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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 융 복 합 개 발 기술위원회

기술위원장 : 한 신 인

수 석 간 사 : 김 동 규

모임

1차모임 일시 :  2016. 11. 05 12:00 ~ 15:00
장소 : The K 트윈타워
의제 : 2016년도 위원회 운영방향 및 계획에 대한 회의
참석자 : 한신인(서영엔지니어링), 이강주(창원대학교), 

김동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 활동사항

• 2016년도 운영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전현직 위워장 및 간사 회의

세부 활동내용 

  ○  2016년도 지하융복합개발 기술위원회 운영 및 방향에 대한 회의를 수행함. 3월부터 
기술위원회 정식 모임을 시작하기로 함

  ○  2월에 기술위원회 워크샵을 개최하여 2016년 상세계획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수립하
기로 함

  ○  워크샵은 2월 12일~13일 1박 2일로 경북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함. 장소섭외, 세부일
정 및 참석인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지하융복합개발 기술위원회의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함. 3월은 서영엔지니어링에서 수
행중인 지열에너지 연구 및 워크샵에서 결정된 2016년 계획에 대하여 발표 예정. 또한 
연세대에 건설된 백양로 현장 견학, 조선일보 사옥에 건설예정인 지하공간 설계 당선자
의 세미나등을 계획함

  ○  지금까지 회의록 및 수집된 자료를 년도별로 전자책으로 제작하고 향후 세미나 자료등
을 수집하여 1년 회보로 제작할 계획임

  ○  타 위원회 및 타 학회 지하공간과 관련된 현장견학은 본 위원회에서 적극 홍보 및 참
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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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모임 일시 :  2016. 2. 19(13:00 ~ 18:00) ~ 2. 20(09:30 ~ 12:00)
장소 :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세미나실
의제 : 2016년도 위원회 Workshop(운영방향 및 계획에 대한 논의)
참석자 : 한신인(서영엔지니어링), 이강주(창원대학교), 

김동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휴성(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추승연(경북대학교), 안성율((주)사이텍이옌씨), 정재호((주)유신), 
송영학(경상대학교), 채성규((주)정림건축), 

주요 활동사항

• 2016년도 위원회 Workshop(운영방향 및 계획에 대한 논의)

세부 활동내용 

  ○  위원회 차원에서 국가 R&D 수행을 위하여 건설교통 국가 R&D를 관리하는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의 국가 R&D 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진흥원은 새로운 신규사
업보다 기존 사업을 지키는 형태로 기존 실효성이 없는  R&D과제는 없애는 방향. 각각
의 사업군별로 성과를 보여야 하고 성과가 없으면 사업군을 없애는 방향.

  ○  진흥원은 사업군 재개편을 작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과제를 살리기 위한 작업
으로 1차적으로 15개 사업군에서 25개 사업군정도 도출함됨. 이것에 기존의 과제들을 
조합하는 과정으로 현재 국가 R&D 이슈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과제가 종료됨

  ○  현재 진흥원 기획부서에서 출연원 중심으로 브랜드 과제 수요조사중이며 지오시티와 
지오빌로 진흥원에 1차수요조사로 제출예정. 새롭게 도출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군에 
지오시티 및 지오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워회 차원에서 노력. 대기질을 조절할 수 있
는 고급 지하 주택 또는 공간으로부터 시작함. 도시의 요건은 햇빛, 공기, 물, 에너지로 
구성됨. 과거에는 자급자족하였지만 현재는 물과 에너지는 돈을 주고 사용중이고 미래는 
햇빛과 공기(새로운 인프라가 될 수 있음)도 돈을 주고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지오시티 및 지오빌 기술개발을 국가 R&D로 할 수 있도록 노력

  ○  대기재해 방지를 위한 지하건축기술(도시건축, 기계환기등)개발로 연구단급을 목표로 
2016년도 위원회 활동시 RFP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기로 함. 지하철 환승공간은 
차폐가 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기상/대기재해 안전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음 이것은 건축
기술, 도시기술, 환기기술, 에너지 기술에 해당할 수 있음.

  ○   2016년도 본 위원회의 활동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함(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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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융복합개발 위원회 W/S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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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재해안전형 지오시티(GEOCITY)

[창원대학교, 이강주]

1  연구개요

 ● 글로벌 트렌드 부합성, 독자성, 혁신성 등  

  ① 트렌드

    ㅇ(환경재해와 자연의 순환기능 악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재해, 도심지 

비점오염에 의한 지하수 및 하천 오염, 물순환 자연특성의 왜곡 등을 대비하는 

생활환경 안전기술의 강화와 환경안전성의 확보 필요

    ㅇ(재난위험성의 증가) 이상 기후, 홍수 및 가뭄, 테러, 사이버전쟁, 메르스와 같은 

자연재난․사회재난․도시인프라 마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역할이 요구됨

    ㅇ(도시 노후화․공간자원 부족) 인구의 도시집중, 주택 및 교통난에 따른 새로운 

공간자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브라운필드 재개발에 

대한 요구, 지하공간의 대형․대심도화․복합화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모델이 필요

    ㅇ(기후변화협약 및 에너지 대응) 에너지 저소비화 사회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원과 

이종분야(ICT, 환경 등) 융복합기술 및 스마트기반 효율향상 기술 시장의 확대 전망

    ㅇ(정부정책목표) 국민의 안전성 및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주거 및 교통 복지를 

증진하며 국토교통산업의 R&D 분야 지속적 성장 동력 추동

  ② 기술개발유형

    ㅇ자연-사회 복합재해(Na-Tech Disaster), 대형화되는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CT 등을 활용한 선제적 기술개발, 국가차원의 국민안전형 치안서비스를 제공

    ㅇ도시의 초대형화, 지상 가용공간의 부족, 보상 및 민원, 교통 혼잡과 열악한 거주환경 

문제 등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목적별 도시 신공간 활용기술 도출

    ㅇ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부합하면서 자연순환적 기능(에너지/물)을 갖는 지상-지하 

광역공간 콤플렉스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건설기술 확보

    ㅇ新인프라 공간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부응하며 

거주․상업․산업․환경 측면에서 국민의 복지향상 기술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

 ● 연구 목적 및 개발 내용

  ① 연구개발 필요성 및 목표

    ㅇ(필요성) 

    ∙[재해대응형 지하도시] 도시를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의 핵심대상으로 간주하고 도시의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관계를 분석 후, 지상의 도시방재시설물에 더하여 

재해대응형의 광역․대심도 지하도시공간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시민 생명과 

국가자산을 보호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사회비용 감소, 도시인프라의 기능 및 

순환성을 지속할 수 있는 선진적인 안전 지하도시 모델을 구축

    ∙[미래 건설과 에너지 신산업 동반창출] ICT 기술과 연계한 건설, 운송산업 분야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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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기술, 창조․융합형 건설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적 경제성장과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 창출

