장 이전·조성사업

․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9,510.78㎡

27,897
(1,329) - 건축

☞ 협의완료 후 채택의견 검토 중

 ※ 설계경제성 검토(VE) 

목  적: 건설공사의 기능 및 성능, 설계품질 향상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대  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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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단위 : 백만 원)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건     축 암사 아리수 정수센터 승강기 설치 실시설계용역 등 24건 1,563 1,521

교 통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서부도로사업소)-타당성검사 등 15건 1,501 1,502

기 계 설 비 남산1,2호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용역 등 11건 815 805

도 로 백사터널 외 2개소 도로건설 타당성조사용역 등 14건 1,867 1,859

도 시 계 획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 7건 1,780 1,756

상 하 수 도 정수센터 차염 소독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등 15건 27,836 27,825

소 방 매봉역 변전소 소방설비 개량공사 감리용역 등 5건 124 122

전 기 통 신
2023년도 모란역 전기실 노후설비 개량 전기공사 감리용역 등 
31건 8,925 8,898

정 밀 진 단 2023년 성내천교 외 12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 등 8건 5,747 5,732

조 경 · 산 림
불암산 근린공원(가재울지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90건 3,504 3,460

지 하 철 서울교통공사 2,4호선 한양대~뚝섬역 등 11개구간 
고가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6건 1,102 1,086

하 천 우이천(우안) 제방복원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건 509 511

기 타 2023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 등 21건 2,499 2,458

 계 252건 57,772 57,535

〔참 고〕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경제성 검토결과

○ 접속방법 :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mit_view?clsf_id=1717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사전공개 → 위원회 회의정보 → 위원회 한눈에 보기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mit_view?clsf_id=1717


- 42 -

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3년 129~131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3.~1.6. 2.4 3.15 2.20.~2.23.
3.21.~3.24. 4.15.~4.26. 5.19.

4.10.~4.13. 5.20. 6.28. 7.3.~7.7. 8.5.~8.15. 9.8.

7.24.~7.27. 8.26. 10.11. 9.5.~9.8.
10.17.~10.20. 11.11.~11.21. 12.15.

< 2023년 제73~74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9.~1.12. 1.28. 2.8. 2.20.~2.23. 3.25.~4.13.. 4.19.
4.26.

5.22.~5.25. 6.24. 7.5. 7.17.~7.20. 8.12.~8.25. 9.13.
9.20.

< 2023년 제1~4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10.~1.19. 2.13.
~3.15. 3.21. 3.28.~3.31. 4.22.~5.7. 6.9.

4.17.~4.20. 5.13.
~6.4. 6.14. 6.27.~6.30. 7.22.~8.6. 8.17.

9.1.

6.19.~6.22. 7.8~
7.23 8.2. 9.4.~9.7. 10.7.~10.20. 11.1.

11.15.

8.7.~8.10. 9.2.~
9.17. 9.22. 10.10.~10.13. 11.4.~11.17. 11.29.

12.13.

< 2023년 제1∼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1.9.~1.12. 1.28.~2.1 2.8. 2.20..~2.23. 3.25.~
4.13.

4.19.
4.26.

3.13.~3.16. 4.8.~4.12. 4.19. 5.8.~5.11. 6.10.~
6.23.

7.5.
7.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www.q-net.or.kr  ]

☞ 원고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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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용어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Justice40 Initiative)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정부의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1)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최초이자 

최대 환경정의 프로그램이다.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주요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소외지역(disadvantaged 

communities)에 연방 투자 혜택의 40%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1년 7월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임시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총 21개의 기존 연방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주요 범위는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청정교통,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주택, 교육

훈련 및 인력개발, 기존 오염의 개선 및 저감 및 청정수·

폐수 인프라 개발이다.

  미 행정부는 2021년 11월 공표한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서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를 세 가지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제시

하고, 6개월간 50개주 4,300개 이상의 사업에 1,100억 달러

(약 150조 원)를 할당하였다(WRI insights, 안예현, 윤은주, 

박종화 외 2022, p.85에서 재인용). 또한,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소외지역을 식별하기 위해 공간

지도인 ‘기후·경제정의 선별도구’(Climate and Economic 

Justice Screening Tool, CEJST)를 개발하였다. CEJST는 

미국 전역에 걸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연방투자를 할당하기 위한 소외지역을 파악

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한다. CEJST는 인구

센서스, 환경·기후 지표, 사회·경제 지표 등을 기준으로 소외

지역을 식별한다.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는 지원의 내용과 범위가 일반적인 

재정 보조사업에서 기술 실증사업까지 광범위하며, 참여 

프로그램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투자 혜택의 40%를 소외

지역에 배분하고, 공간 데이터 및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소외지역을 지도화한 CEJST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국토연구원, 국토용어사전 https://www.krihs.re.kr/pu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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