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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반갑습니다. 청계천을 찾아주시고, 포근하게 감싸 안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계

천은 콘크리트 더미에 파묻혀 있던 암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생

명의 물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도심 속의 환경 복원이었고, 발상

의 전환과 강인한 의지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4,200 차례나 만나 

꾸준히 설득하는 노력이 있었고, 역할을 분담하고 마음을 모으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있었기에 가

능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3년여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공사 과정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계천 지하를 찾았습니다. 복개구조물 밑으로 매캐한 

냄새와 생활하수로 오염된 지저분한 곳이었지만, 그 악조건 속에서도 환기구를 통해 햇살이 자리 잡

은 곳에서는 새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염된 땅을 딛고 일어선 새싹은 오랫동안 꿈꾸었던 청계천 

복원에 희망을 예감하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새싹을 통해 청계천 복원이 흔들림 없이 추

진될 수 있으리라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3년여에 걸쳐 진행된 복원 사업은 천만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협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

고, 이제는 세계적인 관심 속에 새로운 한류를 불러일으키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

레에서는 대규모 환경 사업을 추진했던 발상 자체를 높이 평가해서 ‘최우수시행자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짧은 기간에 고가도로를 뜯어내고 자연하천을 복원한 “결단과 실천”을 놀

라워하고 있고, 곳곳에서 청계천을 친환경적 도심개발의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

원은 환경정책, 대중문화, 도시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년여에 걸친 청계천 복원 사업의 논의 과정과 목표설정,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실

을 기록하는 ‘청계천복원사업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널리 읽히고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서

울시는 앞으로도 청계천 물길과 함께 ‘세계일류도시’의 꿈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그간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무한히 감사드리며,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2006년 6월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열린 청계 푸른 미래를 꿈꾸며

청계천은 서울의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으로 본래의 명칭은 ‘개천(開川)’이었

다. 이 개천의 의미는 도읍의 배수가 잘 되도록 어느 정도 인공으로 만든 하천을 말하는데 청계천이

란 명칭은 일본인들이 붙였다고 한다. 풍수로는 물이란 막히면 죽고, 고이면 썩게 마련이다. 당시 도

읍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종횡으로 뚫린 개천과 넓은 시내가 

사람들이 내놓는 더러운 것들은 흘려보내고 순환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청계천프로젝트의 하나로 기억할만한 청계천복원사업이 2005년 9월 

30일 드디어 완공되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을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21세기 도시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서울의 이미지를 재창

조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청계천 복원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짐으로

써 수도서울의 600년 역사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청계천은 국내․외 관광객에게도 매력적

인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서울은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 서

울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효과를 이끌어 내는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청계천복원

사업의 논의단계에서의 준비, 진행과정, 결과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서울시는 청

계천복원사업 백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청계천 복원사업 백서는 총 5부, 12장으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역사속에서의 청계천의 모습을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청계천의 모습을 되짚어 보

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2002년 청계천 현황을 통해 파

악해 본다. 제1장에서는 청계천의 역사를 조선전기, 후기, 말기,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산업화시대

까지 연대별로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2002년 청계천의 모습을 통해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할 수밖

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본 후, 청계천복원사업의 의의를 통해 21세기 서울의 비전을 도출하고 사업의 

범위와 재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제2부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이 공론화되고 쟁점화되었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청계천복원사업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청계천복원사업을 원활히 이끌어 간 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청계천시민위원회,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의 역할 및 활동을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제1장에서는 청

계천복원사업이 자리매김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전략과 목표들, 복원사업을 가시화

했던 사전논의와 공론화과정 등을 체계화하여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의 역할을 역동적으로 기술한다.  

제3부는 청계천복원사업의 홍보와 갈등관리부문을 다룬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청계천복원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의 체계적인 홍보와 효과적인 갈등관리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3부에서는 청계천 추진 및 복원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의 홍보와 갈등관리를 

자세히 설명한다. 제1장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의 홍보전략과 내용을 기술한다. 특히, 복원공사에 착

수할 수 있었던 것은 상인들에게 CG작업을 통해 복원이후의 청계천의 정확한 미래상을 보여줬고 시

민체험 마케팅을 통해 신뢰를 심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청계천복원과정과 이후의 국내외의 

체계적 홍보과정과 그 결과에 초점을 두고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청계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는지 분

야별 관리법(상인, 교통, 역사, 수자원)과 대책에 대해 정리한다.  

제4부는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사 시행, 문화재 발굴 및 복원에 관한 부문으로, 청계

천복원사업의 시행결과로 청계천복원사업의 과정 및 구조물 철거부터 하천복원, 공사대비 교통처리 

대책, 교량 등에 대해 기술한다. 제1장에서는 청계천 복원의 기본구상과 청계천 복원사업마스터 플

랜, 하천복원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사업의 흐름과 주제를 동시에 고

려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설계의 내용을 주요 부문별로 나누어 구성하며, 제3장에서는 공사의 진행

과정과 결과물들을 부문별로 기술하되, 실제에 부합하도록 공구별로 작성한다. 제4장에서는 문화재

의 발굴과정과 복원내용을 자세히 기술한다. 

제5부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청계천의 모습을 전망한다. 제1장에서는 총 3차에 걸

쳐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에 기반하여 도시계획, 교통, 도심산업, 언론동향 등 부분별로 사업을 평가

하며, 제2장에서는 청계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와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도출된 문

제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등 향후과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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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청계천 어제와 오늘

“한양 천도 560여 년 동안의 숙원이 이제야 이뤄졌다!” 1961년 12월 청계천 복개도로 개통식에서 

당시 윤태일 서울시장이 감격해한 말이다. 청계천이 말끔히 덮이고 넓은 도로로 변모한 것을 감

격해한 것은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의 한 사람인 윤 시장만이 아니다. 서울시민 나아가 대한민

국 국민 모두 근대화와 발전의 징표로 받아들였다. 

…………………………………………………………………………………………………………………

………

청계천은 그 이름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서울 도심의 생명살이를 뒷받침해온 개천 곧 생태계의 

중심축이었다. 산과 들에서 흘러내린 빗물과 가정에서 쓰고 버린 수챗물을 모아 강으로 보내는 

물길이었다. 그 물은 천변의 풀이랑 나무의 목을 축이고, 송사리며 미꾸리를 키우기도 했다. 그러

나 도시 팽창과 인구 증가로 청계천은 썩은 물이 고인 죽은 하천이 됐으며, 사람들은 개천을 살

려서 더불어 사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덮어서 외면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

다. 생명과 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보다는 차량 통행 등 생활의 편리와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했

다. 늦었지만 이제나마 죽음의 길이 아닌 삶의 길, 자연의 길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한겨레신문 2006년 1월 17일 중에서

청계천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지기 전 청계천은 자연상태의 하천이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서울의 지리적 특성상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도성 한가운데로 물길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왕조가 도성 안에 있는 수로를 정비하기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물길이 형성되어 있었다. 일제강

점기 청계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조선 500년 동안 불리어 오던 '개

천'이라는 이름 대신에 '청계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울사람들의 생활과 함께 흘러온 

청계천은 하루아침에 더러운 하수구로 전락하여, 쓰레기와 오수로 뒤덮인 불결과 빈곤의 상징이 되었다. 청계천 복개 

이후 청계천은 근대화의 상징, 도심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서 청계천은 서울에서 가장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청계천 주변을 낙후시키고, 서울의 이미지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적 받으며 개발시대의 무지가 낳은 흉물로 인식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을 21세기적 시민의 

가치인 깨끗한 환경의 복원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제1부에서는 청계천의 자연환경과 역사 속에서의 청계천의 모습을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청계천의 모습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2002년 청계천 현황을 통해 파

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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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청계천의 자연환경과 역사

제1절 청계천의 자연환경

1. 청계천의 수계(水系)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는 ‘개천은 백악ㆍ인왕ㆍ목멱의 여러 골짜기 물이 합쳐져 동쪽으로 흘러 

도성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삼수구(三水口)를 빠져나가 중량포(中梁浦)로 들어간다’1)고 기록되어 있다. 즉 

백악산, 인왕산, 목멱산, 타락산 등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길들이 청계천의 수

계(水系)를 이루고 있으며, 청계천은 도성 곳곳의 물길들이 모여드는 대천(大川)으로 도성 한가운데를 서

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흘러 중량천(中梁川)과 합류한 다음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에 대해서는 ｢준천사실(濬川事實)｣, ｢한경지략(漢京識略)｣,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
考)｣ 등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준천사실｣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개 도성의 천거가 발원하는 곳은 북쪽은 백악산, 서쪽은 인왕산, 남쪽은 목멱산, 동쪽은 타락산

이다. ①그 발원지(發源地)가 백악산 서쪽 인왕산 동쪽으로, 백운동에서 내려오는 것이 물길 중 

가장 긴데, 굽이쳐 이어져 남쪽으로 흘러 자수궁교를 지나 ②옥류동, 누각동 아래로 흐르는 물과 

합류하여 금청교(禁淸橋)를 지나고, 또 남쪽으로 흘러 송첨교(松簷橋)를 지난다. ③사직단 남쪽, 

경희궁 북쪽 물길은 승전색교(承傳色橋)를 지나 송첨교 북쪽에서 (백운동 물길로) 들어와 남쪽으

로 흘러 돈의문 동북쪽에 있는 송기교(松杞橋)를 지난다. ④경복궁내수(景福宮內水)는 북어교

(北御橋)를 지나 서남쪽으로 흘러 송기교의 동북쪽으로 들어간다. ⑤경희궁내수(慶熙宮內水)는 

방목교(方木橋)를 지나 동쪽으로 흘러 송기교의 서남쪽으로 들어간다. 천은 이곳에 이르러 점차 

넓어지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꺾어져 모전교(毛廛橋)를 지난다. ⑥삼청동수(三淸洞水)

는 백악산 동쪽 기슭에서 시작하여 십자교(十字橋)를 지난다. ⑦대은암 아래로 흐르는 물길은 경

복궁 서쪽 금교(禁橋)를 지나 경회루 연못의 물과 합쳐져 금천교(禁川橋)를 지나 동남쪽으로 흘

러 남쪽 금교(禁橋)를 지나 삼청동 물길과 합쳐져 중학교(中學橋)를 지나고 남쪽으로 흘러 혜정

교(惠政橋)를 지나 모전교 서쪽에서 개천으로 들어간 후 동쪽으로 흘러 종각 남쪽에 있는 대광통

교(大廣通橋)를 지난다. ⑧황화방ㆍ정릉동수(皇華坊貞陵洞水)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군기시

교(軍器寺橋)를 지난다. 다시 동쪽으로 흐르는데 ⑨창동 수각교(水閣橋)에서 흐르는 물길과 합쳐

져 동쪽으로 흘려 소광통교(小廣通橋)를 지난다. 또한 ⑩회현동, 장흥동 아래로 흐르는 물길 및 

⑪명례동 아래로 흐르는 물길이 합쳐져 조금 북쪽으로 흘러 곡교(曲橋)를 지나 대광통교의 물길

과 합쳐져 장통교(長通橋)〔옛날 광통교 동쪽, 장통교 서쪽에 광제교(廣濟橋)가 있었는데, 지금

은 없다〕를 지나는데, 이곳에 이르러 천은 더욱 넓어진다. 동쪽으로 흘러 수표교(水標橋)를 지

1) ｢동국여지승람｣권3, 한성부 산천 ｢開川 白岳仁王木覓 諸谷之水 合而東流 橫貫都城中 出三水口 而入于中梁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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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데, 수표교 서쪽 한 가운데에 석표(石標)가 있는데, 척(尺)ㆍ촌(寸)이 새겨져 있다.〔예전에 

덮개돌이 있었는데, 훼손되어 지금 고쳤다〕또 동쪽으로 흘러 하량교(河梁橋)〔예전에는 신교(新
橋)라고 했다〕를 지난다. ⑫장수교(長壽橋)ㆍ이전동수(履廛洞水)는 동북쪽으로 흘러 영풍교 서

쪽으로 들어간 다음 동쪽으로 흘러 영풍교(永豊橋)〔속칭 효경교(孝經橋)〕밑을 지난다. ⑬주자

동 아래로 흐르는 물길과 ⑭부동ㆍ암이문동 아래로 흐르는 물길은 모두 북쪽으로 흘러 태평교 서

쪽에서 (대천으로 흘러) 들어간 다음 동쪽으로 흘러 태평교(太平橋)〔속칭 마전교(馬廛橋)〕밑을 

지난다. 태평교 위쪽에는 남쪽과 북쪽 모두 분류(分流)가 있는데, ⑮남쪽 분류는 금위영의 남별

영에서 발원하여 무침(無沈), 청녕(淸寧) 등 여러 다리를 지나 훈국(訓局)의 염초청(焰硝廳) 서

쪽에 이르러 개천으로 들어온다. ⑯북쪽 분류는 곧 이교(二橋)〔예전에 연지동교(蓮池洞橋)라고 

하였다〕의 물길로 창경궁 후원에서 발원하여 금천교(禁川橋)을 지나 선인문(宣仁門) 옆 수구를 

나와 남쪽으로 흘러 신석교(新石橋)〔혹은 황참의교(黃參義橋)라고 한다〕에 이르러 동쪽으로 흐

르다가 남쪽으로 꺾어져 연지동을 지나온다. ⑰회동ㆍ제생동수(灰洞ㆍ濟生洞水)는 남쪽으로 흘러 

향교동으로 들어가 동쪽으로 꺾어져 파자교(把子橋) 밑을 지난다. 파자교는 창덕궁 돈화문 남쪽

에 있다. 파자교수(把子橋水)는 서쪽으로는 ⑱금위영 아래 작은 개울의 돈녕부를 지나오는 물길

과 합쳐지고, ⑲동쪽으로는 북영 물길로 요금문 옆 수구를 지나 창덕궁 금천교 밑으로 들어와 단

봉문 옆 수구로 나오는 물길과 합쳐진 다음 동쪽으로 흘러 종묘 앞 다리〔宗廟前橋〕와 이현동 

다리〔梨峴洞橋〕를 지나 태평교 북쪽에서 개천으로 들어간다. ⑳대소(大小) 안국동수(安國洞
水)는 남쪽으로 흘러 대사동을 지나 종각 동쪽에 있는 통운교(通雲橋)〔속칭 철물전교(鐵物廛
橋)라고 한다〕밑을 지나고, 큰길을 가로질러 꺾어진 다음 동쪽으로 흘러 이교 남쪽에서 개천으

로 흘러 들어가 태평교를 지나 오간수문(五間水門) 아래로 흐른다. 또한 별항(別港)이 있는데 남

쪽은 둘, 북쪽은 하나이다. 남쪽은 쌍이문동 및 남소문동수(南小門洞水)로 북쪽으로 흘러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북쪽은 곧 초교(初橋)〔예전에는 동교(東橋)라고 하였다〕수(水)로 

그 발원지 중 하나는 혜화문 옆이며, 또 하나는 반궁 남동쪽이다. 두 물길이 합쳐져 어의동 본궁

을 지난 다음 남쪽으로 흘러 흥인문 남쪽에 있는 초교를 지난다. 초교에서 수십 보를 지나 개천

에 도달한 다음 오간수문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 영도교(永渡橋) 밑을 지난다. 남소문동 아래로 

흐르는 물길 하나는 이간수문을 지나 영도교 서쪽에서 대천(大川)과 합류한다. 영도교에서부터 

송기교까지는 3천보이며 넓이는 영도교 52보, 태평교 34보, 영풍ㆍ하량ㆍ수표ㆍ장통교는 모두 

24보이다. 이곳보다 상류 및 지천, 소천은 10여보 되는 것도 있고, 10보가 되지 않는 곳도 있으

며, 2, 3보에 이르는 곳도 있다.2)

2) ｢준천사실｣ ｢盖都城川渠之所發源者 北有白岳 西有仁王 南則木覓 東則駝酪。 其出白岳之西仁王之東 而自來者 源派㝡長 迤邐南流 經慈壽宮橋 與玉
流洞樓閣洞下流合 而爲禁淸橋 又南爲松簷橋。 而社稷洞慶熙宮北之水 經承傳色橋 入于橋北 又南而爲松杞橋 在敦義門東北。 景福宮內之水 由北御橋 
而南流者 入於橋之東北。 慶熙宮內之水 由方木橋 東流者 入於橋之西南。 川至此 稍大 南迤東折 爲毛廛橋。 三淸洞之水 出於白岳東麓 南流 經十字
橋 與大隱巖下流之從景福宮西禁橋。合慶會池水 過禁川橋東南 出南禁橋者會 爲中學校南流 爲惠政橋 入於毛廛橋西 又東 而爲大廣通橋 在鐘閣南。皇
華坊貞陵洞水 自西而東 爲軍器寺橋。 又東 與倉洞水閣橋下流合 又東 而爲小廣通橋。 又與會賢洞長興洞下流 及明禮洞下流合 又小北 爲曲橋 輿大廣
通橋之水合 而爲長通橋(舊有廣濟橋 在廣通之東 長通之西 今廢) 至此 而川益闊矣。 又東 而爲水標橋 橋之西 正中有石標 刻尺寸(舊有蓋石 缺壞今改) 
又東 而爲河梁橋(舊稱新橋)。 長壽橋及履廛洞水 東北流 入於橋西 又東而爲永豊橋(俗稱孝經橋)。 鑄字洞下流 及部洞暗里門洞下流 並北流 入橋西 又
洞 而爲太平橋(俗稱馬廛橋)之上。 南北 俱有別港。 在南者 源出禁衛南別營 經無沈淸寧諸橋 至訓局焰硝廳之西 入于川。 在北者 卽二橋(舊稱蓮池洞
橋)之水 發源於昌慶宮之後苑 由禁川橋 出宣人門傍水口 南流 至新石橋(或稱黃參議橋) 東迤南折 經蓮池洞來。 灰洞濟生洞之水 南流入鄕校洞 東折 而
爲把子橋 橋在昌德宮敦化門之南。 把子橋之水 西與禁衛營下 小渠之過敦寧府來者合 東與北營水之 由曜金門傍水口 入昌德宮之禁川橋 出丹鳳門傍水
口 來者合。又東過宗廟前橋 梨峴東橋 入于橋之北。 又大小安國洞之水南流 過大寺洞 爲通雲橋(俗稱鐵物廛橋) 在鐘閣東 穿過大路 折而東流 入二橋之
南 達于川 由太平橋 而下五間水門。亦有別港 南二而北一 南則雙里門洞及南小門洞之水 北流而入焉。 北則初橋(舊稱東橋)之水 其源 一出於惠化門之
傍 一出於泮宮之南東 合流而過於義洞本宮 又南流爲初橋 在興仁門西 過初橋數十步 達于川 過五間水門 東而爲永渡橋。 南小門洞下流 一派 又有出二
間水門者 與大川合於永渡橋之西。 自永渡橋 至松杞橋 凡三千餘步 其廣則永渡橋五十二步 太平橋三十四步 永豊河梁水標長通諸橋 皆廣二十四步。 過
此以上及傍支小川 有十餘步者 有不能十步者 至有二三步者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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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천사실｣에서는 도성 내 하천, 즉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을 대략 24개로 정리하고 있다. ｢한경지략｣
과 ｢동국여지비고｣에도 도성 내 하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한경지략｣에서는 15개로 분류하고 있는