    ∙[미래 도시구조 개혁] 이상기후에 의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대기․수질오염 주요 

원인이 도시화․산업화이고 도시 공간구조․교통방식․에너지효율성 등 도시발전 형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극복․해결방안 제시

    ㅇ[목표] “기후변화 및 재해안전형 지오시티(GeoCity)” 건설사업
      도심지 대기재해․수재해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왜곡된 자원순환성을 

극복하여 에너지자립 기반 광역적 도시지하공간 건설

    ∙[미래 도시·건축 모델] 도시재해 안전기술 구축을 위한 광역 지하도시공간의 계획 및 

모델 개발

    ∙[광역 도시하부공간 건설] 광역적․복합기능 도시하부구조 콤플렉스 및 도시 인프라망 

구축

    ∙[도시에너지와 자원] 자연자원 순환기능 왜곡을 극복하는 물

    ㅇ新인프라 공간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부응하며 

거주․상업․산업․환경 측면에서 국민의 복지향상 기술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

 ● 연구 목적 및 개발 내용

  ① 연구개발 필요성 및 목표

    ㅇ(필요성) 

    ∙[재해대응형 지하도시] 도시를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의 핵심대상으로 간주하고 도시의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관계를 분석 후, 지상의 도시방재시설물에 더하여 

재해대응형의 광역․대심도 지하도시공간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시민 생명과 

국가자산을 보호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사회비용 감소, 도시인프라의 기능 및 

순환성을 지속할 수 있는 선진적인 안전 지하도시 모델을 구축

    ∙[미래 건설과 에너지 신산업 동반창출] ICT 기술과 연계한 건설, 운송산업 분야 차세대 

청정에너지기술, 창조․융합형 건설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적 경제성장과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 창출

    ∙[미래 도시구조 개혁] 이상기후에 의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대기․수질오염 주요 

원인이 도시화․산업화이고 도시 공간구조․교통방식․에너지효율성 등 도시발전 형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극복․해결방안 제시

    ㅇ[목표] “기후변화 및 재해안전형 지오시티(GeoCity)” 건설사업
      도심지 대기재해․수재해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왜곡된 자원순환성을 

극복하여 에너지자립 기반 광역적 도시지하공간 건설

    ∙[미래 도시·건축 모델] 도시재해 안전기술 구축을 위한 광역 지하도시공간의 계획 및 

모델 개발

    ∙[광역 도시하부공간 건설] 광역적․복합기능 도시하부구조 콤플렉스 및 도시 인프라망 

구축

    ∙[도시에너지와 자원] 자연자원 순환기능 왜곡을 극복하는 물순환 및 에너지 자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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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부공간 체계 개발

  ② 연구개발 내용

    ㅇ미래 도시공간의 비전과 도심 광역 지하공간 및 도시인프라 건설과 연계한 주요 

연구개발 이슈그룹

      ①사회․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고려하는 미래 광역 지하공간 건설방안 

      ②매크로한 규모에서의 <지오시티(Geo-City)> 관련 건설기술  

      ③상대적으로 마이크로한 규모에서의 <지오빌(Geo-Ville)> 관련 건설기술 

새로운미래도시공간자원의통합과재생을위한미래광역커뮤니티요구사회

환경조사, 기술 동향 Main Issue Group 미래상과 NEEDs

기술

경제

환경

정책

기후변화와이상기후, 도심홍수자연재해와자연적순환기능왜곡

도시하대공간활용을통한안전성항온‧항습‧기밀‧차음‧차광우수성

도시화에따른재해재난부작용초래, 도시사회안전에지속적위협

도시의한정된지상도시공간과지가상승, 열악한도시환경

자연적,사회적재해재난대응형비상체계필요시민방호, 방재정책필요

지자체도시하대공간대규모상권, 역세권개발지속적추진

기존도로교통인프라분야및 지하 공간개발시장포화, 경제불안

지하공간개발분야법제도의불명확, 미진, 여타부처법제연계성미약

도심비점오염증가, 지하수및하천오염위험, 대책필요

국내풍부한지하공간건설기술경험

녹색건축물활성화,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개발과활용정책추진

물재이용, 도시우수유출저감정책

황사,먼지대기재해, 도심열섬현상

도심대규모지하도시개발분야세계기술 대비국내개발다소미진

환경, 대기질오염으로인한산업및 국민경제피해증가

세계최고수준의IT, 정보통신인프라

USN/센서등핵심원천기술역량미흡

국가적신성장동력의필요성대두

지역사회∙정책 측면

미래지하공간

미래의 지하도시 “Geo-

City”와 건설기술

미래의 시민주거

생활공간 “Geo-Ville”과

건설기술

미래 도시공간으로서
광역∙대심도Geo-City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의 도시, 주거공간 구축

지하공간 이미지, 패러다임

광역, 대규모 도시하공간
법제와 정책의 정비

주변 환경과 자연적 조화

광역∙대심도 Geo-City와
Geo-Ville 계획

Zero-Energy 및 Recycling 기반
지하도시와 주거공간

도시인프라시설과 대규모
지하공간 건설

SMART Geo-City와
SMART Geo-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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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이유

 ● 정책측면(대외적 측면)

  ① 대표성

    ㅇ(한국대표 미래도시 “지오시티” 브랜드 마스터플랜) 낙후된 도심 구시가지내 

지하공간에 새로운 도시성능 복원을 통하여 현대의 지상공간자원 한계를 극복, 

지속가능한 글로벌 지하도시 모델을 제시

    ㅇ(안전복지와 산업의 스마트화) 재해안전 도시속성 기반의 미래광역도시공간에서 

전통적인 건축-토목건설과 ICT-자원에너지 산업의 융합. 新가치창조형 지속가능한 

도시지하공간 건설상품으로 서비스 기반의 신산업․신시장을 창출

  ② 상징성

    ㅇ(똑똑하고 편안한 미래지하도시) 지능형 도시안전시스템을 갖는 스마트 지오시티 

기술로서, 시민에게 상시 안전공간(Shelter)을 제공하고 재난재해시 비상체계로 

신속히 전환하여 시민과 국가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방재 서비스 실현

    ㅇ(깨끗하고 쾌적한 지오시티 조성기술) 광역적․복합다기능 지하공간내에서 실내환경과 

빛환경에 대한 감성디자인, 자연환기를 바탕으로 하여 산뜻하고 쾌적한 지상-지하 

입체도시 조성

  ③ 정책성

    ㅇ(시민 안전복지 정책) 국정의 5대 목표 중 하나인 ‘안전’에 부합하게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과 국가자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을 도모. 특히 도심 사회기간기설과 대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안전성확보가 시민복지적 측면에서 중요