데, ｢준천사실｣과 비교하여 그 수가 적은 것은 옥류동천, 사직동천, 경복궁내수, 경희궁내수, 대은암천, 

안국동천, 금위영천, 회현동천 등의 물길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동국여지비고｣에서는 대략 19개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데, ｢준천사실｣에 기록된 안국동천, 회동ㆍ제생동천, 필동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한 설명이 빠

져 있다. ｢준천사실｣, ｢한경지략｣, ｢동국여지비고｣의 기록과 옛 지도를 비교하여 보면 개천을 포함하여 도

성 안에서는 대략 24개 정도의 크고 작은 하천이 청계천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도성 밖에서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은 흥인문(興仁門) 밖 영미정동(永美亭洞)에서 동지(東池) 옆을 지

나 영도교 상류에서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하천, 혜화문(惠化門) 밖 활인서(活人署) 부근에서 발원하여 안

암동(安岩洞)을 거쳐 영도교 아래에서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안암천(安岩川), 도성 밖 사아리(沙阿里) 부근

에서 발원하여 제기(祭基)ㆍ전농(典農)ㆍ답십리(畓十里)를 거쳐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정릉천과 남산 동활

인서(東活人署) 부근에서 발원하여 영도교 부근 지점에서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하천 등 모두 4개가 있었

다. 즉 문헌기록과 고지도를 통해서 볼 때 도성 안팎에서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은 대략 28개였다. 이

상 문헌기록과 옛 지도에 나타나는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을 정리하면 〈표 1-1-1〉과 같다. 

문헌에 기록된 물길이 어디서 발원하여 어떻게 흘렀는지는 옛 지도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

다. 18세기 이후 서울의 모습을 담은 지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서울의 산과 하천, 궁

궐, 관아, 도로, 시장 등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중에서 서울의 옛 물길과 다리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

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는 1760년경에 제작된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서울역사박물관 소장)3), 1780

년경에 제작된 ｢도성지도(都城地圖)｣(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4), 1800년경에 제작된 ｢한양도성도(漢陽都
城圖)｣(호암미술관 소장)5),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수선총도(首善總圖)｣(개인소장)6)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양도성도｣을 바탕으로 청계천을 비롯한 옛 서울의 수계를 그려보면 〈그림 1-1-1〉과 같다.

3)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94, 도판번호 9 참조. 

4) 허영환, 위의 책, 도판번호 16 참조

5) 허영환, 위의 책, 도판번호 12 참조

6) 허영환, 위의 책, 도판번호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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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명(필자정리) 준천사실(1760년) 한경지략(1830년대) 동국여지비고(1870년경)

1 백운동천(白雲洞川) 백운동래자(白雲洞來者) 백운동천수(白雲洞川水)
원출인왕산백운동

(源出仁王山白雲洞)

2 옥류동천(玉流洞川)
옥류동 누각동하류

(玉流洞ㆍ樓閣洞下流)

옥류동ㆍ누각동수

(玉流洞ㆍ樓閣洞水)

3 사직천(社稷川)
사직남경희궁북지수

(社稷南慶熙宮北之水)

원출사직남경희궁북

(源出社稷南慶熙宮北)

4 경복궁내수(景福宮內水) 경복궁내지수(景福宮內之水)

5 경희궁내수(慶熙宮內水) 경희궁내수(慶熙宮內水)

6 삼청동천(三淸洞川) 삼청동지수(三淸洞之水) 삼청동천수(三淸洞川水) 삼청동수(三淸洞水)

7 대은암천(大隱巖川)
대은암하류(大隱巖下流) 원출대은암(源出大隱巖)

경회지수(慶會池水) 경회지수(慶會池水)

8 정릉동천(貞陵洞川)
황화방정릉동수

(皇華坊貞陵洞水)

군기시교천수

(軍器寺橋川水)
정릉동(貞陵洞)

9 창동천(倉洞川) 창동수(倉洞水) 창동천수(倉洞川水) 북창동(北倉洞)

10 회현동천(會賢洞川)
회현동ㆍ장흥동하류

(會賢洞ㆍ長興洞下流)
회현동(會賢洞)

11 남산동천(南山洞川) 명례동하류(明禮洞下流) 남산동천수(南山洞川水) 명례동(明禮洞)

12 이전동천(履廛洞川)
장수교 및 이전동수

(長壽橋及履廛洞水)

13 주자동천(鑄字洞川) 주자동하류(鑄字洞下流) 주자동천수(鑄字洞川水) 주자동(鑄字洞)

14 필동천(筆洞川)
부동ㆍ암이문동하류

(部洞ㆍ暗里門洞下流)
필동천수(筆洞川水)

15 생민동천(生民洞川) 생민동천수(生民洞川水)

16 묵사동천(墨寺洞川)
원출금위남별영

(源出禁衛南別營)
묵사동천수(墨寺洞川水) 금위남별영(禁衛南別營)

17
창경궁옥류천수

(昌慶宮玉溜泉水)
이교지수(二橋之水) 옥류천수(玉溜泉水) 응봉동북영(鷹峯東北營)

18
회동ㆍ제생동천

(灰洞ㆍ濟生洞川)

회동ㆍ제생동지수

(灰洞ㆍ濟生洞之水)

원동ㆍ계생동제천수

(院洞ㆍ桂生洞諸川水)
회동제생동(灰洞濟生洞)

19 금위영천(禁衛營川) 파자교지수

(把子橋之水)

금위영(禁衛營)

20 북영천(北營川) 북영수(北營水) 북영천수(北營川水)

21 안국동천(安國洞川) 안국동지수(安國洞之水) 안국동(安國洞)

22 쌍이문동천(雙里門洞川) 쌍이문동 및 남소문동지수

(雙里門洞及南小門洞之水)
쌍이동천수(雙里洞川水) 쌍이문동(雙里門洞)

23 남소문동천(南小門洞川) 남소동천수(南小洞川水) 남소문동(南小門洞)남수문동일파(이간수문)

(南小門洞一派)(二間水門)

24
성균관흥덕동천

(成均館興德洞川)

초교수

(初橋水)

반궁(泮宮)
성균관흥덕

동제천수

(成均館興德

洞諸川水)

성균관제천수

(成均館諸川水)

초교

(初橋)

동반수(東泮水)

西泮水(서반수)

혜화문(惠化門)
흥덕동제수

(興德洞諸水)
흥덕동수(興德洞水)

25 영미정동천(永美亭洞川)

26 안암천(安岩川)

27 정릉천(貞陵川)

28 동활인서천(東活人署川)

표 1-1-1. 청계천의 지천(支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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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청계천 수계도(水系圖)

①백운동천(白雲洞川) ②옥류동천(玉流洞川) ③사직동천(社稷洞川) ④경복궁내수(景福宮內水) ⑤경희궁내수(慶熙宮內水) ⑥삼청동

천(三淸洞川) ⑦대은암천(大隱岩川) ⑧정릉동천(貞陵洞川) ⑨창동천(倉洞川) ⑩회현동천(會賢洞川) ⑪남산동천(南山洞川) ⑫이전동

천(履廛洞川) ⑬주자동천(鑄字洞川) ⑭필동천(筆洞川) ⑮생민동천(生民洞川) 묵사동천(墨寺洞川) 창경궁옥류천수(昌慶宮玉溜泉

水) 회동(灰洞)ㆍ제생동천(濟生洞川) 금위영천(禁衛營川) 북영천(北営川) 안국동천(安国洞川) 쌍이문동천(双里門洞川) 

남소문동천(南小門洞川) 성균관흥덕동천(成均館興徳洞川) 영미정동천(永美亭洞川) 안암천(安岩川) 정릉천(貞陵川) 
동활인서천(東活人署川) 무악천 홍제천

2. 청계천의 발원지와 본류

지금까지 하천의 발원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리학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한강의 예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자기 고장의 자랑거리나 관광명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정하여 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하천의 발원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원지에 대한 학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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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념부터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7) 본고에서는 청계천의 발원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국립국어원

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원(지)’에 대한 어의(語義)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서는 ‘발원(지)’를 ‘흐르는 물줄기가 처음 시작하는 곳’8)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줄기가 처음 시작하는 곳’ 

이란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 ‘대천(大川)이나 대해(大海)와 합류지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먼 곳’ 또는 ‘하천 연장 상 가장 긴 곳’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준천사실｣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개 도성의 천거가 발원하는 곳은 북쪽은 백악산, 서쪽은 인왕산, 남쪽은 목멱산, 동쪽은 타락산

이다. 그 발원지가 백악산 서쪽 인왕산 동쪽으로, 백운동에서 내려오는 것이 물길 중 가장 긴데, 

굽이쳐 이어져 남쪽으로 흘러 자수궁교를 지나 옥류동, 누각동 아래로 흐르는 물길과 합류하여 

금청교를 지나고, 또 남쪽으로 흘러 송첨교를 지난다.9)

즉, 백악산, 인왕산, 목멱산, 타락산 등에서 발원하여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여러 지천 중에서 백악산 서

쪽, 인왕산 동쪽 사이에서 발원하는 백운동천이 가장 길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론 지리적인 장단(長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조선시대 사람들은 청

계천의 하천 연장상 가장 긴 곳을 백운동천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경지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인왕산 아래 백운동천의 물길은 동남쪽으로 흘러 자수궁교, 금청교, 송첨교, 송기교를 지나 동쪽

으로 흘러 모전교를 지나서 대광통교 및 장통교, 수표교를 지난다. 또한 신교 및 영풍교, 태평교

를 지나 동쪽 성곽의 오간수문과 영도교를 지나고, 그 동쪽 제반교를 지나 송파강으로 들어간

다.10)

｢한경지략｣에서는 백운동천이 흘러 자수궁교~금청교~송첨교~송기교~모전교~대광통교~장통교~수표교~

신교(하랑교)~영풍교(효경교)~태평교(마전교)~오간수문~영도교~중량천에 이르는 경로를 하나의 수계로 

설명하고 있다. 즉 지리적 장단(長短)을 떠나서 본류와의 연결 관계에 있어서도 개천 중간 중간에서 연결

되는 다른 지천들과는 달리 백운동천은 처음부터 직접 본류와 연결되는 하나의 물길로 보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백악산, 인왕산, 타락산, 목멱산 등 주변 산에서 흘러드는 모든 지천이 청계천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중 ‘청계천의 물줄기가 처음 시작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발원지를 말한다면 

백운동천이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하천｣, 2001, 44~45쪽 참조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원(지)｣(http//www.korean.go.kr/dictionary/kd01.htm) 검색

9) ｢준천사실｣｢盖都城川渠之所發源者 北有白岳 西有仁王 南則木覓 東則駝酪 其出白岳之西仁王之東 而自白 雲洞來者 源派㝡長 迤邐南流 經慈壽宮橋 
與玉流洞樓閣洞下流合 而爲禁淸橋 又南爲松簷橋｣

10) ｢한경지략｣권2, 교량 ｢仁王山下 白雲洞川水 東南流 經慈壽宮橋及禁淸橋松簷橋松杞橋 又東流 經毛廛橋  又經大廣 通橋及長通橋水標橋 又經新橋及
永豊橋太平橋 以接于東城五間水門外永渡橋 又東經濟盤橋 以達于 松坡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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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정선,｢백운동천｣｢장동팔경첩(壯洞八景帖)｣중
(1750년경), 간송미술관 소장 

백운동천은 북악산 서쪽, 인왕산 동쪽에 있는 백

운동 계곡에서 발원하였는데, 옛 지도를 살펴보면 

백악산 서쪽 자락 창의문(彰義門) 부근에서 발원

하였다.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이 그

린〈백운동(白雲洞)〉(<그림1-1-2>참조)에서 계곡

을 타고 흘러내리는 백운동천의 모습을 볼 수 있

다. 이곳은 현재 행정구역상 종로구 청운동에 속

하는데, 백운동천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청

운벽산빌리지가 들어서 있어서 발원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곳으로 올라오는 

길을 ‘백운동길’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 길을 따라 

백운동천이 흘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곳에서 

시작된 백운동천은 백운동길을 따라 흘러 자하문

길~도렴동길~광화문길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송

기교 부근에서 개천의 본류를 이루게 된다. 

조선시대에 ‘개천’이라고 할 때 상류인 백운동천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개천’이라고 할 때는 개천 본류를 가리킬 때만 사용하였다. 다만 어디서부터 어디까

지를 개천이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개천이라고 하는 부르는 구간이 있었다. ｢준천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영도교에서 송기교까지 3천여보이다.11)

㉡ 대천, 즉 송기교부터 장통교까지는 훈련도감에서 맡고, 장통교부터 태평교까지는 금위영에서 

맡고, 태평교부터 영도교까지는 어영청에서 맡고 있다.12)

위 ㉠, ㉡에서 개천 본류의 시작점은 송기교, 종점은 영도교로 보고 있다.13) 송기교는 현재 광화문 사거

리 서북쪽에서 세종문화회관 뒤편으로 이어지는 길목 부근에 있었으며, 영도교는 청계천 7가 성동기계공

고 옆 영미교길, 즉 동묘(東廟)와 왕십리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준천사실｣에서 종점을 

영도교로 규정한 것은 당시 개천 관리상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송기교 이하 중량천 합류지

점까지를 개천의 본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즉 발원지인 백운동 계곡에서부터 송기교까지는 백운

동천, 송기교부터 중랑천 합류지점까지는 개천, 즉 청계천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지도를 통하여 청계천의 발원지인 백운동 계곡에서부터 중량천 합류지점까지의 길이를 살펴보면 

발원지인 창의문부근에서부터 송기교까지가 약 3km, 송기교에서부터 중량천 합류지점까지가 약 8km로 

청계천의 총 연장은 대략 11㎞정도라고 할 수 있다. 

11) ｢준천사실｣ ｢自永渡橋 至松杞橋 凡三千餘步｣
12) ｢준천사실｣준천사절목, ｢大川則自永渡橋 至長通橋 訓局分授 自長通橋 至太平橋 禁營分授.受 自太平橋 至永渡橋下 御營分授｣
13) 김영상선생도 개천의 시작점을 송기교로 보고 있다.(김영상, ｢서울六百年4-낙산기슭, 청계천변｣, 태학당, 1996,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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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개천의 길이, 즉 송기교에서부터 영도교까지를 어느 정도의 거리로 파악하고 있었을까? ｢준
천사실｣에는 개천 본류, 즉 송기교에서 영도교까지의 길이를 3,000보로 기록하고 있으며, ｢동국여지비고｣
에는 송기교에서 장통교까지 768보, 장통교에서 태평교까지 1,181보, 태평교에서 영도교까지 1,173보라고 

하여 총 3,122보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1보는 주척(周尺)으로 6척이며,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24.86cm이다. 즉 3,000보는 3,746m, 3,122보는 3,893m로 ｢준천사실｣과 ｢동국여지비고｣은 약 143m 정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21년에 근대적인 측량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조선지형도집성(1:10,000)｣에서 

송기교에서부터 영도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면 약 3,888.4m정도14)로 ｢준천사실｣과는 143m, ｢동국여

지비고｣과는 약 5m 정도 차이가 난다. 즉 조선시대에 비교적 정확하게 개천의 길이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천의 넓이에 대해서는 ｢준천사실｣ 및 ｢동국여지비고｣의 기록과 ｢조선지형도집성｣에 나타난 개천의 넓이

를 측정하여 정리해 보면 <표 1-1-2>와 같다.

준천사실(1760년) 동국여지비고(1870년경) 조선지형도집성(1921제작)

상류, 지천부근다리
10여보~2ㆍ3보

(12.5~2.5m)

송기교에서 

장통교까지
10여보(12.5m)

송기교 지점 9.9m

광통교 지점 10.4m

영풍교, 하랑교,

수표교, 장통교 부근
24보(29.7m)

장통교에서 

태평교까지
20여보(24.9m) 장통교 22.4m

태평교 부근 32보(39.9m)
태평교에서 

영도교까지
30여보(37.5m)

태평교 지점 31.5m

영도교 부근 53보(64.9m)
오간수문지점 61.5m

영도교지점 66.7m

표 1-1-2. 청계천의 넓이

위의 <표 1-1-2>를 보면 개천은 상류인 송기교에서 광통교까지는 약 12m 내외 정도로 좁았으나, 남산에

서 내려오는 지천이 유입되는 장통교 부근에 이르러서는 상류보다 2배 이상 넓어져 약 25m정도가 되었으

며, 태평교 부근에 이르러서는 약 38m 정도 되었다. 그런데 오간수문 지점의 경우 ｢동국여지비고｣에서는 

태평교에서 영도교까지 30여보(37.5m)라고 하였으나 ｢조선지형도집성｣에서 약 61.5m라고 하여 약 24m이

상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원래 성곽 아래 수문이었던 오간수문 부근의 하폭은 약 37m정도였으나 일제

가 1908년 성곽과 오간수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근대식 철근 콘크리트 다리를 놓으면서 하폭이 확장되

었기 때문이다. 즉 ｢동국여지비고｣은 1870년 무렵 오간수문 지역의 하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지형도

집성｣은 1921년도 청계천의 하폭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지역의 하폭이 24m정도의 차이를 보이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5) 

14)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製作 一万分一朝鮮地形圖集成｣(1944) 43쪽과 49쪽의 “大正10年(1921)修正測圖 京城” 지형도 2장을 맞추어 현재(2002년)
의 지형도와 축척을 같게 해서 그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현재의 지형도 거리와 일치한다(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청계
천복원구간 문화재지표 조사보고서｣, 2003, 17쪽).