    ㅇ(신수종 일자리창출, 창조경제) 연중 미세먼지․황사현상이 상시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는 새로운 공공재로 

개발. 또한 창조경제와 건설교통 과학기술 정책과 정합성을 가지면서 다기능 

지중인프라․네트워크 구축기술, 융복합․에너지 및 재해대응 기술로 발전시켜 신수종 

일자리를 창출

3  기대효과

  ㅇ(지오시티 비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자연재해나 기상대기질 악화의 위협,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함께, 여타의 스마트 도시공간 창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 도시지하공간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통하여 국민의 안녕과 편의․복지 체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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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To be
ㅇ한정된 지상도시공간 지가 상승, 
ㅇ열악한 도시환경, 도시 노후화
ㅇ기후변화, 자연재해 안전 취약성

ㅇ미래 시민의 생활터전 도시건설
ㅇ재해안전 사회목적-구축수단-
  안전복지 결실인 미래 GEOCITY

  

  ㅇ(기술적 성과) 저탄소 배출, 자연에너지 활용 및 자립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부하 10% 

저감 및 CO2 20% 이상 저감

  ㅇ(경제적 성과) 한국형의 글로벌 미래도시모형 건설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경조로 

추산되는 환경 생태도시건설, 환경 및 에너지기술의 융복합 분야 신사업 창출과 

기술의 해외수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적으로 부흥

  ㅇ(사회적 성과) Na-Tech Disaster, 재해재난대응 방재시스템이 적용되어 재해안전성 및 

도시기능성의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안전 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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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체계

 ① 사업․관리체계 개편과 연계성

    ㅇ사업단 종합사업기술 혁신․활용 협의체 기관 구성

      (성격)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단내 범연구기관 협의체

      (구성) 종합사업기술 혁신․활용 협의체, PD(의장), 협의간사기구( 기술혁신부문, 

기술활용부문), 사업단 지원체계

      (추진방안) 연구기관 간 융합 과제 선정과 단계별 R&D 전주기 기술혁신 유도. 

유사·중복·미진과제 사업구조개선. 기술이전, 실용화. 사업화 연계 연구개발 추진 및 

기술개발, 활용. Fast Track 전략 도모

    ∙성과 상용화를 통한 기술료이익 실현과 재투자. 공급-수요의 Gap 수정 등 선순환 

구조체계 달성.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확대 등 경제부흥에 기여

    ∙연구착수 및 종료시점에 대하여 기술수준, 국산화율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As-is”와 “To-be”를 구체화․가시화 개발

    ㅇ(사업화지향 연구조직) 민간의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R&D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연구기간내 사업화 및 이익창출형 

연구사업조직 구성

    ∙기술공급자 중심을 탈피한 시장․기업수요 기반의 맞춤형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및 창업형 기술개발․연구생태계 조성 추진

    ㅇ(산학관연 연구체계) 성공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서 정부, 정부출연연구원, 대학, 

설계 및 시공사, 소재 또는 제품생산업체 등의 산학연 구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

    ㅇ(전문가 자문그룹) 각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연구개발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보완사항에 대한 자문

    ∙도시 및 건축 계획, 구조공학, 지하공간 시공, 전기기계, 수처리 및 생태환경, 방재분야, 

에너지 및 조명 분야, 심리 및 의학분야, 정책 연구/수립/집행 전문가 등 학제적 

연구추진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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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과 
NEEDs

SUPPLies 핵심 사항
기상∙대기 재해에 안전한 

지하건축 기술

미래공간으로
서 

광역∙대심도 
지하도시

•국토공간자원 및 미래도시 인프
라, 시민 삶의 미래터전
 -도로교통/건축∙주거/사회문화체

육 생활공간/라이프라인
•국가와 지역사회 상권∙경제부양, 
국제적 도시경쟁력
•미래 지하도시와 공간 창조기술, 
수준/중요성/시급성

•미래 지하도시와 공간 창조기술, 수
준/중요성/시급성

지하공간 
이미지

•지하공간의 이미지 개혁과 미래
상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 
지하도시 마스터플랜 혁신도구

•신지하공간자원 창출 효과와 홍
보, 이익
•공간적∙심리적 미학, 생리∙심리적 
장애대처, 건강∙복지수단

•지하공간의 이미지 개혁과 미래상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 지
하도시 마스터플랜 혁신도구

대형 
도시하공간
법제와 정책

•대형 도시하공간, 지하도시관련 
법규∙제도, 정책 수정∙개선
•공공-민간 커뮤니티 주체, 시민
참여형 도시개발 거버넌스 구성

•대형 도시하공간, 지하도시관련 법규
∙제도, 정책 수정∙개선
•공공-민간 커뮤니티 주체, 시민참여
형 도시개발 거버넌스 구성

미래도시와 
지오빌
의미와 
Needs

•도시내 시민의 미래 공간자원 
•미래 주거∙생활공간 이미지∙역할-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성

비고

< 표 1 > 기상∙대기 재해에 안전한 지하건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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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
과 

NEEDs
SUPPLies 핵심 사항

기상∙대기 재해에 안전한 
지하건축 기술

지하도시
와 

지하건축 
계획

•도심 대규모 지하공간 위치계
획, 차량과 보행자 흐름
•지상공간연계 입체복합공간과 
기능
•BIM기반 대심도, 대형 도시하
공간 설계와 조성, 구축
•도시 사회기간시설과 지하공간 
Complex 계획

•도심 대규모 지하공간 위치계획, 차
량과 보행자 흐름

•BIM기반 중대형 도시하공간 설계와 
조성, 구축
•도시 사회기간시설과 지하공간 
Complex 계획

안전한
지하건축
물 구축

•조사와 탐사, 기존 건축물 연
계 - 간섭, 영향 최소화
•공간 형상연계 구조 설계와 안
정화 
•굴착과 보수보강 – 굴착형과 
복토형
•BIM-4D기반 자재∙장비/시공법∙
시공성/시공관리∙경제성

•굴착과 보수보강 – 굴착형과 복토형
•BIM-4D기반 자재∙장비/시공법∙시공
성/시공관리∙경제성

Zero-Ene
rgy 및 

Recycling 
기반 

주거공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Harvesting 
 -지열, 태양열∙태양광, 기술 하
이브리드화
•도시하공간 청정 공기∙물자원, 
Recycling, 보존 및 처리
 -빗물과 지하수, 공기, 오염물
질 처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Harvesting 
 -지열, 태양열∙태양광, 기술 하이브리
드화
•도시하공간 청정 공기∙물자원, 
Recycling, 보존 및 처리
 -빗물과 지하수, 공기, 오염물질 처
리

스마트 
지하건축

물

•똑똑하고 편리한 지하 SMART 
생활공간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과 유지
관리

•똑똑하고 편리한 지하 SMART 생활
공간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과 유지관리

쾌적한 
지하공간 

건축
환경과 

자연스런 
조화 

•지하공간에서의 재배와 녹화
•깨끗하고 쾌적한 공조환기 조
성
•지하공간내 밝고 쾌적한 자연
광 조광
- 천창과 광선반, 광덕트 등으
로 자연광-인공광 이용

•깨끗하고 쾌적한 공조환기 조성
•지하공간내 밝고 쾌적한 자연광 조
광
- 천창과 광선반, 광덕트 등으로 자연
광-인공광 이용

< 표 2 > 기상∙대기 재해에 안전한 지하건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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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지하융복합개발 기술위원회 활동계획서

2016. 02. 19.

1. 기술위원회 설치목적
  지하융복합개발 위원회는 다기능, 다목적의 입체복합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학제적 협력 

활동을 통하여 종합적인 지하공간 건설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기후변화시대에 대

응하여 선도적으로 지하공간건설기술을 개척, 발전시킨다

2. 기술위원회 활동방향
1) 전체적인 활동방향

  지상공간과 연계되어 입체공간적이면서 기능복합적인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다학제적인 

미래기술과 정책을 개발 하고 신개념의 지하공간 활용 기획, 자문, 기준제도 개선, 세미

나 연구과제 수행 등을 수행함.

2) 위원회 활동내용

  ① 미래 입체지하공간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토론, 세미나, 학술발표, 강연, 현장견학 및 

공동연구 등의 활동

  ② 다학제적 특성의 분야별 기술전문가그룹 구성 및 학회활동 확대 도모,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한 활동

  ③ 다기능 융복합 접목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하공간분야 신수종 기술과 시장 창출 

활동

  ④ 안전하고 쾌적한 에너지절감형 생활공간확장을 위한 신개념의 지하공간활용 미래상 

기획과 제시, 홍보 활동

  ⑤ 공공, 민간분야 종합적․체계적 지하공간건설과 이용을 위한 개발기술 자문, 

국토공간자원 개발정책 제시 활동

  ⑥ 그 외, 위원회와 관련하여 학회의 발전, 운영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활동

3. 2015년도 기술위원회 활동계획
1) 정기모임 계획

  ∘ 내 용 : 전체 위원회 월별 정기 모임 기준

  ∘ 일 정 : 전체 위원회 월 마지막주 금요일 기준 1회 모임

  ∘ 장 소 : 정기모임 (우리 학회 대회의실)

  ∘ 기 타 : 필요시 간사회의, 세미나, 기타 모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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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활동 계획 비 고

위원회
정기 

모임과 
세미나

○ 정기 모임 전반기 4회
   - 3월, 4월, 5월, 6월

○ 정기 모임 후반기 4회
   - 9월, 10월, 11월, 12월

○ 해당 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6
시 30분
○ 세미나 주제의 선정
   • 미래공간으로서 지하도시와 지하
공간 이미지
   • 대형 도시하공간 법제와 정책
   • 미래도시와 지하건축 의미와 
Needs
   • 지하도시와 지하건축 계획
   • 안전한 지하건축물 구축
   • Zero-Energy 및 Recycling 기반 
주거공간
   • 스마트 지하건축물
   • 쾌적한 지하공간 건축, 환경과 
자연스런 조화 

WORKSH
OP

○ 전반기/후반기 년 2회 ○ 전반기: 2월 경북대학교
○ 후반기: 10월 계획

기 타

○ 국가연구개발 기획/과제제안 
PJ.
   - 사업단/연구단, 단위과제

○ 학술대회 활동
○ 현장 방문

○ 국가대표 브랜드 사업 기획제안
○ 단위과제 제안방안

○ 
○ 현장 방문 : 2곳 예정

운영 
비용

○ 정기 모임시 회의 비용
○ 초빙 외부 강사, 전문가 회의 
비용

○ 경비계 : \2,200,000원
 - 정기모회의 경비: 150,000×8회 = 
\1,200,000원
 - W/S-세미나 경비: 300,000×2회 = 
\600,000원
 - 전문가 초빙 자문비: 200,000×2회 
=  \400,000원
   (정책제도, IT, 환경, 도시계획 분야 
등)

■ 2016년 지하융복합개발 위원회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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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구성
1) 위원장 및 간사

 ∙위  원  장 : 한신인(서영엔지니어링, 상무)

 ∙간  사(8명)  : 김동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박치면(에스코컨설탄트, 전무), 신휴

성(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송화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

원), 채성규(정림건축, 상무), 최항석(고려대학교, 교수), 추승연(경북대학교, 

교수), 허도학(유신, 이사) 

2) 전체 위원명단(전체 31명)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위원장 한신인 ㈜서영엔지니어링(상무) 010-3182-7098

간  사

김동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위원) 010-6268-0583

박치면 ㈜에스코컨설탄트(전무) 011-9866-6430

신휴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위원) 010-9375-8357

송화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위원) 010-7207-6057

채성규 ㈜정림건축 건축사사무소(전무) 010-4020-4135

최항석 고려대학교(교수) 010-4660-9943

추승연 경북대학교(교수) 010-6489-2475

허도학 ㈜유신(이사) 010-2023-6913

위  원

황제돈 ㈜에스코컨설탄트(사장) 010-9071-4160

전덕찬 ㈜유신(부사장) 010-3575-5405

이강주 창원대학교(교수) 010-9483-6485

고태영 SK건설(과장) 010-8987-6110

김지만 한국전력기술(차장) 010-2819-4984

류준범 한국도로교통공단(연구원) 010-3258-0060

박석기 새길엔지니어링(전무) 010-9134-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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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위  원

박의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실장) 010-8701-0723

반호기 강원대학교(교수) 010-9789-3070

송영학 경상대학교(교수) 010-3804-1092

신기혁 ㈜서영엔지니어링(상무) 010-3578-9136

신병묵 (주)엄&이종합건축사(본부장) 010-8653-2103

안성율 ㈜사이텍이엔씨(대표) 010-8469-0042

유용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 010-6396-7327

이미애 ㈜아이라이트(소장) 010-5366-3219

이재환 삼성물산 건설부문(차장) 010-6257-6230

이종우 ㈜파코코리아인더스(전무) 011-725-0425

임성보 삼우종합건축(소장) 010-3750-2502`

정운갑 ㈜정림건축 건축사사무소(실장) 010-8867-7579

정재호 ㈜유신(이사) 010-9985-3796

조형제 ㈜범창종합기술(상무) 010-4219-0491

한태권 삼우종합건축(부소장) 010-433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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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모임 일시 : 2016. 3. 25(금) 18:30~
장소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대회의실
의제 : 지하공간에서의 지열에너지 활용 및 2016년 학회 주제별 모임활동 