15) 중앙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2003.12.11~2004.6.30) 결과 오간수문지의 경우 유구길이 37m정도로 ｢동국여지비고｣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복개 하천의 폭 또한 약 60m로 ｢조선지형도집형｣에 나타난 하천 폭과 거의 일치하였다.



제1장 청계천의 자연환경과 역사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5

제2절 청계천의 역사

1. 조선 전기

조선왕조가 한양에 도성을 건설하기 전 개천은 여느 하천과 마찬가지로 ‘구거(溝渠)’ 또는 ‘천거(川渠)’로 불

리는 자연하천이었다. 개천은 건천(乾川)으로 평상시에는 대부분 말라 있었으나 우기(雨期)가 되면 주변 산

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났으며, 조금만 큰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가옥들이 침수되거나 다리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조선왕조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

한 후 도성건설과 함께 천거(川渠)를 정비하여 배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 중의 하나였다. 

천거에 대한 정비는 태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태종 6년(1406) 1월 충청ㆍ강원 장정 3천명이 궁궐수축에 

투입되었을 때 한성부의 역군 600명으로 하여금 개천을 파도록 하였으며,16) 이해 3월에는 조정 관리로 

하여금 과품(科品)에 따라 정부(丁夫)를 내어 개천을 파고 도로를 닦도록 하였다.17) 태종 7년(1407) 4월에

는 한성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천변(川邊) 거주자로 하여금 양안에 둑을 쌓고 나무를 심도록 하였다.18) 그

러나 이와 같은 일시적인 정비로는 홍수를 막을 수 없었다. 태종 7년(1407) 5월 도성에 큰비가 와서 천거

가 모두 넘쳤으며,19) 태종 9년(1409) 5월에도 큰비가 오자 다리가 모두 유실되고, 익사자가 생기는 등20) 

해마다 천거가 범람하여 물난리를 겪어야 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태종 11년(1411)에 이르러 조정에서는 천거를 개착(開鑿)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었으며, 이 해 

윤 12월 14일에 개거도감(開渠都監)21)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태종 12년(1412) 정월 15일부터 2

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경상ㆍ전라ㆍ충청 3도의 역부 52,800명을 동원하여 천거를 개착하는 대규모의 

개천공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실시한 역사의 내용을 보면, 장의동(藏義洞) 어귀로부터 종묘동(宗廟洞) 어

귀까지 문소전(文昭殿)과 창덕궁(昌德宮)의 문 앞을 모두 돌로 쌓았으며, 종묘동 어귀로부터 수구문(水口
門)까지는 나무로 방축을 만들고, 대광통교ㆍ소광통교와 혜정교, 정선방(貞善坊) 어귀, 신화방(神化坊) 어

귀 등의 다리를 석교로 만들었다.22) 

그러나 개천을 정비하는 일에는 많은 물력이 투입되었으므로 조정에서는 대역사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

았다. 따라서 개천도감은 행랑조성도감(行廊造成都監)으로 명칭과 기능이 전환되었으며, 개천정비도 중단

되고 말았다.23)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은 지류(支流)와 세천(細川)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태종 때의 개천정비가 

주로 개천 본류에 집중되었고, 지천(支川)과 세천(細川)을 정비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세종 

16) ｢태종실록｣ 권11, 6년 1월16일｢忠淸江原道丁夫三千 至都 德壽宮昌德宮赴役 各一千名 漢城府六百名 掌開鑿川渠｣
17) ｢태종실록｣ 권11, 6년 3월28일｢令在朝官吏 以科品 出丁夫 開川渠 治道路｣
18) ｢태종실록｣ 권13, 7년 4월20일｢川邊各戶 各於兩岸築防 栽木｣
19) ｢태종실록｣ 권13, 7년 5월27일｢大雨 京城川渠 皆溢｣
20) ｢태종실록｣ 권17, 9년 5월 8일｢大雨 水漲 橋梁盡毁 城內溺死者 二人｣
21) 태종12년 1월 10일부터는 ‘개천도감(開川都監)’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2) ｢태종실록｣ 권23, 12년 2월15일｢庚午 開川役 告訖 自藏義洞口 至宗廟洞口 文昭殿與昌德宮門前 皆以石築之 自宗廟洞口 至水口門 以木作防築 作
大小廣通惠政 及貞善坊洞口 神化坊洞口等橋 皆用石｣

23) ｢태종실록｣ 권23, 12년 2월15일 ｢以開川都監 仍爲行嗣造成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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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개천정비의 내용은 세종 3년(1421) 7월 3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使) 정진(鄭津) 등이 올린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물이 도성 밖으로 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수문을 추가로 만들었으며, 특히 지천 정비와 

관련하여 도성 중심부 개천으로 흘러드는 물길을 분산시켜 홍수에 대비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판한성부사 

정진의 상소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종루(鐘樓) 이하로는 지대가 모두 낮아서 도성의 물이 한 곳으로 몰려드는 것이 지붕 위에서 물

을 쏟아 붓는 듯 하여 집들이 물에 뜨고 침몰되는 일이 반드시 닥치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유사

에게 명하여 예전 도랑 자리에 그대로 깊고 넓게 내[川路]를 뚫어 수재(水災)에 대비하고, 또 좌

우 행랑(行郞)의 뒤에도 큰 도랑 하나를 만들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입니다.24)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종로 시전(市廛) 좌우 행랑 뒤편에 큰 수로를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옛 지도를 통해

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통교와 수표교 사이에서 개천으로 흘러들던 안국동천의 물길을 종로 시

전 우측(남측) 행랑 뒤편으로 돌려 이교(二橋) 부근에서 창경궁 옥류천수와 만나 마전교 부근에서 개천으

로 흘러들도록 하였으며, 수표교와 하랑교 사이에서 개천으로 흘러들던 회동ㆍ제생동천의 물길을 종로 좌

측(북측) 행랑 뒤편으로 돌려 역시 이교(二橋) 부근에서 창경궁 옥류천수와 만나 마전교 부근에서 개천으

로 흘러들도록 하였다. 즉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개천 상류로 유입되어 쉽게 홍수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길을 하류로 분산시킴으로써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림 1-1-3> 종로 시전(市廛) 좌우행랑 뒤편에 조성된 수로 

이외 경복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천을 정비하였으며, 정선방(貞善坊) 다리 1개와 연화방(蓮花坊) 다리 

2개, 창선방(彰善坊) 다리 3개, 덕성방(德成坊) 다리 1개 등은 모두 목교에서 석교로 교체하였다. 

또한 세종 23년(1441)에는 호조(戶曹)의 상소를 받아들여 마전교(馬前橋) 서쪽 수중(水中)에 표석을 세웠

다. 이 표석은 박석(薄石)을 놓고, 돌 위를 파고서 부석(趺石) 두 개를 세워 가운데에 방목주(方木柱)를 세

우고, 쇠갈구리로 부석을 고정시켜 척(尺)ㆍ촌(寸)ㆍ분수(分數)를 기둥 위에 새겨,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

24) ｢세종실록｣ 권12, 3년 7월 3일｢鐘樓以下 地皆卑下 都城之水輻輳建瓴 家舍漂溺 理勢必至 願令有司 因其舊渠鑿開川路 旣深且廣 以備水災 又於左右
行嗣之後 開一大渠 庶爲便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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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는데,25) 이것이 바로 수표(水標)이다. 수표는 개천의 수위를 사전에 측정함으로써 홍수를 예방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

세종 때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개천의 기능이 풍수학상의 명당수인가, 아니면 도시의 하수도인가 하는 논쟁 

끝에 하수도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세종 26년(1444) 11월 집현전 수찬(修撰) 이선로(李善老)는 개천에 더럽고 냄새나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도

록 금지하여, 물을 늘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의정 황희(黃喜)ㆍ우의정 신개(申
槩)ㆍ좌찬성 하연(河演) 등은 이선로의 주장에 찬성하였으나, 좌참찬 권제(權蹄)는 풍수설을 의논하는 사

람이 한 둘이 아니나 이치에 거슬리고 어긋나는 것이 있으므로 백성들의 불편과 실제의 효과성이 의문스

럽다고 반대함으로써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26) 이 논쟁은 같은 해 12월 21일 집현전 교리(敎理) 어효첨

(魚孝瞻)의 상소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어효첨은 도성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이 쌓이게 마련이며, 더러운 것을 흘려보낼 넓은 시내가 있어야 도읍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따라

서 개천의 물은 맑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27) 이것이 곧 세종 때 개천의 기능을 풍수상의 명당수로 할 

것인지, 생활하천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인데, 세종은 어효첨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이후 개천의 

기능은 도심의 생활하천으로 결정되었다. 

2. 조선 후기

태종, 세종 이후 영조가 즉위하기까지 약 300여 년 동안 개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28) ｢승정원일기｣숙종 27년 11월 7일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도승지 이사영(李思永)이 아뢰기를 “중대(中大) 천거(川渠)를 개국 이래 여러 차례 쳐낸 것은 더

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함이었는데, 언제부터 폐지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이 어릴 적인 50여 

년 전에 수표교, 효경교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두 말을 씻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으나 지금은 모

두 토사로 막혀 있고, 물 또한 흐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필시 크게 민력(民力)을 동원하여 토

사를 쳐내고 더러운 것을 씻어 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동대문 내 조산(造山) 세 곳이 있는

데, 이는 모두 대천(大川)에서 토사를 쳐내어 쌓은 것입니다.” 고 하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한 번 개천을 쳐내면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고 하셨다. 이사영이 아뢰기를 “한성부에 

분부하여 내년 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고 하니, 임금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다.29)

25) ｢세종실록｣ 권93, 23년 8월 18일 ｢(戶曹啓)於馬前橋西 水中置薄石 石上刻 立趺石二 中立方木柱 以鐵鉤鏁趺石 刻尺寸分數於柱上 本曹郎廳 審雨水
殘深分數以聞 又於漢江邊巖石上立標 刻尺寸分數 渡丞以此測水殘深 告本曹以聞｣

26) ｢세종실록｣ 권106, 26년 11월 19일 ｢(集賢殿修撰李善老 請)於開川之水 禁投臭穢之物 令水淸潔 下其事議之(중략) 左參贊權蹄上書 以爲風水之說論
者非日 不免有抵牾舛錯者 似難以一書所言爲定｣

27) ｢세종실록｣ 권106, 26년 12월 21일 ｢集賢殿校理魚孝瞻上疏曰(중략) 明堂之水禁投穢物 臣則以爲不必如此 (중략)至於都邑之地 因烟繁盛 旣庶旣繁 
則臭穢斯積 必有通溝廣川 經緯乎其間 以疏其惡 然後可以肅淸都下 其水無可淸之理矣｣

28)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 보면 문종이후 현종 때까지 준천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다.

29) ｢승정원일기｣숙종 27년 11월 7일 ｢都承旨李思永所啓, 中大川渠, 國朝以來, 累度開掘, 所以疏洩穢惡之氣, 不知自何時停廢。而臣少時五十餘年前, 見
水標 孝經橋下, 人皆立而洗馬。今皆塡塞, 水亦有不通處。必須大用民力, 掘去沙土, 流洩穢惡之氣, 宜矣。東大門內, 有造山三處, 此皆掘取大川沙土而
築之者也。上曰, 然則一番疏掘, 在所不已也。李思永曰 分付漢城府 待明春擧行事, 何如?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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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살펴보면 개국 초 여러 차례 개천을 준설하고 정비하는 일이 이후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숙종 때에 이미 동대문 부근 세 곳에 개천에서 쳐낸 

토사가 쌓여 조산(造山)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전에도 소규모의 부분적인 준설은 꾸준히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숙종 때는 몇 차례 개천을 준설하였으나30) 역시 토사가 많이 쌓인 몇몇 곳을 쳐내

는 정도의 임시방편적인 준설에 그쳤으며, 개국 초 태종, 세종 때나 이후 영조 때의 준설과 같은 대대적

인 준천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의 부분적인 준설만으로는 생활하수도로서 개천이 제 기능을 발

휘할 수 없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갑자기 도성의 인구가 급증하였는데,31) 이것은 개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우선 생활하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하여 개천 변에 함부로 채전(菜田)

을 개간함으로써 수로가 막히거나 변형되었다. 또한 겨울에 추위를 견디기 위한 땔감을 구하기 위하여 도

성 주변의 산림을 남벌함으로써 결국 비만 오면 토사가 쓸려 내려와 개천의 수로가 꽉 막혀 버려 대대적

인 준설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25년 즉위한 임금이 영조였다. 영조는 역대 임금 중 개천 정비에 가장 큰 힘을 쏟은 

임금이었으며, 스스로도 탕평(蕩平)ㆍ균역(均役)과 함께 준천(濬川)을 자신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32) 영조는 당시 개천상황을 자신이 지은 ｢어제준천명병소서(御製濬川銘幷小序)｣에서 다음과 같이 술

회하였다.

오호라! 개국 초 한양을 수도로 정할 때에는 어찌 이러한 폐단이 있었겠는가. 백성들이 늘어나고 

기강이 해이해져, 여러 산들은 민둥산이 되어 모래와 돌이 쓸려 내려 개천을 모두 메워버렸다. 

심지어 을해년(1755, 영조31)에는 광통교 밑으로는 모두 범람하였으니, 이미 그때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33) 

왕위에 오른 영조는 준천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그 시행여부를 조정신료와 백성들에게 하문하

였다. 먼저 영조 29년(1753) 오부(五部) 부로(父老)들에게 개천을 준설하는 일을 하문하였으며, 영조 30년

(1754) 유생들에게 개천 준설의 가부를 하문하였다. 또 영조 35년(1759) 10월 6일에는 조참(朝參)을 행하

고 문무백관에게 개천 준설에 대하여 하문한 후 10월 19일에는 방민(坊民)들에게 개천 준설에 대하여 유

시(諭示)하였으며, 10월 29일 홍봉한(洪鳳漢), 김상로(金尙魯), 홍계희(洪啓禧) 등과 함께 준천에 대하여 

논의하고, 준천 역사를 관리할 관청의 이름을 준천소(濬川所)로 정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준천명병

소서｣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30) 숙종 때 준설기록은 위의 ｢승정원일기｣숙종 27년 11일 7일 기사 외에 숙종 29년 4월 21일, 숙종 30년 1월 10일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1) 1657년(효종8) 약 8만 명 남짓한 서울 인구는 10년 후인 1669년(현종10)에는 19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양보경, ｢서울의 공간확대와 시
민의 삶｣, ｢서울학연구｣ 창간호, 서울학연구소, 1994, 54~55쪽 참조)

32) 영조는 자신이 쓴 ｢어제준천명병소서｣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묻기를 근 5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고 하면, 나는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3가지 
일을 했다고 한다(人有問於予曰 近年五十載 事業何 予笑而答曰 三件事 一則均役)”고 말하고, 均役ㆍ濬川ㆍ蕩平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영조는 
이 글에서 균역ㆍ준천은 성공했으나 탕평은 실패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33) ｢어제준천명병소서｣, ｢嗚呼 國初定都漢陽時 豈有此獘 而生齒繁盛 紀綱解弛 衆山濯濯 沙石流下 川渠皆塡 甚至於乙亥年 汎濫廣通橋而後 已其時可勝
寒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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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천에) 대하여 신료들에게 물어보고, 백성들에게도 물어보았으나, 그 방도가 막연하였으므로 이

에 준천할 것을 명하였다. 대궐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들렸으나, 여러 차례 오간수문에 나

아가 준설하는 일을 독려하고 남은 물력은 조치하여 비축하도록 하였다. 준천사를 설치하여 매년 

수축하도록 하니 이후부터는 개천이 모두 소통되고 천변의 백성들은 안심하게 되었다.34)

영조의 개천 준설은 크게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영조 36년(1760) 경진년 준천이었다. 

이때의 준천은 경진년(영조 36년) 2월 18일 역사가 시작되었다. 오간수문에서 영도교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도청(都廳) 1인, 낭청(郎廳) 2인, 패장(牌將) 6인을 두어 공사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동원된 인력은 방민(坊民) 중 지원한 자, 조정관리가 내보낸 노(奴), 한성부에 소속된 이서(吏胥)들, 군인

장교, 군졸, 시인(市人), 공인(貢人), 액예(掖隷), 공장(工匠),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소속 군사, 

경기 내의 승려, 한성부 오부(五部) 백성 중 여유가 있는 집에서 보낸 역군 등으로 구성되었다. 오간수문

에서 송기교까지 공사는 총 8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즉 오간수문에서 하랑교까지는 5소로 나누었으며, 

하랑교에서 송기교까지는 3소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소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 제2소 금위영(禁
衛營)에 소속, 제3소 어영청(御營廳)에 소속되어 진행되었다.

준설공사는 먼저 개천 양안까지 차 오른 토사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토사가 쌓여 개천바닥

과 양안이 평평해 졌으며, 개천에 놓여 있는 다리 중 거의 대부분이 막혀 있었다. 태평교의 경우 14간 중 

2개간만 물이 흐를 수 있었고, 하류 영도교의 경우 토사가 쌓여 18간 중 남쪽 10여 간은 육지처럼 평평해 

졌을 정도였다. 이처럼 수로가 막혀 있었으므로 비가 조금만 와도 개천 양쪽으로 물이 범람하였기 때문에 

토사를 걷어내고 개천의 깊이와 폭을 예전처럼 회복하는 것이 준천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었다. 