계획
참석자 : 이강주(창원대), 추승연(경북대), 이미애(건기연), 신병묵(엄&이 

건축), 이재환(삼성건설), 한신인(서영엔지니어링)

주요 활동사항

• 지하공간에서의 지열에너지 활용 - 지하공간 에너지구조체 개발, 설계 및 시공

• 주제별 2016년 학회 모임활동 계획

세부 활동내용 

  ○지하공간에서의 지열에너지 활용 - 지하공간 에너지구조체 개발, 설계 및 시공

  

<지하공간 에너지 구조체 개념도>           <제로 에너지 하우스 개념도>
 ○올해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분야 중, 지열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R&D 과제로써 서영에너지, 고려대학교, 
삼미지오테크가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올해 지열에너지 개발 활용기술은 일반적으로 천부(지하 200m이내)에서 15℃ 내외의 지
중열을 이용하여 냉난방 공조시스템에 이용하는 방법과 심부(지하 1~3km)의 열수를 이
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구분됨.

○본 과제는 장래 에너지고갈 내지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활용하
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성이 없는 기존의 지하공간 시설에 지열에너지 성능을 부여
하기 위하여, 건물 기초부에 마이크로 파일공법을 이용한 선형 에너지구조체를 조성하거
나, 바닥/벽체부에 패널을 이용한 면형 에너지쉘 구조체를 개발하여 건축물 냉난방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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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지열에너지를 도입하는 기술임. 또한 지반조건, 지하수조건에 따른 열적 효율을 
높이면서 지열시스템 사업비를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최적화 기법을 반영한 설계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함

 ○주택건축계획에 있어서 현재 에너지저감, 활용기술이 반영된 미래 주택·건축물 설계방안
으로 Passive design이나 Zero Energy House 설계기법이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중 특히도심지에는 태양광·열에너지 외에 타 신재생
에너지 대비 효율이 우수한 지열에너지 활용기술이 적용되어야 가능함.

 
 ○주제별 2016년 학회 모임활동 계획 요약
   ▪전후반기 각 4회: 3, 4, 5, 6월/9, 10, 11, 12월
   ▪전후반기 세미나, 현장 답사계획
      •3월: “지하공간에서의 지열에너지 과제” 소개
      •4월: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PJ. 당선작 -서울연대기-”
          시청~시의회 지하공간개발 PJ., 미국 Terminal 7 Architects의 조경찬 소장발표
      •5월:  “터널 진입부에서의 디자인(안)” 
      •6월: “서울메트로 9호선 역사 통합환경디자인” PJ.
   ▪후반기 세미나(3회), 현장 답사 1회 계획(안)
      •GeoCity & GeoVille 기획사항 재조명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복합지하공간 현장.
      •도심대기환경 대응 지하공간 공기질 및 순환 고찰
      •대형복합지하공간 개발사업과 시민 거버넌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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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대기 당선작 조감도>

4차모임 일시 : 2016. 4. 29(금) 18:30~
장소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대회의실
의제 : 서울시 (구)국세청 별관 지하공간 계발 계획 세미나
참석자 : 고태영(SK건설), 안재선(서울디자인재단), 윤대영(서울디자인재단), 

이미애(아이라이트), 이강주(창원대), 서미란(메카디자인), 
송재명(서울디자인재단), 한신인(서영엔지니어링), 황제돈(에스코)

주요 활동사항

• 서울시 (구)국세청 별관 지하공간 계발 계획 초청세미나

세부 활동내용 

○서울시 (구)국세청 별관 지하공간 개발 프로젝트 공모전 당선작, “서울연대기” 발표 세미나
    - 발표자: 조경찬 소장, <미국, Terminal 7 Architects >
 

        <지하융복합개발기술위 모임-1>       <지하융복합개발기술위 모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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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937년 당시 체신부 산하 국세청 남대문 별관자리 지상 6층, 지하1층으로 구성
되어 있었던 옛 국세청 별관 지상·지하를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간 설계 
공모에서 미국의 '터미널 7 건축사사무소'의 '서울 연대기'를 선정하였음.

○ 현재 대상부지는 세종로 개발 등에 의하여 기존 건물을 해체하여 현재 대지 형태로 비어
있음. 지상부 플랫폼을 소광장으로 계획하여 기존의 지상부는 없애고 단층으로 돼 있는 
지하는 약 10m 깊이의 3층으로 지하공간 시설물과 함께 나눠진 가변적인 전시 공간으로 
에트리움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시설물 크기는 가로 45m, 세로 27m이고 지상으로부터 
용이한 접근과 지하 2층 위치에서 덕수궁 지하보도가 연결되도록 계획하였음.

○ 공모전에서 심사위원들은 '서울 연대기'가 △서울의 중심 역사 공간 △시민들을 위한 공공
공간 △미래의 창의공간 등으로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장 완성도 있게 제시했다고 평
가하였고, 특히 주변의 역사적·자연적 지형을 건축과 조경으로 잘 담아내었다고 평가하였
음.

 
○ 당선된 '서울 연대기' 외에도 운생동 건축사사무소의 '역사문화연결체'(2등), 디자인그룹오

즈 건축사사무소의 '서울의 거실'(3등) 등이 당선되었고, 가작으로 10개 작품을 선정하였
음.

○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17년 완공할 예정이므로 
오는 6월경에 바로 착공과 함께 Fast track 형태로 설계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시에서는 옛 국세청 건물 주변이 서울의 근·현대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므로 세종대로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 시민들이 역사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할 수 있
는 시민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음. 

○ 땅에서 들어 올려진 플랫폼은 지하 공간의 지붕 역할이면서 동시에 세종대로 변의 근경과 
소공로를 따라 열린 원경을 바라보는 조망점을 제공하고, 지하 전시공간은 시민청과 연계
돼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담을 것으로 예상됨. 

○ 서울은 지형적으로 주변에 산이 둘러 싸여 있고 도심 건축물이 존재하여 다양한 높이와 
변화되는 스카이라인이 존재하므로 본 대상지의 주변의 단절되어 있던 요소를 서로 이어
주는 컨셉을 두었음. 

○ 시에서는 운영주체가 서울역사 박물관이고, 본 대상지에 서울 도시모델을 전시할 수 있도
록 하고 도서관 등 시민의 문화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였음. 다만 지상 지하차도
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대상 지하공간 시설의 시민활용성이 작아질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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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모임 일시 : 2016. 5. 27(18:00 ~ 20:00)
장소 :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북세니마실
의제 :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현장견학 및 서울디자인 재단과 협력
참석자 : 한신인(서영엔지니어링), 이강주(창원대학교), 

김동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휴성(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호((주)유신), 고태영(SK건설), 채성규((주)정림건축), 
허도학((주)유신), 서미란(디자인메카), 이미애((주)아이라이트), 
박치면(에스코컨설턴트), 최항석(고려대학교), 
송화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황제돈(에스코컨설턴트), 
전덕찬((주)유신), 안재선(서울디자인재단), 
송재명(서울디자인재단), 윤대영(서울디자인재단), 
신병묵((주)엄&이 종합건축), 정운갑((주)정림건축)

주요 활동사항

•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현장견학

• 서울디자인 재단의 활동 및 위원회와 협력에 대한 업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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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활동내용 

  ○ 서울의 새로운 명소 및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잡은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DDP)를 견학
하기 위하여 방문함.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DDP)를 우녕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윤대
영 본부장의 가이드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의 설계 개념, 공간 활용, 건물의 상징성, 
시공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수행함

  ○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의 견학을 마친 후 서울디자인재단의 비전, 역할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서울디자인재단의 안재선 팀장이 수행함

  ○ 서울디자인재단의 주요사업은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의 운영, 시민서비스 디잔인 및 디
자인 사업 진흥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역
확을 수행하고 있음
(1)안전을 확보하여 안심할 수 있는 지하상가

∙ 도심지 공공 지하인프라의 대표적 시설물인 중대규모 상업시설인 지하도상가에 
있어서, 특히 가장 재해 위험성이 높은 화재에 대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하상가의 운영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 또한 창의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디자인 적용과 함
께 지하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공간의 부가가치를 제고함

∙ 구체적으로 출구를 찾기 쉬운 지하공간을 계획하기 위하여 지하도상가 안전시설
을 구축하고 위치정보를 명확화하며 공간 차별화와 인지성을 강화함

∙ 사고시 기능을 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위급시 인간행태를 반영하고 인
간감각 신호를 다변화하며 비상장비 및 인적 대응체계를 구현함

∙ 상인들과 함께하는 시스템을 계획하기 위하여 사고대응 관리자 체계를 설정하여 
지하상가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

(2)국내 도심지하도 상가 현황과 특징 분석
①공간 구조와 동선의 특징

∙ 중심성의 부재: 지하공간내 광장부와 통로출구의 형태가 유사
∙ 장소성의 부재: 공간형태 및 색채 등이 동일하여 주요시설 및 접근 인지성 부

재
∙ 인지성의 부재: 긴 직선형 공간으로 시종점 구분 및 현위치 파악 난이, 출입구 

형태 유사 및 번호체계 등 부가정보 부재
②시설물 및 안전설비 특징

∙ 대피동선 차단의 문제: 각종시설물의 통로 점유로 안전 위협, 비상시 벽면인식 
한계

∙ 안전설비 분산의 문제: 안전설비의 설치위치 분산, 수량기준은 충족하나 규칙
성 없음, 손전등이나 소화기 등 통합배치 미흡

∙ 안전설비 인지의 문제: 안전설비 위치인식 난이, 낮은 위치에 소화용구 등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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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결절부와 통로부 등 공간구조특성을 반영한 설비표식 등 미흡
∙ 안내 시인 문제: 사인규격이 작아 시인성 부족, 주요 이용경로와 무관한 단순 

방향 안내
③인적 관리체계 특징 

∙ 인적 안내부스 관리의 문제: 최소 전파가 가능한 인적 안내부스 관리자의 잦은 
부재

∙ 비상대비 교육 실시: 최초 전파자의 역할, 임무 등 안전 교육내용 개선 필요
∙ 질서유지 및 합의 한계: 개별점포 물품적치선 미준수, 물품적치와 통로 디스플

레이
(3)비상시 신속하고 안전한 지하공간과 체계 계획

①공간인지 요소의 강화, 명확화
∙ 주요 결절부에 시각적 차별화
∙ 구획별 번호를 체계화하고 출구 정보와 탈출 경로의 인지요소를 차별화함

②실제적․입체적 탈출정보 제공
∙ 구체적인 음성안내 제공 시스템
∙ 화재시 연기 등에 대하여 인지도가 높은 색채 적용, 피난시 낮은 자세에서 보
이는 탈출 안내 사인

③상시 매장 운영과 비상시 탈출 정보의 조화
∙ 상가 매장 특성을 고려하여 상가 통로공간에서 일상적 점유와 안전을 위한 문
제 동시 해결 필요

④관리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
∙ 주요 결절부 안내부스, 안전 HUB기능을 부여하고, 최초 발견자의 즉시 행동 
가능 방법을 제시함

⑤공간의 쾌적성과 개성 연출
∙ 구역별 차별화을 통한 공간 가치를 증대함
∙ 점유통로 안전 가림대를 통한 매장환경 정리

○ 지하융복합기술위원회와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하도상가 안전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의 자문, 관련법규 및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국내외 벤치마칭 
사례 추천, 시범사업 추진시 현장평가 및 실시설계자문등에 대한 협의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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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모임 일시 : 2016. 6. 24(금) 18:30~
장소 : 학회 대회의실
의제 : ‘지하철 역사 환경색채연구용역-서울메트로 디자인 베이직 가이드’에 

대한 초청 세미나
참석자 : 한신인(서영), 추 승연(경북대), 이미애((주)아이라이트), 

김동규(건기연), 전덕찬((주)부사장), 신휴성(건기연), 
윤대영(서울디자인재단), 안재선(서울디잔인재단), 
허도학((주)유신), 이강주(창원대)

주요 활동사항

• ‘지하철 역사 환경색채연구용역-서울메트로 디자인 베이직 가이드’에 대한 초청 

세미나

세부 활동내용 

○ 서울메트로에서 발주한 ‘지하철 역사 환경색채연구용역-서울메트로 디자인 베이직 가이
드’중 ㈜아이라이트 이미애소장이 수행한 조명 가이드분야에 대한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결과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 본 과업의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서울메트로 1,2,3,4호선 정거장에 대한 조명가이
드라인을 제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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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의 개요에서 지하철 정거장의 조명계획의 기본은 ‘폐쇄감 완화 기능’, 시인성 증가 
기능‘, ’안전 기능‘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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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1,2,3,4호선의 지하정거장내의 조도 및 휘도와 옥외정정거장 휘도를 측정하여 아
래와 같이 문제점을 제시함

]

○ 또한 에너지 절감, 지하공간 폐쇄감, 마감재를 고려하지 않아 재료와 빛의 부조화발생, 안
내사인 및 광고물의 조명간섭에 대한 문제점들 제시.