오간수문(五間水門)도 보수되었다. 오간수문에는 원래 5척이나 되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토사에 막

혀 문을 여닫을 수가 없게 되자 2척의 나무문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진준천 당시 이것마

저도 토사에 막혀 개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토사를 제거하고 수문도 다시 철문으로 교체

하여 예전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개천 양안은 모두 돌로 축대를 쌓으려고 하였으나 공사인력이 부족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처음 계획을 변경하여 목책을 하였다. 

34) ｢어제준천명병소서｣｢因此問於靑衿 亦問庶民 而其道漠然 乃下濬川之命 御苑問呼耶聲 而重臨五關水門 勸其疏濬 以措備物力之餘 設濬川司 年年修築 
自此以後 川渠皆通 川民賴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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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준천친림관역도(濬川親臨觀役圖)｢준천계첩(濬川稽帖｣중(1760년), 부산박물관 소장

영조가 친히 오간수문 위에 나와서 역군들이 준천하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무너진 교량도 보수되었다. 단봉문 밖 다리, 어의본궁 옆 신교, 육상궁 앞길의 어교, 반궁 마을 입구다리, 

집춘문 어로교, 세심동 다리, 창의문 내 양쪽 다리, 훈련원 옆 양쪽다리, 명례동 정릉동 다방동의 여러 다

리, 산림동 등의 여러 작은 다리 등이 이때 모두 보수되었다.

준천 공역은 개천 본류  뿐만 아니라 상류지역 및 지류, 세류, 분류(分流)에 대해서도 시행되었으며, 특히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등 궁궐 안에 있는 물길을 준설하여 물이 잘 통하게 하였다. 

준천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광통교, 오간수문, 영도교의 교각에 경계를 표시하고 ‘경진지평(庚辰地平)’이라

는 네 글자를 새겨 이후에 개천을 준설할 때 개천바닥을 처내는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35) 

35) 이상은 ｢준천사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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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수(명) 비고

관

원

이공구관(二公句管) 2 金商魯, 李厚, 閔百祥

제조(提調) 8 金漢耈, 洪啓禧, 洪鳳漢 등 8명

내준천소당상(內濬川所堂上) 1 洪樂性

도청(都廳) 8 許汲, 元重會 등 8명

낭청(郎廳) 10 柳潗 등 10명

별간역(別看役) 4 別軍職3, 堂上軍官1

패장(牌將) 40

원역(員役) 84 書吏12, 書員15, 庫直6, 使令12, 使喚37, 文書直2

계 157

역

군

총

수

방민(坊民) 32,932

각군문(各軍門) 장교(將校), 군병(軍兵) 50,102

각사(各司) 원역(員役) 23,556

각전(各廛) 시민(市民) 11,346

각공인(各貢人) 4,008

각색(各色) 장인(匠人) 2,769

승군(僧軍) 2,274

각방민(各坊民) 추별(追別) 자원(自願) 16,388

외방자원군(外方自願軍) 8,705

모군(募軍) 63,300

계 215,380

표 1-1-3. 경진준천에 참여한 관원 및 역군총수(役軍總數) ｢준천소좌목(濬川所座目)｣

경진준천은 4월 15일까지 총 57일간 시행되었으며, 동원된 인력은 한성부민 15만명, 고정 5만명 등 모두 

20만명이고, 재정은 전(錢) 35,000민(緡), 쌀 2,300여석이 투입되었다.36) 준천에 참여한 관원과 역부에 

대해서는 ｢준천소좌목(濬川所座目)｣37)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원역(員役) 

이상 관원 157명, 역군 총 215,380명이 투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표 1-1-3 참조)

영조 재위시 두 번째 준천 공역은 영조 49년(1773) 계사년에 시행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개천 양안을 석

축(石築)으로 보수하는 것이었다. 앞서 경진준천시 개천 양안에 대한 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공사

인력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다리 주변에만 석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목책을 하였다. 그러나 양안에 

석축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으며,38) 신하들의 건의도 계속되었다.39)

개천 양안에 돌을 쌓은 석축작업은 영조 49년(1773) 6월 10일에 시작되었다. 석축작업은 삼군문(三軍門)

이 작업구간을 나누어 진행하였으며,40) 매년 봄ㆍ가을과 큰비가 올 때 포양목(浦陽木), 유목(柳木), 기타 

36) ｢준천사실｣, ｢自始役至是 首尾凡五十七日 役夫則坊民十五萬之外 雇丁五萬人 財力則凡費錢三萬五千餘緡 米二千三百餘石｣
37) ｢준천소좌목(濬川所座目)｣은 영조36년 준천소(濬川所) 관원의 명단과 준천에 동원된 역군(役軍)의 총수를 적은 기록이다.

38) ｢준천사실｣ 준천사절목, ｢今此揷木編結 姑防其兩岸沙頹 而前頭石築 斷不可已｣
39) ｢영조실록｣권112, 45년 5월 8일｢洪鳳漢曰 城內川渠 宜築石 以防崩缺｣
40) ｢영조실록｣ 권120, 49년 6월10일 ｢上幸水標橋 歷臨餘慶坊 自濬川之後 城中諸橋梁之兩岸 皆用木編 歲一改補 其費不貲 遂有石築之議 命三軍門 分

把築之 是日始役 故上親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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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목 등 잘 살 수 있는 여러 수종을 제방과 틈이 생긴 곳에 옮겨 심어 오랫동안 잘 유지되도록 하였다.41) 

계사년의 석축공사는 시작한 지 2개월 후인 8월에 완성되었다. 석축공사가 완공된 8월 6일 영조는 왕세손

(후에 정조)과 함께 광통교에 나가 석축이 완성된 것을 살펴본 후, 준천사 당상관과 금위ㆍ어영대장을 가

자(加資)하고 나머지에게는 말을 내려주었다. 또 친히 오언시(五言詩)와 칠언시(七言詩) 각 한 수를 지어 

내린 다음 신하들에게 화답해 올리라고 하고, ｢준천명(濬川銘)｣과 ｢소서(小序)｣을 지어 준천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또한 돈 스무 관(貫)을 다리 밑으로 뿌려 아이들에게 줍도록 하였다.42) 그리고 수가(隨駕)

한 왕세손에게 ‘뜻있는 자는 반드시 과업을 이루니, 무릇 큰일을 하려면 먼저 뜻을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

해 힘써야만 한다.’43)는 치세(治世)를 위한 군왕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일러주었다.

한편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문집인 ｢번암집(樊巖集)｣에는 ｢준천가(濬川歌)｣44)라는 시 한 수가 실

려 있다. 채제공이 이 시를 지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개천 양안 10리 활시위처럼 곧아졌으며, 

삼영(三營)에서 쌓은 석축(石築) 흐트러짐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조 49년(1773) 8월 

석축공사가 완공된 다음으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 석축공사 후 영조가 친히 지은 오언시(五言詩)와 

칠언시(七言詩)에 대한 갱진시(賡進詩)로 추측된다. 조선 개국 초부터 영조 49년 석축공사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간의 개천의 역사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준설을 하지 않아 황폐해진 

개천의 모습과 준천시행 여부를 두고 신하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영조의 단호한 결단으로 준천이 

가능했다는 점, 준천공사에 많은 물력과 인부들이 참여하였으며, 준천과 석축공사 이후 개천 양안이 곧게 

펴지고 물이 잘 흐르게 되었다는 등 전반적인 내용은 영조의 준천을 찬양하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천유은하수(天有銀河水)           하늘에 있는 은하수

문채소회구만리(文采昭回九萬里)   밝은 빛이 온 세상을 환희 비추고

지유청위수(地有淸渭水)           땅에 있는 맑은 위수(渭水)45)

관천장안류불이(貫穿長安流不已)   장안(長安)46)을 관통하여 쉬지 않고 흐르네

한양포락대산천(漢陽包絡大山川)   한양은 큰 산과 내에 둘러싸여 있고

좌조우사만년지(左祖右社萬年址)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이 있는 만년 도읍 터이네

중수발원서북우(衆水發源西北隅)   여러 물줄기 서북쪽 모퉁이에서 발원하여

일도포련왕성리(一道鋪練王城裏)   도성 한 가운데에 한 길로 뻗쳐있네

오간철쇄속기동(五間鐵鎖束其東)   오간(五間)의 철문 동쪽을 지키며

개폐유시쇠성수(開閉惟視衰盛水)   열렸다 닫혔다 번성과 쇠락의 물길임을 보여 주네 

국초도균대비력(國初陶勻大費力)   개국 초 국가 경영에 들인 많은 비용과 공력으로 

홍교십이청공기(虹橋十二晴空起)   열 두 무지개다리 맑은 하늘 높이 솟아있네

41) ｢준천사실｣ ｢준천사절목｣ ｢每年春秋及潦雨之時 浦陽及柳木其餘雜木 易生者多數移種於柵堤及罅隙處 以爲長養維持之地爲白齊｣
42) ｢영조실록｣ 권121, 49년 8월 6일 ｢上幸廣通橋 觀石築 王世孫隨駕 濬川堂上禁御兩將 命加資 餘皆錫馬 上製下五七言詩 各一句 命諸臣賡進 又製濬

川銘幷小序 命掖隸 散錢二十貫於橋下 令兒童拾取｣
43) ｢영조실록｣권127, 52년 3월 行狀 ｢四十九年 功旣竣 王與世孫 臨廣通橋 顧謂世孫曰 有志者事竟成 凡欲有爲 當先立志 勉之哉｣
44) 채제공, ｢번암집｣권9, 시(詩)

45) 위수(渭水)는 중국 장안(長安)에 있던 하천으로 개천(開川)과 같이 동쪽으로 흘렀다고 함.

46) 장안(長安)은 중국 당(唐)나라 서울로 여기서는 도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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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정정사백재(邇來定鼎四百載)   도읍으로 정해진 이래 400년

붕사탑하무시지(崩沙塌下無時止)   토사가 무너지고 쓸려 내려가기를 그칠 때가 없었네

일경료과증일알(一經潦過增一閼)   큰비 한번 지나가면 막힌 곳 하나 더 늘어나

궐감왕왕평지사(厥坎往往平地似)   개천 바닥은 왕왕 평지처럼 되었으며, 

유시장악육칠월(有時莊嶽六七月)   장악(莊嶽)47)의 육, 칠월이 되면

지상수고돌몰슬(地上水高湥沒膝)   땅 위로 물이 솟아 무릎까지 차오르네

묘의분분고부제(廟議紛紛苦不齊)   조정 논의 분분할 뿐 정리되지 않으니 

성단휘곽무유실(聖斷揮霍無遺失)   성상(聖上)께서 빨리 용단을 내리시어 유실됨이 없었네

부고금백산불계(府庫金帛散不計)   창고 속 돈과 비단 헤아릴 수 없이 풀어내고

만부용추여전질(萬夫勇趨如箭疾)   수많은 역부들 힘차게 달려드는 것이 화살처럼 빠르네

분삽등등직도저(畚鍤騰騰直到底)   괭이 삽 등등하니 곧 바로 바닥에 다다르고

표각중출구년월(標刻重出舊年月)   표석에 새긴 옛 기록 거듭 나오네

이사작부고만장(移沙作阜高萬丈)   모래를 옮겨 언덕을 만드니 높이가 만장이요

대거소주상마알(大車小舟相磨戛)   큰 수레 작은 들것 서로 부딪히네

난여임시부지피(鸞輿臨視不知疲)   임금께서 친림(親臨)하여 보시니 피곤함을 잊었고

수순구궤하질질(水順舊軌何秩秩)   물은 옛 길 따라 잔잔히 흘러가네

양안십리여현직(兩岸十里如弦直)   개천 양안 10리 활시위처럼 곧아졌으며

삼영축석무휴결(三營築石無虧缺)   삼영(三營)48)에서 쌓은 석축(石築) 흐트러짐이 없네

징파연양음양류(澄波演漾蔭楊柳)   맑은 물결 찰랑거리고 수양버들 그늘 짓고

호기허명조성궐(灝氣虛明照城闕)   하늘의 맑은 기운 궁성(宮城)을 밝게 비추네

개도방인면점익(豈徒邦人免墊溺)   어찌하면 백성들이 침수를 면하게 하겠는가

유응지기선소설(惟應地氣善疏洩)   오직 땅 기운에 응하여 물이 잘 흐르고 소통되도록 하는 것이라 

하우착지아후준(夏禹鑿之我后濬)   하(夏)나라 우(禹)임금 개천 파고 우리 성상(聖上) 준설하니

사유대소공칙일(事有大小功則一)   일의 크고 작음은 있으나 공(功)은 하나이네

성세위정가반삼(聖世爲政可反三)   성세(聖世)의 다스림이 세 번 돌이켜볼 만 하니

수처소통겸도달(隨處疏通兼導達)   곳곳에 물길이 소통되고 도달되네

미재양양약부단(美哉洋洋若不斷)   아름답구나! 세차게 흐르며 끊이지 않음이여!

반태종팽녕차밀(磐泰宗祊寧且謐)   반석같이 든든한 종묘사직 평안하고 조용하네

정조(正祖)의 준천은 기본적으로 영조 36년(1760)의 경진준천을 기준으로 실시되었다(염정섭, 1998:98). 

다만 정조 13년(1789) 주교사(舟橋司)가 설치되고, 정조 17년(1793) ｢주교절목(舟橋節目)｣이 완성되면서 주

교사의 주관 당상이 준천사의 주관당상까지 겸하게 되고, 또한 주교 도청이 준천 도청을 겸관(兼官)하게 

됨에 따라 비변사의 주교 당상이 준천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49) 

47) 장악(莊嶽)은 춘추시대 제(濟)나라의 서울로 지금의 산동성에 있음. 여기서는 한양을 의미함

48)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훈련원(訓練院)을 말함. 영조 49년(1773) 석축공사를 할 때, 이 삼군영에서 관할 구역을 나누어 공사를 시행하였음

49) ｢정조실록｣ 권37, 17년 1월11일 ｢(舟橋)節目曰 舟橋司都提調三公例兼(중략) 主管堂上 濬川司主管堂上兼管 都廳濬川司都廳 亦爲兼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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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 말기

영ㆍ정조 이후에도 준천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순조 32년(1832) 비변사에

서 올린 ｢준천사목(濬川事目)｣이다.50) 순조는 이 해 7월 4일 개천을 준설하는 것은 왕정(王政)의 큰 일 

중의 하나인데, 근래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아 한번만 장마를 겪게 되면 무너지고 덮치는 폐단이 발생

하여 도성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없으니, 실로 걱정이라고 말하고, 준천과 관련한 절차와 좋은 방도

를 마련하라고 하명하였다.51) 순조의 명에 의해 다음 달인 8월 13일 비변사(備邊司)에서 사목을 만들어 올

렸는데, 이 사목의 주요한 내용은 준설을 위한 방도를 ‘경진지평(庚辰地平)’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었다.52)

이 사목에 의하여 순조 33년(1833) 2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대대적인 준천을 시행하였

으며, 송기교에서 영도교까지 경진년의 지평을 기준으로 개천 바닥을 파내었다. 여기에 투입된 물력은 준비

단계에서 마련한 것이 37,380냥 정도였고, 여기에 동궐(東闕)을 축조하는 용도로 마련한 물력 중의 나머지 

20,000냥과 혜청(惠廳)에서 10,000냥을 더 염출하여 총 75,000냥 정도의 물자와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여

기에 또 다시 8,000냥 정도의 전(錢)이 투입되어 모두 83,000여 냥이 투입되었다(염정섭, 1998:107~8).

순조 이후 헌종, 철종 때도 2, 3회의 준천이 있었다.53) 그러나 고종 2년(1865) 3월 비변사(備邊司)에서 

도성 안에 개천을 준설한 지 8년이나 되어 토사가 쌓여 물이 흐르지 않아 개천가의 집들이 걸핏하면 잠기

기 때문에 장마 전에 소통시켜야만 한다고 계(啓)를 올린 것을 보면, 헌종, 철종 때는 정례적으로 준천을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54) 

고종 연간에는 헌종, 철종 때와 비교하여 자주 준천을 시행하였다.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을 중심으

로 고종 때 준천기록을 정리해보면 다음〈표 1-1-4〉와 같다.

50) ｢순조실록｣ 권32, 32년 8월13일 ｢備邊司 以濬川事目啓｣
51) ｢순조실록｣ 권32, 32년 7월 4일 ｢敎曰 疏濬溝洫 卽王政之一端 而近來 全不致意 每經一番潦雨 輒有一番頹壓之患 都民之將不能奠居 實爲可悶 濬

川之節 廟堂與濬川司堂上爛商 待快晴 卽爲擧行 以財力每患不敷 令廟堂 從長區劃 俾有永久實效｣
52) ｢순조실록｣ 권32, 32년 8월13일 ｢爲今之道 不可不 以庚辰地平爲準｣
53) 헌종 8년(1842) 5월 27일, 철종 3년(852) 3월 9일, 철종 9년(1858) 5월 9일 개천을 준설하였다. 

54) ｢고종실록｣권2, 2년 3월 2일 ｢備邊司啓 城內濬川 今爲八年之久 沙土於塞 川邊閭舍 輒有衝溢之患 於潦水前 更加疏豁事 知委濬川司及各營大將 使
之從近始役何如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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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일자 주요내용

고종 2년(1865)

3월 2일 
비변사에서 지난 8년동안 준천을 시행하지 않아 물이 소통되지 않으니 장마 전 조속히 준천

할 것을 건의함

3월12일 의정부에서 개천을 파는데 동원되는 부역의 기준을 정함.

4월27일 의정부에서 개천준설을 지체한 준천사 유사당상 등을 파직할 것을 건의함

5월 1일 준천에 공이 있는 관원들을 차등 있게 시상함

고종 6년(1869) 4월28일 준천사에서 4월 28일 준천을 시작, 7월 15일 마침

고종 7년(1870)
4월10일 대천(大川)에 석축공사를 시작함

6월 9일 준천사에서 송기교에서부터 개천준설을 사작함

고종10년(1873) 3월12일 준천사에서 3월12일 송기교에서부터 개천준설을 시작, 4월 21일 마침

고종16년(1879) 11월16일

고종의 하교에 따라 무위소와 각 영문에서 개천준설을 시행함

무위소는 송기교부터 광통교까지, 용호영은 광통교부터 수표교까지, 훈련도감은 수표교부터 

효경교까지, 금위영은 효경교부터 오교(午橋, 마전교)까지, 어영청은 오교부터 오간수구까지

를 거행하고 오간수구 밖부터 영도교까지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이 합력하여 거행함

고종17년(1880) 4월29일 준천사에서 4월 29일 개천준설을 시작, 6월 9일 마침

고종23년(1886)

2월 7일
의정부에서 준천의 공역에 대해 철저히 강구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친군별영 등에 신칙할 것

을 건의함

2월 9일 한성부에서 준천의 공사를 경조윤(京兆尹) 등이 전적으로 관장하여 거행하겠다고 건의함

3월 7일 한성부에서 3월 10일부터 준천을 시행하겠다고 고함

3월11일
친군별영에서 3월 11일부터 송기교에서 영도교까지 경진지평에 따라 준천을 시작, 6월 11일 

마침

고종28년(1891) 3월29일 영의정 심순택이 준설한지 6년이 되었으니 비가 오기 전에 준설할 것을 건의함

고종30년(1893)
3월 5일 오영(五營)이 협력하여 준천을 시행하도록 하교함

5월18일 한성부에서 송기교에서 영도교까지 준천을 마쳤음을 고함

표 1-1-4. 고종연간(1864년 이후)의 준천기록 

〈표 1-1-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종 연간에는 비교적 자주 개천을 준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그 동안 준천사(濬川司)에서 주관하여 오던 개천 준설을 고종 23년(1886)부터는 한

성부(漢城府)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고종 30년(1893)년까지 한성부에서 주관해오던 준천업무를 

1897년(광무 1년)과 1898년(광무 2년)에는 안경수(安駉壽) 등이 대주주가 되어 1897년에 설립한 마차회사

(馬車會社)에 위탁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염정섭, 1998:110).

4.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부터 ‘개천’은 ‘청계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계

천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1916년경부터로 이때부터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용해온 ‘개천’이라는 명칭

은 사라지고 청계천이라는 이름이 점차 일반화되어갔다. 

일제강점기 초에는 청계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다. 일제는 청계천을 ‘탁계천(濁溪川)’55)이라는 냉소적

인 표현을 쓰면서 더러운 하수구로 취급하였다. 

55) ｢경성부사｣ 제3권, 144~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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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청계천개수계획횡단도(1936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일본 식민정부가 청계천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조선 식민지배의 중추기관을 

청계천 이북으로 이전하면서부터였다(전우용, 2001:25). 조선총독부는 1918년부터 1924년까지 제1기 하수

도개수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간 동안 청계천 본류에 해당하는 광화문에서부터 마장동 철교까지 약 5.9㎞ 
구간에 대한 개수작업과 함께 배수가 불량한 17개 지선(支線)을 개수하였다. 이때 청계천에는 양측에 돌을 

입히거나 잔디를 입히는 작업이 시행되었다.56) 1925년 10월부터는 제2기 하수도개수사업을 수립하여 시

행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청계천 상류인 종로구 신교동에서 도렴동까지 1,395m의 백운동천 및 옥류누각

동천을 비롯하여 사직동천 271m 구간을 복개하였다. 이후 제3기 하수도개수계획(1933~1936년), 제4기 하

수도개수계획(1937~1943년)을 수립하였으나, 그 시행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57) 

한편, 1920년대 이후 일제는 본격적으로 청계천 복

개계획을 발표하였다. 1926년에는 청계천을 복개하

여 1만평의 택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이 

계획은 대광통교에서 주교정(舟橋町)까지를 철근콘

크리트로 덮어서 1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곳에 

택지와 상가, 위락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58) 

1935년에는 청계천을 전면 복개하여 도로를 만들고, 

그 위로 고가철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

다.59) 1936년에는 경성부(京城府)에서 청계천개수계

획(淸溪川改修計劃)을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안은 광화문에서 청계

천까지 암거(暗渠)를 설치하여 도로를 건설하는 방

안, 두 번째 안은 청계천 양편 일부를 암거화하여 

양측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 세 번째 안은 한강

이나 세검정에 펌프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오물을 

세척하는 방안 등이다.60) 이와 관련해서 최근 당시 

계획을 뒷받침해주는 설계도면(<그림 1-1-5> 참조)이 발굴되었는데,61) 일제의 청계천 복개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39년에는 청계천을 덮어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안이 마련되었고,62) 1940년에는 청계천을 

복개하여 위로는 전차, 밑으로는 지하철을 부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63) 이러한 청계천 복개구상은 

56) ｢경성부사｣ 제3권, 164쪽

57) ｢서울600년사｣ 제3권, 417~419쪽 참조 

58) ｢조선일보｣ 1926. 8.20, ｢청계천을 덮어서 만평의 주거지를｣
59) ｢매일신보｣ 1935. 1.17, ｢청계천 고가철도안｣
60)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11집

61) ｢조선일보｣2003. 3.26,｢1930년대 청계천 복개도면 발굴｣
62) ｢조선일보｣ 1939. 8.21, ｢청계천을 덮은 뒤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63) ｢매일신보｣ 1940. 5 .7, ｢우로 전차, 밑에 지하철 - 대로로 변할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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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민정부가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조선의 지배를 더욱 공공히 하고, 나아가 

서울을 대륙의 병참기지로 육성하기 위함이었다(전우용, 2001:3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1:208~9). 

그러나 이 모든 계획들은 재정문제로 인하여 실행되지 못했으며, 실제 복개가 이루어진 것은 1937년 태평

로에서 무교동 구간만 복개되었다.64)

5. 해방이후

일제강점기 말 조선총독부는 여러 차례 복개계획을 발표하였지만,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해방 이후 청계천은 토사와 쓰레기가 퇴적되어 시급히 준설을 하지 않으

면 안 되었다. 1949년 서울시에서 광통교에서 영미교까지 하수도 개수공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50년 6

월 한국전쟁의 발발로 중단되었다. 더구나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서울로 몰려든 피난민들은 대부분 청계

천변 판자촌에 정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양의 하수가 도시 한복판을 흐르게 되었고, 이 때문에 쓰레

기와 악취가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관상으로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또한 차량 

증가로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청계천을 복개하면 교통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4년 5,256만환을 투입하여 청계천을 포함한 하수도 개수를 

추진하였고, 1955년에는 광통교 상류의 135.8m의 청계천에 대한 암거공사를 실시하였다(서울특별시 건설

국 토목과, 1960;67).

본격적인 청계천 복개공사는 1958년부터 시작되었다. 제1차는 1958년에 광통교에서 장통교까지 450m 구

간, 제2차는 1958년 12월부터 1959년 8월까지 장교에서 주교(舟橋, 방산시장) 앞까지 969.5m 구간, 제3

차는 방산교에서 오간수교까지(평화상가측) 232m 구간, 제4차는 1961년까지 방산교에서 오간수교까지 

677m 구간의 암거상부 공사와 주교에서 방산교까지 암거상부공사 등 전장 2,358.5m 구간을 완전 복개한 

것인데 당시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16억 6,170만환이었다.65)

64) ｢서울600년사｣(제3권, 417~419쪽), ｢서울의 하천｣(209쪽)에는 광통교까지 복개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1947년 제작된 ｢서울특별시精圖｣을 보면, 
현재 무교동 사거리까지만 복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해방 이후 청계천을 처음으로 복개한 것이 1954년 광통교 상류 135.8m인 것을 
보면(｢서울의 하천｣, 210쪽), 일제강점기 때 태평로에서 광통교까지 복개 계획은 세웠으나(｢조선일보｣ 1937.5.26, ｢태평통에서 광교까지 청계천 
복개공사｣), 실제 복개된 구간은 태평로에서 무교동 입구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65) ｢서울600년사｣제5권, 6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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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청계천복개공사(1960년)-수표교 부근,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위쪽으로 보이는 것이 수표교이다. 

1965년부터 1966년까지 지금의 동대문운동장부터 제2청계교, 즉 지금의 신설동까지 복개되었다. 한편 복

개된 청계천로 위에는 고가도로가 건설되었다. 이 공사는 1967년 8월 15일 시작하여 1971년 8월 15일 광

교에서부터 마장동에 이르는 총 길이 5,650m, 폭 16m의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착공한지 4년 만

에 완공되었다. 청계고가도로가 완성되고, 1977년 12월 신설동에서부터 마장동 철교까지 복개가 완료됨으

로써 1958년 본격적으로 청계천 복개사업을 시작한지 거의 20년 만에 마무리 되었다.66)

6. 산업화시대

청계천이 복개되자 너비 50미터의 가로(街路)가 확보되었다.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 1960년대 후반만 하더

라도 50미터 광로(廣路)라는 것은 청계천로가 처음이자 유일한 것이었다. 

김현옥 시장은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었고, 그 대상도 해마다 틀렸다. 부임 첫해(66년)에는 도로건설에 전

념했고, 이듬 해(67년)에는 민자유치사업(세운상가 건설), 3차년도(68년)에는 한강개발(여의도 윤중제, 강

변도로 등), 4차년도(69년)에는 시민아파트 건설에 전념했다. 이렇게 해마다 대상이 바뀌기는 했으나 도로

건설에서만은 재임 4년 내내 서울시내 어디선가는 도로와 교량 공사가 추진되고 있었다. 한 마디로 그는 

도로시장이었다. 부임 다음 해인 봄, 그는 ‘미아리고개~시내중심부 청계천로~신촌ㆍ홍제동을 연결하는 유

료 고가도로를 건설하면 서울의 교통소통이 훨씬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상을 하게 되었다. 

서울에 고가도로라는 것이 처음 생긴 것은 아현고가도로(772미터)였고, 김시장 부임 직후인 66년 6월 10

일에 기공, 68년 9월 19일에 준공되었으니 67년 6ㆍ7월경에는 교각공사가 끝나가고 있을 때였다. 또 유료

도로라는 것은 67년 9월 23일에 준공된 강변1로(한강대교 남단~영등포ㆍ여의도 입구)가 처음이었다. 또 

66) ｢서울600년사｣제6권, 1061~10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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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이 미아리고개~시내중심부 청계천로~신촌ㆍ홍제동 유료 고가도로롤 착상한 것은 한국 최초의 고

가도로와 유료도로가 각각 80~90% 정도씩 진행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김 시장이 이러한 생각을 가장 

처음 상의한 것은 건축가 김수근(金壽根)이었다. 

김수근은 도쿄예술대 건축과, 도쿄대 건축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남산에 건축예정이었던 국회의사당 현상

설계에 당선되면서 유명해졌다.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워커힐 설계, 남산 자유센터ㆍ타워호텔 설계 

등으로 한국 건축계의 총아가 되어 있던 김수근과 김현옥 시장과의 만남은 세운상가 설계를 부탁한 1966

년 여름이었다. 그 후 김수근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여의도 신시가지 도시설계 등으로 김현옥 건축ㆍ도

시계획의 유일무이한 조언자가 됐다.

마침 일본 도쿄에서 1964년 올림픽대회 개최준비의 일환으로 여러 개 고가도로 건설이 완료되고 있었고, 

고가도로가 주는 경관의 추악함보다는 편리함이 널리 회자되고 있을 때여서 다년간 도쿄에서 수학한 그가 

도시내 고가도로 설계서를 구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직접 그렸는지, 아니면 당시 그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국종합의 실무자가 그렸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김수근이 스케치한 것으로 전해지는 조감도를 제시

하면서 67년 8월 8일 김 시장은 ｢유료 고가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내    용

ㆍ총공사비 35억, 3개년 계획으로 69년 완공, 서울시내 청계천을 관통하여 동북으로 미아리고개, 서쪽으로 서대문~홍제동, 서대

문~신촌, 서대문~의주로~삼각지를 연결하는 유료 고가도로 건설

ㆍ1차년도인 67년에는 우선 2억을 들여 용두동~청계천~동아일보사~세종로~서대문로타리~신촌 로타리에 이르는 1만 미터 간선 

중 동대문~동아일보사 위까지 교각공사 시행

ㆍ2차년도인 68년에는 교각 위에 도로를 입히고 일부를 소통시켜 연말에 지선인 ①홍제동~서대문로타리, ②미아리고개~용두동, 

③성동교~용두동, ④서대문로타리~의주로~(용산)삼각지간 공사 착공, 69년 말 완공

자료 : 다시열린 개천, 서울역사박물관, 2003, 196~197 쪽

표 1-1-5. 유료 고가도로 건설계획(1967. 8. 8) 

김 시장의 발표는 당시로서는 정말 엉뚱하고 기발한 것이었는데, 1967년 당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25,680대, 이 중 자가용은 4,075대 밖에 되지 않았으니 굳이 고가도로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차량의 소통

에 아무런 지장도 없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었다. 이 발표가 있은 지 4일이 지난 8월 12일자 동아일보 

독자논단에는 바로 한두 달 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낸 한정섭이라는 인물이 “고가도로 건설의 

재고를”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냈다. 그의 주장은 고가도로가 시내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시설이고 사실

상 필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이 있으면 오히려 지하철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8월 15일 박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한정섭의 반대로 고가도로 구상은 크게 축소되었다. 첫째, 당초 무교동ㆍ신문로ㆍ서대문로타리를 거쳐 신

촌과 홍제동에 이르기로 한 공사는 실제로 광교에서 끝났고, 신촌은 커녕 서대문로타리까지도 가지 못했

다. 광화문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세종로ㆍ태평로는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인데 이 거리를 고가도로가 

횡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용두동~미아리고개, 신천로타리~용산 삼각지 등도 연결되지 못했

다. 1970년 4월 시장이 바뀌었고, 후임시장은 지하철 건설에 더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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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청계 고가공사1                   <그림 1-1-8> 청계 고가공사2 

둘째, 당초 유료화 계획은 요금소에서의 지체로 도로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1969년 3월 22일 용두동 제2청계교에서 청계2가~을지로~명동성당 입구까지 길이 3,750미터, 너

비 16미터, 내자 16억 원, 외자(강제 차관) 4억3천만 원이 투입된 고가도로가 일차로 준공ㆍ개통되었다. 

<그림 1-1-9> 청계 고가공사(1969)                   <그림 1-1-10> 청계 고가개통

1970년 4월 시장이 바뀌고 난 뒤에도 고가도로 공사는 계속되었는데, 첫째는 남산 제1호 터널이 생겨 남

산과의 접속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청계천 7가~마장교까지의 연장 도로로 동서간 교통이 훨

씬 편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청계고가가 완공된 것은 1971년 8월 15일이었고, 본선 길이 5,864

미터, 25개 램프 연장이 2,582미터에 달했다(서울역사박물관, 2003;195~7). 

<그림 1-1-11> 삼일빌딩과 청계고가도로(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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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배경

제1절 2002년 청계천의 모습

청계고가 및 복개도로가 건설된 지 30~40년이 지난 2000년 이후의 청계고가는 안전성에서 큰 문제가 제

기되어 왔으며, 그 주변부 역시 당시 지어진 건축물의 노후가 진행되어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

이었다. 청계고가도로 주변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30년 이상 경과

한 노후 건축물로써 상주인구 감소와 낙후된 환경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

이었다. 또한 지하공간인 청계천 관련 안전성과 환경문제, 역사문화 유적 발굴에 대한 관심과 문제 제기도 

시작되었다. 2002년도의 도심부 및 청계천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1> 청계고가도로(2002)                  <그림 1-2-2> 청계고가 지하모습 

  

1. 도심부 및 청계천변 주요 현황

도심부는 수도서울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CBD1, CBD2, CBD3에 해당하는 도심상업업무지역을 의미하

며, 청계천 주변지역은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태평로에서 마장철교까지 약 6㎞ 지역으로 종로와 을지로에 

걸치는 22개 대가구를 포함하는 약 85만평의 지역이다. 청계천 주변지역은 공간구조상의 특성에 따라 태

평로~배오개길에 이르는 도심권역, 배오개길~다산로에 이르는 동대문권역, 그리고 다산로~신답철교에 

이르는 외곽권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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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청계천 주변지역의 구역구분

1) 지형·지세

도심부는 멀게는 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덕양산 등의 외사산과, 가깝게는 백악산, 타락산, 남산, 인왕산 

등의 내사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다. 도심부의 표고를 보면 내사산을 이루는 북악산 342m, 

남산 262m, 인왕산 338m, 낙산 111m이며, 시청주변을 비롯한 도심부 대부분의 지역은 40m 미만으로 청

계천을 중심으로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위요감 있는 평지이다. 또한 도심부에는 청계천과 중학천을 비롯하

여 14개의 주요 지천이 도심부를 통과하 으나, 일제에 의한 시구개정사업(市區改正事業)과 해방 후 급격

한 경제개발과 도시개발과정에서 하천은 모두 복개된 상황이다.