○ 이러한 현재 현황 및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각각의 조명요소들리 따로 분리되어서는 안됩
니다‘라는 향후 조명에 대한 기본컨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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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방식(전반조명, 국부조명), 조명 색온도 범위, 발광광고물에 대한 밝기 기준, 입출구
부 순응 기준, 옥외 정거장 기준, 공간 기본 요소(천장, 벽, 기둥), 공간 체계(외부, 입출
부, 대합실, 개찰구, 통로, 옥내승강장, 옥외승강장, 환승구간, 안내사인, 발광광고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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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명의 공통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
○ 또한 3가지 타입(클래식 모던, 내츄럴 모던, 심플 모던)을 기준으로 조명방식(전반조명, 

국부조명), 조명 색온도 범위, 발광광고물에 대한 밝기 기준, 입출구부 순응 기준, 옥외 
정거장 기준, 공간 기본 요소(천장, 벽, 기둥), 공간 체계(외부, 입출부, 대합실, 개찰구, 
통로, 옥내승강장, 옥외승강장, 환승구간, 안내사인, 발광광고물) 에 대한 조명의 공통 가
이드 라인을 제시함

○ 제시된 3가지 타입(클래식 모던, 내츄럴 모던, 심플 모던)에 대한 시범디자인에 대한 설
명. 클래식 모던을 적용한 안국역 정거장 디자인 계획, 내츄럴 모던을 적용한 강변역 디
자인 계획 및 심플 모던을 적용한 충정로역 정거장 디자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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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모임 일시 : 2016. 9. 30(금) 18:30~
장소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대회의실
의제 : 도심지내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3가지 주제 발표 및 토의
참석자 : 한신인(서영), 이강주(창원대), 최항석(고려대), 김동규(건기연), 

박치면(에스코컨설턴트), 신휴성(건기연), 신병묵((주)엄&이), 
정재호(유신), 허도학((주)유신), 전덕찬(유신), 신기혁(서영), 
서미란(디자인메카), 채성규(정림건축), 한태권(삼우)

주요 활동사항

• 도심지내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3가지 주제 발표 및 토의

세부 활동내용 

○ 도심지내 지하공간 활용에 대하여 다음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수행함
   1. The Low Line Park in New York
   2. La Defense  -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디자인 
   3. Geo-City PJ - Underground City 
○ ‘The Low Line(로우라인)’ 프로젝트(2012~2021)는 미국 New York시에 1948년 이후 

방치된 옛 전차 터미널 지하공간(4,046㎡)을 개조해 세계 최초의 지하공원을 조성하는 프
로젝트다. ‘The Low Line(로우라인)’은 첨단장비를 이용해 태양광을 지하 20피트(6.1m) 
깊이로 끌어들여 70종 이상, 3,000가지가 넘는 식물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Kick Starter)를 통해 나사(NASA) 인공
위성 엔지니어 출신 제임스 램지(James Ramsey)와 3,300명의 후원자가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현재는 제임스 램지가 주도하는 팀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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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La Defense 복합환승센터는 파리 도심 서쪽 6km외곽에 1954년도 계획하여 
2.6조원을 투입하여 건설함. 연장 약 2Km이고 약 230만평에 복층형 유럽최대 복합지하도
시를 구축함. 환승 및 동선시스템은 TGV, Metro, Express Bus 및 국철 환승이 가능하고 
18개 노선 26,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구축함. 또한 인공지반 및 다층구조
로 지하도시공간 및 교통처리체계를 구축함. 부대 시설은 업무, 주거, 상업, 숙박, 문화 등
의 복합기능 대공간을 구축함

○ La Defense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배경은 파리시 권역 종합계획으로 2차대전 후 인구과밀
과 경제성장, 공간자원 한계로 시작됨. 역사적 중심축(Great Axis)으로 19C 헨리 4세 이
후 구축된 일직선으로 루브르 박물관 - 콩코드 광장 - 상젤리제 거리 – 개선문 – 라데팡
스로 연결됨.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프랑스형의 도시개발 및 관광자원화, 시민배려 정책에 
기초한 자동차로부터 해방된 보행자 지상주의 도시 이미지 및 세계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과 완벽한 교통-상업-주거-문화 인프라 구축함

  

○ La Defense 복합환승센터의 업무지구는 거대한 복층 구조를 적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배려하고 지상공간은 모든 차량을 통행금지시키고 보행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지하
공간은 도로, 지하철, 국철, 고속철도, 주차장 등 교통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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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City PJ - Underground City은 이슈를 통하여 국가 R&D로 만들어 나가기로 함. 
다음과 같은 이슈를 도출함 

   - 미래 지하도시와 공간 창조기술
   - 공공-시민참여형 도시 거버넌스
   - 자연적-사회적 재해에 안전한 도시하공간 
   - 대규모 지하공간 위치계획, 차량과 보행자 흐름
   - BIM기반 대형 도시하공간 설계와 조성, 구축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Harvesting(지열, 태양열∙ 태양광, 기술 하이브리드화)
   - 도시하공간 청정 공기∙ 자연광, Recycling(물순환, 공기, 자연광, 오염물질 처리, 녹화

공간)
   - 재해재난에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과 유지관리(수재해, 지진, 화재, 예방∙ 피난∙ 대피∙ 

구조∙ 복구)
○ 2017년도 기술토론회는 5월 25일(목)에 지하융복합개발, 특수지하시설, 터널방재 3개 기

술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함. 본 기술토론회는 초청강연 1건과 각 기술위원회 관련 논문 
및 기술을 발표함. 2016년도 9월에 개최된 기술토론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관심
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비 및 최신 공법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정함. 2017년도 기술토론회
도 이러한 방향으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제선정을 위한 준비위원장, 기술위
원회 담당 전담이사 및 주관하는 3개 위원회 위원장이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본 위원회에서는 초청강연으로 일본 지진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진에 따른 지하공간의 피해
사례 또는 미세먼지 전문가에 의한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을 도출함. 또한 본 위원회의 장점인 건축분야와 협력을 홍보하고 건축분
야에서의 지하공간 활용 및 사례를 기술토론회에서 소개하는 방향도 도출함. 건축분야의 
지하공간 활용 및 사례로는 연세대학교 백양로, 시청앞 지하공간 활용 계획, 광주 아시아 
문화전강, Coex 리모데링 및 확장, 영동대로 지하공간 활용 계획, 지하공간을 위한 조명 
및 디자인 활용 및 사계등등에 대한 의견을 도출함 

○ 본 위원회의 연간기술보고서는 2016년 12월에 제출예정이고 2017년도 4월 봄학술발표회
에서 성과발표를 할 예정임. 2016년도 본 위원회의 주제로는 미래의 지하도시 Geo-City 
및 시민주거 생활공간 Geo-Ville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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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모임 일시 : 2016. 10. 28(금) 18:30~
장소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대회의실
의제 : “서울지하철 9호선 사례를 통한 환경디자인에 대한 이해”세미나 발표 