<그림 1-2-4>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 표고현황

2) 인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도심부(CBD1,2,3)에는 49,510명, 청계천주변지역에는 129,287명이 거주

하고 있다. 도심부의 1980~2000년 사이의 인구감소율을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약 95,000명으로 약 66% 

감소하 으며, 연평균 2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계천주변지역의 경우 지난 20년간 약 

110,000명(약 46%)이 감소하여 14.9%의 연평균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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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도심부 및 청계천주변지역 인구변화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비고

서울특별시 8,364,379 9,639,110 10,612,577 10,231,217 9,891,333

도심부

소계 144,673 111,491 91,958 57,436 49,510

사직동 11,882 10,418 9,678 7,560 7,680

세종로동 6,555 6,444 4,186 2,677 - 사직동에편입('98)

교남동 14,558 12,928 11,843 9,349 8,282 8,282

종로1,2,3,4가동 - - - - 6,015 6,015

종로1,2가동 15,294 11,960 10,341 5,256 -

종로3,4가동 11,495 7,774 6,354 3,082 - 종로1,2가동에편입

종로5,6가동 17,779 15,049 13,709 8,800 7,455

소공동 7,242 3,773 3,020 1,602 2,626

회현동 12,185 10,116 8,449 5,965 6,699

남대문5가동 9,436 4,520 3,622 1,883 - 회현동에 편입('98)

명동 5,960 4,257 3,209 1,782 2,923

태평로1가동 4,419 1,652 1,308 867 - 명동에 편입('98)

광희동 9,902 8,528 7,175 4,046 6,087

충무로4,5가동 6,470 6,202 4,326 2,730 - 광희동에 편입('98)

을지로3,4,5가동 11,496 7,870 4,738 1,837 1,743

청계천

주변지역

소계 239,263 220,218 200,382 144,954 129,287

종로1,2,3,4가동 26,789 19,734 16,695 8,338 6,015

태평로1가동 4,419 1,652 1,308 867 - 명동에 편입('98)

을지로3,4,5가동 11,496 7,870 4,738 1,837 1,743

종로5,6가동 17,779 15,049 13,709 8,800 7,455

광희동 9,902 8,528 7,175 4,046 6,087

창신1동 13,426 11,971 11,492 9,194 8,994

신당1동 14,552 13,132 12,946 12,031 9,717

숭인2동 16,311 15,439 13,522 10,132 7,867

황학동 22,452 21,618 20,218 14,464 9,857

신설동 14,665 13,480 10,867 10,604 9,004

용두제1동 26,045 26,397 23,665 17,111 13,650

용두제2동 17,442 17,202 15,087 11,958 10,379

왕십리1동 20,750 22,695 19,413 13,613 14,415

마장동 23,235 25,451 29,547 21,959 24,104

표 1-2-1.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 인구현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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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경제

(1) 도심부

도심부내 사업체수는 총 77천여 개로 1991년(102,089개소)에 비해 오히려 24.1% 감소하여 같은 기간 동

안 서울시 사업체 증가율 24.6%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도심부 사업체수가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 17.7%에서 2000년 10.8%로 감소했다. 금융기관 본사의 102개소(서울시의 30%), 100대 기업본사

의 37개소(서울시의 43.5%), 외국인 투자업체 1,644개소(서울의 19.8%)가 입지하며 도심의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51.57%), 제조업(16.48%), 금융·보험업 및 사업자 서비스업(8.19%) 순이다. 2000년 현재 도심

부내 종사자수는 40만 명으로 1991년에 비해 54.3% 감소하 으며, 도심부 종사자수가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1년 18.9%에서 2000년 11.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청계천 주변지역

청계천변 주변지역의 사업체수는 2000년 현재 총 38,145개(서울시의 2.8%)이며, 종업원수는 133,807명

(서울시의 2.1%)이다. 사업체 구성비로 본 청계천변의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71.1%), 제조업(11.7%), 음

식·숙박업(6.7%) 순이다. 청계천 주변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도매상권으로서 전문화, 특화

된 기능이 서로 얽혀 움직이는 거대한 골목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민에게 생활기반과 저렴한 

쇼핑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2-6>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 산업체 현황(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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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조직

(1) 도심부

도심부의 일부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구도심의 세가로와 세필지의 특성을 

현대적 생활에 적합하게 대형화하고 격자형 구조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은 역사적인 가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후한 건물이 이들 세필지에 분포하고 있다.

(2) 청계천 주변지역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은 조선시대 이후 근 현대사를 통해 형성된 전통적인 도시조직, 구획정리사업

지역, 재개발 사업지역 등 다양한 도시조직이 공존하며, 도시조직의 변화와 개발과정이 명확하게 나타난

다. 동대문권역은 대규모 판매시설과 학교, 운동장 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도시조직이 많이 분포하고 있

으며, 외곽권역의 경우 주거지역이 집한 지역의 도시조직은 비교적 조 하고 세필지로 구성되어 있으

며, 학교시설, 공공시설, 의료시설,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필지가 공존하고 있다.

<그림 1-2-7>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 도시조직

5) 토지현황

(1) 도심부

도심부는 대지의 50% 이상이 20평 이하의 세한 소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통행 불가능 필지 

수가 서울시 전체 12.4%를 차지하는 등 접도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필지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차량통행 

불가능 필지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CBD3 권역으로 세운상가 주변과 봉익, 권농, 익선동 등에 집

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 청진, 낙원동의 블록 내부 재래시장과 자연발생적인 주거지가 집한 지역에 분

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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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개발 도는 종로구 72.1%, 중구 158.4%로 중구가 서울시 평균과 종로구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1991~2000년 사이 약 10년간 상당한 증가(71.5%)를 보여 과세면적의 급격한 증가, 즉 활발한 개발행위가 

있었다.

(2) 청계천 주변지역

청계천 주변지역의 필지규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로변과 재개발사업 시행지구를 중심으로 큰 규모

의 정형화된 필지 분포가 나타나고 있고, 미시행 사업지구의 경우는 블록 내부에 소규모 세필지들이 분

포하고 있다.

도심권역은 도심재개발 시행지구를 중심으로 정형화된 대규모의 필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미시행 지구의 

경우에는 과거 도심의 특성을 간직한 세가로와 세필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태평로, 삼일로 주변 지역

은 재개발시행, 합필공동개발을 통하여 기업본사, 금융시설, 업무시설 등의 법인 소유 필지가 분포하고 있

으며, 이들 블록 내부와 세운상가 주변의 재개발 미시행 지구에는 개인 소유의 소규모 필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동대문 권역은 동대문운동장, 미공병단 부지, 기동대 부지, 교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용지와 의류 패션 건물

이 위치한 대로변에는 대규모 필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광장시장과 방산시장이 위치한 예지동과 주교동의 

경우는 소규모 필지가 분포한다. 훈련원공원, 국립의료원, 동대문 운동장, 교육시설 등의 구·시 소유의 대

규모 필지와 담배인삼공사, 대규모 패션ㆍ의류빌딩이 위치한 법인 소유의 필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면에 개인 소유의 정형화된 필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외곽권역의 경우는 시 소유의 삼일아파트 필지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단지 필지, 가로변의 소규모 법인 소

유 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소유의 소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2-8> 도심부 및 청계천 필지규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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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도심부 및 청계천 필지 소유구분 현황

6) 건축물 현황 - 건축물의 용도

(1) 도심부

도심부의 토지이용은 재래시장 및 제조업 등의 전통적인 토지이용과 3차 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의 업무기

능과 같은 현대적인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분포하는 등, 다양하고 혼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옛 도시

조직을 바탕으로 도시조직의 규모가 작고 단위가 풍부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기능상 보완적인 업종들

이 상호 연계되고 집되어 특화된 지역을 형성한다(인쇄, 가구, 애완동물, 귀금속, 의류·패션, 의약품 

등). 한편,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심부 개발 및 성장으로 상업지역내 대부분의 주거가 소멸된 상태이고, 

도심상업지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거지역에 비주거기능이 침투하고 있어 주거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

며,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1998)를 통한 도심부의 건축물 용도구성을 보면, 업무 43.0%, 상업 29.5%, 

주거 7.6%로서 업무 및 상업용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 청계천 주변지역

도심부에 도심권역과 동대문권역이 포함되는 청계천 주변지역은 각 권역별로 주거, 업무, 산업, 도·소매 활

동 등 다양한 토지 이용을 나타내고 있다. 도심권역은 업무중심 및 상업서비스지역으로서 태평로~삼일로 

구간의 대로변을 중심으로 기업본사, 금융시설 등 업무시설의 비중이 높으며, 일부 지역에 식품위생업소 등

이 분포하고, 삼일로~배오개길을 중심으로 대로변과 블록내부에 판매시설(세운상가)이 입지하고 있다. 

동대문권역은 도매중심지역으로서 방산시장, 광장시장, 평화시장, 흥인시장 등 대형도매 판매시설과 두산

타워, 리오레 등의 대형 도소매 상업시설이 입지함과 동시에 동대문운동장, 한양중·고등학교, 성동여자

실업학교 등 교육시설과 훈련원 공원, 국립의료원 등 대형부지의 공공시설이 입지해 있다. 

외곽권역은 타 권역에 비해 주거용도 분포가 높게 나타나며, 대로변을 중심으로 업무 및 판매시설의 빈도

가 높고, 고산자로 동측으로 마장 축산물 시장이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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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0> 건축물 용도 현황

7) 건축물 현황 - 건축물 층수

(1) 도심부

태평로 일대의 업무지역과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4층 이하이고, 전반적으로 

대로변과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중심으로 고층건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재래시장과 세필지가 집

한 지역을 중심으로 저층 건물이 분포한다. 5층 이상의 건물이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개발등으로 

지어진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의 경우는 2.1%를 차지하고 있다.

(2) 청계천 주변지역

도심권역은 전반적으로 4층 이하 건축물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며, 도심재개발 시행지구와 대로변의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15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입지하고 있다. 흥인문로 주변의 리오레, 두산타워, 프레

야타운, 동대문운동장 서측의 신규 대형 의류도매시설들을 중심으로 고층 건물이 분포하며, 이들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4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외곽권역은 아파트단지와 대로변의 

업무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2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군(65%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2-11> 건축물 층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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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물 현황 - 건축물 구조현황

(1) 도심부

도심부 전반에 걸쳐 철골·철근콘크리트조(3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필지가 집한 세운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목조(39%) 및 연와 및 조적조(23%)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목조 건물의 분포

지역은 건축물노후도 최소면적기준 미달필지, 자동차 통행 불가능도로 접도 필지 등의 분포와 일치하며, 

재개발 미시행사업지구 내에도 일부 분포하고 있다.

(2) 청계천 주변지역

전체 권역에 걸쳐 목조 및 연와조 등 근대적 노후 구조물의 비율(53%이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도시 방

재상 위험요소가 내재하고 있고, 도심권역은 재개발사업시행지구와 대로변의 업무 및 상업시설을 중심으

로 철근콘크리트조(54%이상)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세운상가 변을 중심으로 목조 및 연와조 등

의 노후 구조물의 비율도 높게 분포하고 있다.

동대문권역은 동대문운동장 등 대규모시설들이 분포하여 타권역에 비해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율

이 높게 나타나지만, 기존 재래시장군을 중심으로 노후 구조물 분포도 높게 나타나 지구별로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외곽권역은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북측지역은 신설동 로타리와 대로변을 중심으로 철근콘크리트 등 현대적 

구조물이 많은 반면, 남측지역은 황학동 재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목조 및 연와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1-2-12> 건축물 구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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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물 노후도

(1) 도심부

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전체의 68.5%에 이르며, 이는 미시행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노후건

물의 수가 재개발된 지역의 건물의 수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계천 주변지역

권역 전반에 걸쳐 7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의 비율(70% 이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심권역

내 건축물의 73% 이상이 7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로, 특히 D 지구의 경우 60년대 이전에 지어

진 건축물의 비율이 53.6%로 노후건축물이 집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동대문권역에는 비교적 60년대

에서부터 8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흥인문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대형 의

류도소매 판매시설들은 비교적 최근에 건축되어 노후정도는 양호한 편이다. 외곽권역은 청계천로를 중심

으로 북측 지역에 비하여 남측 지역의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게 분포하고 있고, 고산자로를 중심으로 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현대적 건축물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그림 1-2-13> 건축물 노후도 현황

10) 교통

(1) 도로 및 교통량 현황

도심부 도로는 97년 기준, 357km이며, 서울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광로 및 대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으나, 폭 12m 미만의 소로가 전체 도로 연장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도심부 도로 중 폭 30m 이상의 대

로 및 광로는 동서간으로 사직로, 율곡로, 종로, 청계천로, 을지로, 왕십리길, 퇴계로 등이며, 남북간으로 

의주로, 세종로, 남대문로, 훈련원로, 흥인문로, 다산로 등이 있으며 이들 도로들은 도심부 도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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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형성한다.

청계천 주변지역의 경우 동서방향으로는 청계천로, 대상지 북측으로 종로~왕산로~하정로, 남측으로 을지

로~마장로가 지나며 남북방향으로는 총 13개의 간선가로가 지나고 있다. 

도심부 내부교통량에 있어서는 동서방향으로 사직로축 ·종로축·퇴계로축이, 남북방향으로는 세종로축·흥
인문로축·다산로축이 많으나, 대체로 동서방향의 교통량이 남북방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량과 

도로용량을 이용하여 산출한 교차로별 서비스 수준은 총 41개 조사지점 중 총 15개의 교차로에서 F로 나

타나 도심부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14>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 도로망

(2) 지하철 현황

도심부에는 동서방향으로 1 · 2 · 5호선, 남북방향으로 3 · 4호선 등 총 5개 노선 27.8km가 운행되고 있으

며, 하루 10만 명이 타고 내리는 지하철역은 서울역, 시청,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3가, 동대문역 등 6개 

역이다. 앞으로 10호선(서울역~신당), 11호선(독립문~시청)이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10개의 환승역을 

포함하여 총 16개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3) 교통특성

도심부는 출퇴근(33%) 및 업무(16%) 목적으로 많은 통행이 유 ·출입되고 있는데, 이는 도심부에 업무 및 

상업기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쇼핑 및 친교를 위한 유입통행 역시 전체 유입 통행량의 9%와 

7%를 차지하고 있어서 도심부 내에서는 상업, 오락 ·위락기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통

행수단별 분담률을 살펴보면 지하철 ·전철의 수송분담률이 41.3%(환승 비고려)로 가장 높고, 버스 24.7%, 

승용차 2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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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기종점 연장(㎞) 폭원(m) 차선수(왕복)

동·서간

도로

사직로 동십자~독립문 1.5 30 6~7

율곡로 동십자각~동대문 3.0 30 4~6 

종로 세종로4거리~동대문 2.8 40 8

청계천로 동아일보사~청계8가 4.1 50 8

을지로 시청~동대문운동장 2.8 30 6~7

왕십리길 동대문운동장~상왕십리 1.4 30 6

퇴계로 서울역~한양공고 3.5 35 8

남·북간

도로

의주로 서울역~독립문 0.6 40 8

세종로 세종로~광화문 2.1 100 16

남대문로 종로1가~서울역 2.0 30 8

훈련원로 종로5가~장충동 1.6 35 6

흥인문로 동대문~광희5거리 1.0 40 8

자료 :‘97 서울시 교통센서스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로망 현황조사

표 1-2-2. 종로·중구 도로시설 현황(1997) 

<그림 1-2-15>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 지하철노선 현황

<그림 1-2-16>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 도로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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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

보행은 단순히 걷고,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업 활동과 문화 활동, 정보공유 등 다양한 활동에 의해 

가로에 활력과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며, 나아가 도시경제의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향을 준다.

청계천로 변을 따라 있는 좌·우측 보도는 청계로에 면한 상가 및 점포의 진열공간임과 동시에 작업공간

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상품의 이동과 운반을 위한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상점 및 점포를 이용

하거나 통화하는 보행자들의 통로로 이용된다. 

한편, 차도의 경우 도로의 주기능인 차량소통을 위한 이용 외에도 청계천로 변의 도로변 좌우측 1~2차선

은 주차 공간 및 하역공간임과 동시에 대중교통 및 승용차 이용객의 승·하차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진열공간으로서의 보도 작업공간으로서의 보도 

주차공간으로서의 차도 하역공간으로서의 차도

<그림 1-2-17> 청계천변 보·차도의 복합적인 이용

11) 역사문화자원

도심권역은 덕수궁, 탑골공원, 종묘 등 역사적 · 문화적 자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역사건축물로는 

동아일보사, 서울시청과 보신각, 광통교 등이 입지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서울갤러리, 백악갤러

리 등의 전시시설과 풍문고, 종로서적 등의 서점, 코아아트홀, 시네코아, 서울시네마 타운 등의 

화관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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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권역은 역사자원으로는 흥인문과 근대 운동시설인 동대문 운동장이 입지하고 문화자원은 광장시장, 

방산시장, 동대문시장 등 각 재래시장과 두산타워, 프레야타운, 리오레 등 동대문패션타운이 존재하며, 

이 밖에 대학천 서점가, 신발상가, 애완동물상가, 문구 ·완구골목 등 특화된 판매시설이 입지해 있다. 외

곽권역은 역사문화자원인 동묘공원과 특이할 만한 문화자원으로 황학동중고품시장이 위치해 있다.

<그림 1-2-18>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 주요잠재자원 현황 

2. 청계천변의 문제점

1) 도심교통 혼잡, 통과교통 과다

청계천에는 5.4km에 이르는 복개구조물, 5.86km의 청계고가, 연장 11km의 차집관로 등이 설치되어 있

다. 이를 하루 16.8만대 이상의 교통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이 중 62.5%는 단순 통과목적으로 이용하고 있

다. 또한 6천동을 넘는 건물에서 상업, 업무,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활발히 발생하고 있으며, 상가의 업종

은 전자, 조명, 전지, 모터, 부품공구상가 등이 주를 이룬다.

<그림 1-2-19> 청계 고가도로와 청계천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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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18개 노선이 구간 구간을 운행 중이지만 버스 한 대당 평균 1명이 승하차할 정도로 버스이용도가 낮

은 형편이다. 한편 조업주차공간이 800면 정도 공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상시화되어 1차로

는 오후시간 시속 6km/h로 거의 소통이 불가능하며 고가구조물의 교각 밑에도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중교통보다는 차량에 의존하는 통행패턴은 이 지역이 도매와 제조가 주를 이루는 도

심의 핵심 산업지대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위 : km/h)

구분

성동구청 → 광교 광교 → 성동구청

1차로 2차로 1차로 2차로

통행속도 주행속도 통행속도 주행속도 통행속도 주행속도 통행속도 주행속도

오전 29.9 38.1 17.2 22.7 25.4 38.1 19.0 28.7

낮 11.2 12.7 8.9 11.4 16.2 20.6 11.7 15.3

오후 6.4 7.0 6.1 6.9 16.9 33.2 13.9 22.5

※ 오전(08시), 낮(12시), 오후(18시)에 차량을 이용하여 속도조사를 시행한 결과이다.

표 1-2-3. 청계천변 방향 속도 현황 

 

2) 대기오염, 소음

청계천 도로변의 대기환경수준을 측정한 결과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특히 미세먼지(PM10) 오염항목을 제

외한 일반 기준오염물질은 서울평균치를 상회하고 질소산화물의 경우 서울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

는 실정이었다. 

 

지점 지점명 비고

A - 1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조흥은행백년관 앞 1 구간

A - 2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한국볼트빌딩 앞 2 구간

A - 3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방산종합시장 입구 3 구간

A - 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 앞 4 구간

A -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9가 청계벽산아파트 앞 5 구간

A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도로변 5 구간

A -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삼일아프트 앞 4 구간

A -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동대문종합시장 옆 3 구간

A -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시계,금,은,카메라 도매상가 입구 2 구간

A -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SK(주) 빌딩 앞 1 구간

표 1-2-4. 청계천 도로변 대기오염도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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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M10

(㎍/㎥)

SO2

(ppm)

NO2

(ppm)

CO

(ppm)

O3

(ppm)

A - 1 58.5 0.007 0.044 1.4 0.014

A - 2 54.5 0.008 0.038 1.3 0.013

A - 3 51.1 0.009 0.040 1.2 0.014

A - 4 55.6 0.008 0.047 1.3 0.011

A - 5 48.6 0.007 0.038 1.1 0.012

A - 6 50.2 0.008 0.045 1.2 0.014

A - 7 47.1 0.007 0.040 1.2 0.012

A - 8 46.8 0.006 0.039 1.1 0.010

A - 9 50.7 0.008 0.041 1.3 0.010

A - 10 51.9 0.006 0.043 1.3 0.012

표 1-2-5. 청계천 도로변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설정항목 국가기준 서울시기준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70 ㎍/㎥ 이하

 24시간 평균치 150 ㎍/㎥ 이하 

 연간 평균치 60 ㎍/㎥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 이하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0.02 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 ppm 이하

 연간 평균치 0.01 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2 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5 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8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 ppm 이하

 연간 평균치 0.04 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7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4 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 ppm 이하

 8시간 평균치 9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 ppm 이하

납(Pb)  연간 평균치 0.5 ㎍/㎥ 이하  3개월 평균치 1.0 ㎍/㎥ 이하

오존(O3)
 8시간 평균치 0.06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 ppm 이하

 8시간 평균치 0.06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 ppm 이하

표 1-2-6. 국가 및 서울시 대기환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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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역시 도로변 상업지역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쾌적한 생활 · 업무환경 조성의 제약요인인 것으로 밝혀

졌으며, 발암성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가운데 특히 벤젠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를 반 하듯 청계천 도로변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건강의식조사에서 청계

천변 시민들은 일반 주거지역 거주 시민과 비교하여, 호흡기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약 2배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소음도 dB(A)

오전 오후 평균

N - 1 75.9 73.6 74.8

N - 2 75.3 73.7 74.5

N - 3 70.3 72.3 71.3

N - 4 74.8 73.7 74.3

N - 5 71.3 70.5 70.9

N - 6 72.1 72.9 72.5

N - 7 71.3 73.5 72.4

N - 8 73.8 70.2 72.0

N - 9 72.4 73.5 73.0

N - 10 70.2 71.3 70.8

표 1-2-7. 청계천 도로변 소음도 측정결과

3) 역사유적 훼손

광교는 복개구조물 아래에 일부가 남아있으며, 수표교는 장충단 공원에 이전되어 그 모습을 겨우 확인했

다. 하천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양안에 제방을 쌓았다는 기록과 동시에 석축에 대한 기록이 있어 석

축이 있으리라 예측되지만, 일제시대 석축공사가 진행된 바 있고, 복개공사를 거치면서 석축은 상당부분 

소실된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1-2-20> 청계천 복개도로에 매립된 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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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심의 쇄락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주변의 교통문제, 대기오염, 주택 및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강북도심

의 경쟁력은 현저히 저하되었다. 지난 10년간 상주인구가 5만, 고용인구가 8만명이 감소했고, 사업체 본

사의 수는 강남의 63% 수준에 불과하며, 도심재개발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여 실행되지 못

하고, 취약한 도심산업구조는 동북아 중심지인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했다. 도심의 금융 및 비즈니스 기능(12.5%)이 강남 부도심(27.0%)에 비해 미흡하고 비도심형 소규모 전

통 제조업이 과잉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기계·금속 등 공구업체가 구로 등의 준공업지역과 유사한 수준

으로 집중되어 있고 특히,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1991년 2000년

도  심 26.1% 6.5%

강남 부도심 9.5% 29.7%

표 1-2-8. IT산업의 성장비율

5) 동북권역의 권역별 경쟁력 최하위

더 나아가 지리적으로 청계천 유역에 속하는 서울을 5개로 나누었을 때 동북권역은 타권역에 비해 권역 

내 일자리의 부족으로 유출대비 유입 통행이 0.8로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직주불일치 

현상으로 인해 일일평균통행거리가 34.6km로 가장 길고 통행시간도 64.2분으로 5개 권역 거주민 중 가장 

길게 나타났다. 통행불편으로 인해 이 권역의 지가가 가장 낮아서 서울시 평균대비 -17.3%에 불과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구별 유출량 유입량 합  계 유출대비유입량비

서울전체 서울시 12,707,328 13,267,464 25,974,792 1.0

대생활권

도심권 1,054,546 2,131,897 3,186,443 2.0

동북권 3,753,512 3,163,385 6,916,897 0.8

서북권 1,361,739 1,208,043 2,569,782 0.9

서남권 3,502,547 3,308,991 6,811,538 0.9

동남권 3,034,984 3,455,148 6,490,132 1.1

강남북
강  북 6,169,797 6,503,325 12,673,122 1.1

강  남 6,537,531 9,764,139 13,301,670 1.0

표 1-2-9. 생활권별 통행 유출·유입량(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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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일 평균 통행거리(km) 출발지 기준 일일 평균 통행시간(분)

도 심 권 28.6 58.8

동 북 권 34.6 64.2

서 북 권 30.2 59.4

서 남 권 30.4 58.1

동 남 권 34.5 60.4

표 1-2-10. 권역별 평균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

구분 구별
평균지가 서울시평균대비 

가격차이(%)필지건수 지가합계(원) 평당지가평균(원)

서울전체 서울시 970,463 1,089,136,459,982 3,703,542 -

대생활권

도심권 126,672 247,057,254,960 6,436,221 73.8

동북권 324,329 300,911,129,960 3,061,727 -17.3

서북권 146,738 142,465,496,160 3,203,915 -13.5

서남권 249,935 233,963,266,082 3,086,478 -16.7

동남권 122,789 164,939,312,820 4,432,805 19.7

강남북
강  북 597,739 690,433,881,080 3,811,750 2.9

강  남 372,724 398,702,578,902 3,530,007 -4.7

자료 : 2001년 서울시 토지특성조사자료(개별공시지가 활용)

표 1-2-11. 생활권별 평당 지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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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계천복원사업 추진배경

1. 추진배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동아일보사 앞~평화시장~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8km에 걸친 

청계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도심하천으로 다시 복원하는 도시 정부 주도형 공공사업이다. 서울시는 청

계천복원사업을 통해 서울을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설정

하는 등 단순한 하천복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복합적인 성격과 효과를 꾸준히 강

조해 왔다.

청계천복원사업이 한국사회 전반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청계천복원사업’을 자신의 제1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 다. 청계천 복원에 관한 사회적

인 관심은 청계천살리기연구회가 1999년부터 주도해 온 일련의 연구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적

어도 시민사회 내에서 청계천 복원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계기는 2002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과정에

서 제시된 공약으로서의 청계천복원사업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프로젝트 청계천, 2005). 

2002년 7월 2일, 이명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일하는 시장, 이명박의 첫 번째 약속은 맑은 물이 흐르는 아

름다운 청계천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의 청계천, 문화의 청계천, 환경의 청계천, 경

제의 청계천이 복원되는 날, 서울은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

어 그 날, 서울시에 새로운 기구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발족됐다. 다음 해인 2003년 7월 1일에는 복원

사업기공식과 함께 고가도로와 복개도로가 철거되는 것을 시작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됐다. 청계천복

원사업 추진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용했다는데 다른 사업과 구별되는 배경이 있다. 청계

천복원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계천복원사업의 공론화의 중심이자 현재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을 시작한 이명박 시장은 “서울

이 21세기형 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도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중의 하

나가 청계천복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청계천복원사업은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두 번째, 1999년부터 청계천복원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왔던 청계천살리기연구회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친생태계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노수홍, 2002: 2). 

세 번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① 20세기의 개발주의적 가치관을 넘어서기 위해서 효율보다는 형평, 개발보다는 환경보전, 자동차보다는 

인간을 중시하는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과 

② 청계고가의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새로 투입해야 하는데도 불구

하고 길어야 2년을 버틸 수 없고 그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과 청계천변 건물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반침하 현상, 재개발 지연에 따른 건물의 노화 및 슬럼화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에 대

한 문제, 

③ 악취나는 하천을 그냥 덮어서 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량배출 가스는 대기오염을 유발하 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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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묻히게 된 문화재는 매몰된 채 빛을 보지 못했던 과거의 개발방식에 대한 회의론과 21세기의 서

울시민에게 깨끗한 하천환경과 잃어버린 서울 역사를 되돌려 줄 것,

④ 서울시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강남권과 강북권 간의 경제, 집값, 교육, 문화 등의 불균형과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도시관리시설이 강북권에 집된 현황, 특히 동부권에 청계고가, 내부순환도시고속도

로, 동부간선로 등 하천을 복개하거나 하천부지를 활용한 고가 구조물이 많고, 교차로 주변에도 오래

된 고가도로가 많아 주변 발전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계천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서울특별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3~1).

네 번째, 한국사회학회(2003)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업 자체가 규모면에서 

이미 엄청난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던 과거의 도시관리정책에 

비해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민주적 방식으로 촉진한다는 정치적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

목한다.

위에서 제시된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은 청계천복원사업의 실행주체인 청계천

복원추진본부(2003)에 의해 〈그림 1-2-21〉와 같이 노후화된 복개구조물의 안전문제, 도시환경의 개선, 

역사문화의 복원, 도시경제 활성화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종합화된 형태로 제시된다. 

<그림 1-2-21>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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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화된 청계천 복개구조물에 대해 근본적인 조치(전면 철거)를 취해 도시 안전을 모색

<그림 1-2-22> 청계천 지하

노후화된 청계천 복개구조물은 도시생활환경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청계천 복개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30년간 사용하여 구조물이 피로한 상태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1999년에 실시된 정 안

전진단 결과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복원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1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는 청계고가의 안전성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C등급에 도달해 있어 전면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조사 결

과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2002년 7월부터 2년 10개월에 걸쳐 1천억 원을 들여 청계고가도

로의 전면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년 2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청계천복개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투입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 하천의 복원을 통해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 친환경적 도시 건설

실제 청계고가와 주변의 노후 건물들은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아왔다. 또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주변 하수관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하수가 역류하여 악취가 가시지 않는 등 생활환경 전

반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따라서 서울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핵심이었던 

청계천을 자연 하천으로 복원하고, 수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서울의 생태회로를 개발주의에서 

생태주의로 돌려놓는 일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인간주의적이고 환경친화적 도시 발전 패러다임을 정립

하고, 시민들에게는 깨끗한 환경과 풍족한 친수공간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더불어 누리게 된다

는 것이다.

3)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의 원형을 회복

<그림 1-2-23> 광통교(1953)                  <그림 1-2-24> 수표교(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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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의 패러다임 아래 희생된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서울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작업은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데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얼굴로서 청계천을 자리매김하고 21세기 도시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4) 개발주의의 상흔인 청계천 복개구조물 주변의 도심노후지역에 대한 활성화

청계천 주변 도심이 경쟁력을 잃고 슬럼화 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은 도시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도

시 전체의 발전을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따라서 이 측면은 청계천복원사업이라는 충격을 

통해 정체된 도심에 역동성과 경쟁력의 기반을 조성하여 멈춰 있는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겠다는 의지라고

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한 도심 재활성화는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격차를 완화하는 

균형발전론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도시정치, 도시문화, 도시경제, 도시환경, 도시안전, 도시역

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발주의에서 인간주의로의 도시 발전 패

러다임의 전환과 이를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청계천복원사업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인식도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2. 청계천복원사업과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정부의 고도성장정책에 힘입어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증가하 고 경제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과 산업발전의 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적었

던 탓으로 산업구조와 생산 및 소비행태, 국민의 의식구조 등에 있어서 오염 예방에 취약한 구조

를 갖게 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과정에서 환경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오

염되어 이제는 환경문제가 경제ㆍ사회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과연 

우리가 환경적으로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국

민들은 그 동안의 개발방식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폭넓게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각종 개발정책과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 계

층간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바탕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보편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개발의 전략을 모색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 프로젝트의 과제는 인간생존의 환경으로서의 생태계

를 보존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두어져야 함은 자명하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생태도시에 대한 환경적 요구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호

응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사업은 시민적 삶이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향을 최

우선으로 생각하는 공공사업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사업은 자연친화적

이기보다는 성장 우선주의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 또한 한국에서 공적 주체는 환경 보호보다는 환경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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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의 주범이었으며, 성장의 가치를 내세워 시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추진해 

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함으로

써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서울시민들의 서울시 도심 공간에 대한 인식은 비

즈니스의 중심지로서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와 관련된 이미지로 나타날 뿐,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이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환경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서울의 도심이미지가 서울 시민으로 하여

금 자연친화적 환경은 무조건 서울 외곽에서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사업

은 도심공간에 자연하천으로서의 청계천을 복원함으로써 서울 도심 공간에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서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도심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생태공간을 

조성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연하천으로 복원될 청계천의 수질은 하천기준 2~3급수의 수질을 유지

하여 한강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물길을 따라 올라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서생물, 곤충, 

새 등이 살아 갈 수 있는 생태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청계천 주변 지하철 구간에서 배출되는 

지하수 2만 2천여 톤과 한강수 및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확보하여 1일 약 6-10만톤 정도의 용수를 공급함

으로써 물고기가 뛰놀 수 있을 정도의 맑은 물이 상시 흐르도록 유지하도록 계획하 다. 또한, 복원된 청

계천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정화시스템, 징검다리, 친수형 계단 등의 시설 설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유사한 조치를 통해 악취가 풍기는 하천에서 30여종의 철

새와 20여종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한 양재천의 사례를 볼 때 이와 같은 계획

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계천의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점들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사실상 서울의 거대한 하수구인 청계천이 도시형 자연하천으로 조성되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하는 동시에 서울을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도로의 정

비와 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도심을 통과하던 차량들이 외곽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도심의 대기환경이 개

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계고가의 철거에 따라 청계고가 및 청계천로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스의 정체현상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예상된다.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취지를 갖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과거에 복개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자연친화적인 자연하천의 복원이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문

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복개 당시 청계천은 맑은 하천이 아닌 오염된 하천이었

음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빗물과 생활하수를 구분해 배출할 수 없었던 시기에 도시하천은 

도시하수 배출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으며, 청계천은 서울의 하수도 역할을 하 던 것이다. ‘하수도’의 복

개는 악취와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오수를 위생적으로 차단하는 일인 동시에 복개된 상부를 다른 용

도로 사용함으로써 좁은 도시의 가용면적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으므로, 당시 청계천의 복개는 정당한 사

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발연대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이와 같은 도시개발사업들이 현재와 같이 자연친화적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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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하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의 서울시의 모습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제 개발연대의 가치가 

쇠퇴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의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하천으로서의 청계천을 자

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발정책으로

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진양교, 2003). 또한 현재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수자원들을 활용하여, 

양재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2급 내지 3급수의 수질을 유지하는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이 가능한 상황

이라는 점도 청계천복원의 타당성을 높여 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환경은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배경인 동시에 문화를 통해 해

석되는 의미를 가진 환경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며 어떠한 것들을 파괴하거나 변형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어떠한 것들에 애착을 갖고 가치를 부

여하는가 하는 점을,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근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연하천

으로서의 청계천복원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추진된다. 더러운 악취가 나는 하천을 덮어 도로로 만들어 차

량배출가스로 인해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그 안에 문화재도 함께 매장하는 것이 과

거 개발연대의 가치 다면, 21세기적 시민들의 가치는 깨끗한 하천환경의 복원과 서울의 역사성을 복원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진양교,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청계천복원은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청계천을 햇빛과 맑은 공기의 깨끗한 환경 아래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하

고 수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맑은 하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적인 요구

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청계천지역의 환경 개선과 새로운 문화 및 산업단지의 조성은 서울 도심의 산업적 및 문화적 위상

을 높이고 대도시로서의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계천복원은 상대

적으로 낙후된 도심 강북 지역의 경쟁력을 복원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도

심의 한 복판에 있는 청계천 주변의 교통문제, 대기오염, 주택 및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강북 도심

의 경쟁력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지난 10년간 상주인구가 8만 감소했고, 사업체 본사의 수는 강남의 

64% 수준에 불과하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도심재개발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여 시

행되지 못하고 취약한 도심산업구조는 동북아 중심지의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의 집값, 교육, 문화 등의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강북권에 집된 환경 파괴적 도시관리시설에 있다고 인식했다.  강북지역 

중에서도 특히 동북지역에는 청계고가,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동부간선로 등 하천을 복개하거나 하천부