및 토의
참석자 : 황제돈(에스코), 이강주(창원대), 이미애(아이라이트), 

서미란(디자인메카), 허도학(유신), 최항석(고려대), 한신인(서영)

주요 활동사항

• “서울지하철 9호선 사례를 통한 환경디자인에 대한 이해”세미나 발표 및 토의

세부 활동내용 

■ “서울지하철 9호선 사례를 통한 환경디자인에 대한 이해”
     발표자 : 서미란 대표님/디자인메카

        
          <위원회 10월 모임>           <서울메트로 9호선 Design Comcept>
■ 도시 환경디자인의 이해
 ○21세기 디자인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시민 삶의 질 가치에 대한 변화가 큼. 그러므

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독창∙독보적인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음 
 ○해외 선진국의 디자인 의미를 살펴보면, 
  ◾독일은 과학의 이름으로 이태리는 예술의 이름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공예품 의미

로, 미국은 비즈니스적 의미로 디자인을 활용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는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디자인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하였으나 문화적인 

정체성과 섬세함이 부족함. 더 이상 남을 따라하지 않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
의적 디자인을 생산하여야 할 것임

 ○해외의 도시디자인은 사실 과거부터 시민들이 살아오는 일상이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시대변화와 함께 시설과 건축물 등으로 자연스럽게 구현되면서 발전하여 오는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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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됨. 그러나 한국의 서울은 과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고도의 도시로서 존재하였으
나, 일제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고 매우 급격한 근대화 산업화와 함께 양적인 성장을 이루
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나 도시디자인의 큰 밑그림 없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큼.

 ■ 9호선 메트로에서의 환경 디자인
 ○서울지하철은 현재 시민 교통인원 세계 3위, 규모로도 세계 4위에 이르는 위상으로 있음. 
 ○과거 서울 제 1기 지하철(1, 2, 3, 4호선) 단계의 디자인 특성을 보면 통합적 계획하에 

이루어지지않아 처음 서울지하철 건설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자금투자가 
많이 되었으나 장식적이며, 재료와 색상이 많이 사용되어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
음

 ○서울 2기지하철(5, 6, 7, 8호선)의 경우, 토목과 건축과 마감재 등이 다 끝나는 단계에서 
디자인분야가 투입되었으므로 창의적 디자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실질적으로 없었음. 그러므로 마감재료 측면에서 일부 통일성을 두거나 색채디자인으로 
쾌적한 공간으로의 명도, 채도 색상연구를 시도한 정도의 한계가 있었음. 결과적으로는 
통합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론적으로 기술과 디자인의 연계성, 조화성을 구현하
지 못하였음.

○서울지하철 9호선은 각 건설공종별 설계프로세스를 변화시켜 9호선의 정체성(Identity)을 
설계단계 초기부터 제언하고 반영도록 하였음. 특히 민자사업 특성상 토목분야 건설에 이
어 환경디자이너가 설계초기 단계부터 투입되어 엔지니어와 건축가 등과 함께 작업하여 
완성할 수 있었음

○2003년은 CI계획, 2004년 색채계획, 2005년 Sign시스템개발 등 시공감리까지     진행하
였고, 2009년에 개통되었음.  당시 시민의 소비의식 패턴에 있어서 상품가격이나 기능뿐
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부가가치적 프리미엄 속성에 관심을 갖는 시대적 특성이 서울지
하철 9호선 디자인계획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울지하철 9호선을 한국 또는 서울의 대표적인 메트로를 건설하자는 목표하에, 디자인 
플랜에서 “한국인의 격 : 공간의 격을 만든다. 한강을 따라 흐르는 Metor9” 를 심포니 형
식으로 반영하였음. 전체 노선을 단계별로 악장 컨셉으로 나누어 제 1악장을 ‘역사의 땅’, 
제 2악장을 ‘삶의 땅’, 제 3악장을 ‘담대한 땅’, 제 4악장을 ‘비상의 땅’, 제 5악장(미정)으
로 하여 해당 주제하에 추진하였음.

 ○서울지하철 9호선의 대표 노선색은 “Gold”로 설정하였고, 색채의 위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건축물은 배경색으로써 고명도/저채도 색으로, 보조색으로는 알림(Sign)물이나 노선표현 
등에서 중명도/중채도, 추후 각종 광고물이나 이용시민의 의상 색이 존재할 것이므로 포
인트 칼라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 

 ○9호선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재료를 선택한 후 고급화하는 측면에서, 마감재를 모듈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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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추후 필요시 교체가 가능하고, 시설물이나 예술품등 특정한 대상물들을 인입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지하공간이나 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지
하공간 건설 계획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공간제한적 여건으로 인한 시설물, 공간의 선
과 면의 일치성 부조화 사항에 대하여 모듈화를 통한 디자인과 계획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주요한 이유임.

 ○기존의 1, 2단계 지하철은 지하공간내 각종 광고물과 알림판들이 무질서하고 어지럽게 설
치되었으나, 9호선의 경우와 같이 지하공간 면을 모듈화할 경우 유지관리 측면이나 미래 
시설물∙작품 등에 대한 크기나 재질을 적절하게 교체할 수 있으므로 매우 합리적임

 ○공간면의 모듈화와 함께 Sign물의 모듈화도 건축분야 기준 등에 맞추어 추진하였고, Sign
물내에 여백과 글자크기, 색 등을 이용하여 시인성을 높였음.

 ○지하공간 역사내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예술성이 높은 그림으로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만
들기 위하여, 9호선의 전체적인 플랜과 컨셉에 맞추어 협의하고 Colour Composition 방
법을 더하여 작품들을 설치하였음.

 ○9호선 1단계(24개역사)는 민자로 추진되었으나, 2단계는 턴키방식으로 사업추진 되는 사
유로 당초의 디자인 계획과 다소 단절된 채로 추진되었었음. 현재 3단계(8개 역사) 사업
에서 디자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음. 3단계는 송파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이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 5악장(천년의 땅) 개념을 새로이 설정하고, 초기 모듈화 개념을 업
그레이드하여 적용하였으며, 조명 디자인과 캐노피 디자인 등을 개선∙추진함.

 ○서울시 공공디자인에서 지하철 9호선의 디자인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장 중요
한 이유는 초기부터 환경디자이너가 합류하여 “노선의 컨셉과 공간의 개념” 을 철저히 수
립하고 이에 맞추어 엔지니어, 건축가, 조명전문가, 설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자이너들이 
함께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노력하였던 데에 있음. 

 ○그러므로 초기 건설 기획단계에서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설계프로세스의 변화가 현
재 국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후세에 남겨질 더 좋은 현
실”을 만들기 위하여 각 전문 분야가 함께 모여 고민하고 융합하는 새로운 접근 자세가 
필요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