지를 활용한 고가구조물이 많으며, 교차로에는 오래된 고가도로도 많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에서 가장 지역중심성의 성장이 더딘 곳이 청계천에 인접한 동북권역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울시

의 초기 개발은 청계천 유역을 중심으로 한 강북권역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지역을 이렇게 낙후된 곳

으로 만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향후 발전계획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김성국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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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계천복원사업과 민선3기 서울시의 발전전략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보호와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도 증가했다. 이러한 시민적 요구에 대응

하여 환경보호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이 실행되어 왔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방식과 가치체계를 변화시킨 것도 두드러진 한 현상으로 이러한 생활방식과 가

치체계의 변화는 청계천의 복원과 추진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의 출현

은 환경보호와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아울러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해결된 

환경문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청계천복원은 기존의 발전주의의 몰락과 생활정치

의 급부상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는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계천의 복원은 환

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래서 도심의 환경의 질을 높여 ‘삶의 질’을 제고시킬 것이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을 단순히 서울시만의 문제로 국한하여 인식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안목

에서 추진하고 있다. 청계천복원을 통해 서울을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공간으로 전환시

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서울을 21세기 도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보이겠다는 야심만

만한 구상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청계천의 복원과 함께 주변의 문화유적을 복원함으로써 서울의 

600년 역사성을 회복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로 만듦으로써 새로운 동북아의 중심도시, 국

제적인 상업도시, 금융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이 서울시의 기대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후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1) 자연환경복원과 삶의 질 향상

청계천복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청계천을 햇볕,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흐르는 본래의 하천으로 복

원하며, 수중과 수변에 생물의 서식 여건을 만들고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청계천복개구조물과 청

계고가도로가 철거되고, 복개구조물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 이설되며, 또한 하수관도 약 114만 톤의 폐

기물은 75% 이상 재활용 처리된다. 복원된 청계천 양측에는 편도 2차로씩 도로가 건설되고 청계천 남북

연결에 필요한 교량이 설치될 뿐만 아니라 하천 둔치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휴가공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변지역의 여건과 하상구조를 감안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생태하천의 복원과 맑은 물의 공급 및 관리방안 등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다. 물 

공급은 주변 지하철역에서 자연 발생하는 지하수, 중랑하수처리장의 처리수나 한강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공원녹지 면적은 157㎢(전체 면적의 26%)로서 그 중 76% 이상이 도시외곽에 편중되어 생활권 공

원녹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1인당 생활권 공원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최저기준 9㎡에 크게 미

달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에도 서울은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2002년 현재 4.53

㎡로, 동경 5.14㎡와 뉴욕 14.12㎡에 훨씬 못 미친다. 더욱이 같은 서울 내에서의 공원녹지 면적이 2001

년 기준 서초구 38.5㎡, 강남구 8.8㎡, 성동구 3.1㎡, 동대문구 2.2㎡로 나타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뿐

만 아니라 택지개발과 도로건설 등으로 도심 녹지축의 상호간 연결성 부족이 부족하고, 자전거의 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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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률이 1997년 0.6%, 2001년 0.7%에 그치게 했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생활권 녹지 100

만평 늘리기와 한강 진입로 확충으로 서울시를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1)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는 뚝섬에 35만평의 공원을 조성하여 성동구 성수동1가 685번지 일대 34만

9,800평에 생태습지공원(7만5000㎡)과 승마공원(3만3000㎡), 문화공원(13만1000㎡), 캠프공원(12만3000

㎡), 물의공원(15만2000㎡), 수변공원(10만3000㎡) 등 대규모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청계천 

복원 후에는 청계천~중랑천~한강의 연결을 통한 수경축을 연결하고, 2006년까지 창경궁~종묘간 녹지축

을 생태통로(1만5000㎡)로 조성한다. 또 중랑구 망우동 등 개발제한구역 3곳(20만㎡)에는 2003년부터 소

풍공원을 마련하고, 마곡과 개봉1, 잠실유수지 등 7곳(22만㎡)의 유수지는 생태유수지로 만들 예정이며, 

단절된 지선녹지축을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남부순환도로변 까치고개, 서리풀공원~우면산간, 

포이달터~대모산 구간 등에서 2003년까지 계획 수립하여 추후 시행하고, 2021년까지 세운상가~남산~관

악산 녹지축을 연결시킬 예정이다. 2006년까지 20개소에 1000평 규모의 마을공원을 조성하고 학교, 숲, 

담장 녹화, 생태연못 등 공원화와 1가정 1평 녹지 늘리기 사업인 서울 트러스트(Trust)운동을 전개한다.

(2) 한강접근로 확충

한강접근로 확충1)은 서울시의 ‘시민이 쉽게 즐겨 찾는 한강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접근로를 133곳

에서 149곳으로 늘리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10개 노선을 한강공원까지 직접 운행하며 한강공원 부대시

설과 여건을 함께 확충·강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 생태도시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창경궁~종묘 간 생태통로(1만5000㎡), 용산가

족공원, 청계천 수경녹지를 가운데 두고 서초동 정보사령부 부지(5만5000평), 대모산, 우면산이 둘러싸고 

다시 그 뒤를 북한산 국립공원, 관악산, 수락산, 행주산성 등이 에워싸는 형태의 3중 녹지를 형성하게 된

다. 또한 서울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4.51㎡에서 4.92㎡으로 늘어나게 되고, 강남북간 공원녹지의 

불균형을 개선하며,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청계천과 수경축으로 연결되어 도시미관이 현저히 개선된다. 한

강공원 강-남북에 인라인 스케이트 길 30km가 조성되며 여의도에서 광진교까지 한강변 그린마라톤 풀코

스가 만들어지고, 강-남북 전 구간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시민들은 여유로운 휴식과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자전거의 수단부담률을 2006년 2%, 2021년 6%까지 증가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생태도시화의 성공과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의 운송수단의 운행여건 개선과 이용증가 

등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과 그 사용의 감소로 대기의 오염도가 감소되는데 일조를 하게 되어 서울시 

환경의 질은 월등히 좋아질 것이다.

1) 접근로 증설(http://www.seoul.go.kr)

  - 사업기간 : 2000. 1 ~ 2006.12
  - 사업내용 : 접근로 증설 16개소(133개소 → 149개소)
  - 총사업비 : 58,068백만 원(’05년 : 12,729백만 원)
  - 2005년 추진계획 : 공사시행 7개소, 공사완료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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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삶의 질’과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흔히 환경은 제3의 복지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한

다. 경제발전을 통해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한 중요한 전략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계천의 복원은 서울 도심에 있는 환경문제를 일정 정도 해

결한다는 차원에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계천복원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청계천복원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양식과 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될 것이다. 

2) 역사문화복원

청계천복원사업은 도심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서울시 전체의 문화적 

재구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이러한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청계천지역을 

지금의 복잡한 도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시민의 생활 중심지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문화자원 발굴을 통해 역사도시로서의 서울의 원형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와 문화의 중

심지로서의 서울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을 제고하는 취지를 갖는다. 청계천지역에 존재하는 유물을 발

굴하고 복원하는 것은 서울의 역사적 ·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상징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시에 청계천복원

사업은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도심공원)을 창출할 것이다. 이 지역의 정비를 통해 시민들

의 휴식공간을 도심에 창출하는 것은 단지 청계천 주변 지역의 개발과 환경 개선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서울시 전체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인구 천만이 넘는 사람이 거주하는 대도시이나, 과 화된 인구를 위한 문화시설과 휴식공간은 절

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심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서울시 전체의 문화적 재구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청계천복

원사업은 이러한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청계천지역을 지금의 복잡한 도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시민의 생활 중심지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복원사업 이후의 청계천지역의 이

미지는 시민들의 사회·경제·문화적 중심공간으로서 만남의 장소, 거래의 중심지, 풍부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시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이 지역을 국제적인 상업중심지의 기능을 할 수 있

도록 하며, 이와 연계하여 관광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복원사업과 같은 대규모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문제가 있

다.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공동체를 구성해 가

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도시계획은 도시의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

는 궁극적으로 주민생활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릇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계

천복원사업과 같은 대규모 도시계획은 도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시정개발연구

원, 2003, ｢청계천복원의 사회문화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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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활성화

서울에서 비행기로 3시간 내 있는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43개에 달할 정도로 서울은 지정학적으로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이용해 서울시는 청계천복원과 함께 외국기업 활동여건의 완화, 기업하기 편리

한 환경 조성 등으로 동북아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현재 아시아 주요국 중 GDP가 4.570억 달러로 주변의 홍콩(1.580), 싱가포르(920)보다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아시아 도시 중 다국적 기업의 본사수도 1997년 6위에서 2001년 현재 5위이고, 아

시아 주요 도시별 1주일간 항공회수 순위도 1997년 5위에서 2001년 현재 4위로 올라섰다. 아시아 주요 

도시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는 1997년 6위, 2001년 5위이며,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전국 159개 중 서

울에 약 70%인 110개 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이 같은 이점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

듭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예상이다. 외국기업활동여건 완화와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서울시의 세부 시행책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기업 활동 여건 완화

• 청계천 일부 지역을 외국인 투자촉진지구로 지정,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혜택과 사업 인허가 관

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수준 높은 외국인 학교 설립, 외국인 커뮤니티 조성과 배우자의 고용을 지원

하는 방안 검토, 외국인 투자 상담실 원스톱 기능 강화 등이 시행될 예정임

• 국제경제자문단(SIBAC),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FIAC) 운 할 예정임

• DMC 디지털 미디어거리(630m) 조성, DMC 단지 내 종합정보통신센터 건립, DMC 내 애니-컴플렉

스(Ani-complex) 조성 등이 시행될 예정임

•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SICAF) 확대 운 될 것임

• 서울 컬렉션, 패션스쿨 규모 확대/설립/홍보 강화 등이 이루어질 것임

• 이외 도심 인쇄산업을 서울형 신사업으로 육성, 컨벤션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이 예정됨

• 청계천이 복원 되는대로 연계하여 국제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인텔리전트 인프라와 업

무단지를 조성할 예정임

(2)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

•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중점 예산 지원, 기술 지원 등 시행 예정

  - 자금지원(2002년 5,400억 원, 2006년 6,000억 원), 신용보증지원(2002년 3,800억 원, 2006년 

10,000억 원)

• 중소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망 구축·강화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

• 서울경제센터 설립, 테크노빌딩(아파트형 공장) 설립 확대, 산학연 협력기술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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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와 같은 시행방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동북아 거점도시로의 정책방안을 성공시켜 2021년도 

아시아 도시 중 다국적 기업 본사 수 순위 3위, 아시아 주요 도시별 1주일간 항공회수 순위 2위, 아시아 

주요 도시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 3위로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복원된 청계천 일대

에 다국적 기업들과 국제금융기관들이 입주하여 아시아 금융의 핵심센터로 부상하면서 복원된 청계천 일

대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센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계천복원사업이 완공되는 2006년에는 

외국기업의 수가 2002년 6,205개에서 2006년 7,000개로 증가하고,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건은 2002년 

250건/년에서 2006년 360건/년으로 증가하며, 테크노빌딩(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들도 2002년 1,255개

에서 2006년 3,259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내 집적시설은 강남(47%)·서초(23%) 지역에 70%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강남북 불균형문제를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강남북 균형발전으로 이루는 작업도 동시에 시행하고자 했

다. 서울은 이미 1970년대 이후 강남북간 차별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강남권은 업무, 상업, 주거, 교

육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발전된 반면 강북권은 도심공동화 심화, 외곽지역에 대한 난개발 등으로 강

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낙후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뉴타운개발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동북권 간선도로 보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확대 시행 등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3) 뉴타운개발

• 사업기간

  - 2003~2012년까지 설정, 21세기형 강북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

• 개발방식

  - 도시기반시설에 시 예산 등 투자예정, 토지수용/환지 등의 방법 적용 예정

• 주거중심형(길음 뉴타운) 

  -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정릉 380번지 일대 95㎡(28만7천평) 

  - 구릉지들이 많이 낀 특성상 저 도의 주거 중심형 개발, 도시기반시설은 시에서 지원, 2006년 5

월까지 이주대책과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

• 도심형(왕십리 뉴타운)

  -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번지 일대 32만4천㎡(9만8천평), 청계천 복원과 연계해 상업/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고 도의 복합개발 방식 도입예정

  - 전체를 3개 구역으로 분류하여 1구역은 2005년까지, 2/3구역은 2006년 말까지 개발 예정

• 신시가지형(은평 뉴타운) 

  -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359만3천㎡, 주거/생태/문화/상업 등의 도시기능 지역발전 

예정

  - 전체를 5개 구역으로 분류하되 구파발 3거리 오른쪽 진관내동 75㎡가 1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

년 5월까지 3,120가구가 건립되고 2~5구역은 201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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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균형발전촉진지구

• 2003년 자치구 신청을 받아 시범지구 3개소 지정, 2008년까지 20여개소 지정/지원 예정

• 기반시설 시 지원, 민간개발/공 개발 병행추진, 지역에 기업 입주시 자금 지원, 상업지역 확대/용

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정비 지원 등

(5) 동북권 간선도로 보완

• 문제점

  - 강북 쪽 고속도로 :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외 전무한 실정

  - 강북의 간선로 : 도봉로와 동일로, 서북쪽의 의주로와 수색로 외에 없는 실정

• 동북부 지역 

  - 도봉로 하나에 강북, 도봉, 노원구와 경기북부 일대 18만여 명이 의존하고 있어 교통체증의 분노

가 극에 달한 상태

• 미아사거리 

  - 동북부 지역 관문이라 할 수 있는데 새벽 1~2시까지도 차들이 릴 정도

• 편도 2개 차로인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상계교 구간을 편도 1개 차로씩 확장할 예정

• 마들길 단절구간 4곳 10km를 연결하고 동부간선도로와 인근도로를 2010년까지 확장, 신설할 계획

• 미아사거리 교통체계 개편 예정, Y자형 미아고가를 종암동 쪽으로 철거하고 길음동 쪽은 2개 차로

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 왕복 2개 차로인 오패산길이 개통될 예정임

• 솔샘길과 보국문길 확장될 예정이며 2006년 길음 뉴타운과 솔샘길이 연결될 예정임

(6)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확대

• 기능형 버스 운용예정 : (간선, 지선)버스, 도심순환, 통근셔틀

• 시내버스 종합사령실(BMS) 운 , 노선체계는 간선과 지선의 2원 체제, 노선입찰제, 버스우선처리시

스템 도입, 대중교통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운  예정임

• 지하철 운  개선,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급행열차 운행, 9호선 건설과 3호선 연장 등 시행 예정

• 강남 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강북쪽에 한강교량 증설 예정

한편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

개발과 민간 참여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주거환경과 교육여

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북간 주거환경 지표에 있어서는 실질주택보급률이 강북 103.6%, 강남 107.3%, 도로율은 강북 23.9%, 

강남 23.6%, 주차장 확보율은 강북 101.2%, 강남 103.7% 등으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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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우수자립형 사립학교와 외국 우수학교의 분교들 강북에 설립되어 강남 집중의 교육문제들이 

강북으로 분산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강북 도심발전에 있어서는 동대문 패션타운을 청계천까지 확대하고 문화관광사업을 유치하여 서울형 신산

업단지를 조성한다. 벤처기업 중 강북지역의 비중은 2001년 현재 21%에서 2006년 27%로 증가하고, 2021

년 40%까지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공원과 가까운 고지대에는 고급의 전원형 빌라와 전원형 단독주택이 들어서고 저지대

에는 7층 이하의 임대주택과 국민주택이 입주하여 전형적인 시가지가 형성되고, 120만㎡ 진관근린공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자연환경 보존상태가 좋은 주변도 공원에 포함된다. 길음 뉴타운과 왕십리 뉴타운의 경

우 건폐율과 용적률이 최대한 허용돼 고층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등 고 도로 개발돼 전형적인 도시의 아

파트촌을 형성하며,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 한가운데 6000~1만여 평의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고 기존 하왕 

어린이 공원을 확대하여 복원된 청계천과 연결돼 수변공원이 만들어지고, 길음 뉴타운의 경우 초등학교 1

개, 중학교 1개가 새로 생기고 근린공원 2곳이 조성된다. 

청계천 복원은 또한 강북에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데, 동북부지역 간선도로

가 보완 개선되어 총 11개 도로 28.7km가 신설 및 확장되고, 동부간선도로 4개 사업 20.5km, 지역 내 

정체구간 7개 노선 8.2km가 개선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지형균형발전계획

의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64.6%-75%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4)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

자본주의사회에서 도시화는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필연적인 부수현상으로 나타난다. 인공적으로 조성

된 환경으로서의 도시는 자연환경의 제약조건들을 극복하고 자본순환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써 자본축적과정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적인 환경은 자연환경의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간사회와 자연환경간의 물질대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도시화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인공적인 환경의 조성으로 자연환경을 대체하는 과정이지만, 자연환경을 대체한 

인공 환경은 인간생활이 더 이상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 심지어 생존에 

필요한 자연적 조건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가 차도로 대체되면서 자동차에 의해 사람이 려나고, 역사와 문화는 화려한 고층빌딩과 네온사인에 

가려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있다.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파괴된 

도시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이렇게 되살린 자연과 도심의 환경자원을 이용해 발전을 일구어 내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도시를 변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 일환으로 청계천복원사업과 함께 도심에 시

민광장을 조성하고 4대문 안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심을 관광자원화하고자 한다. 

전체 도로에서 보행자 전용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0.09%, 2001년 0.12%로 미미하며, 보행자 교

통사고비율은 1997년 52.2%, 2001년 50%로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이 넘는다. 서울은 4대문 안이 조선시

대 이래 도심지역으로서 문화적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도심부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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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많이 있으나 현재 훼손되고 단절된 상태이다. 청계천복원과 더불어 서울시의 도심 관광자원화를 

위한 청사진은 시민광장 조성, 4대문안 문화관광벨트의 조성인데, 이들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상권과 역사적 자원들과의 조화

• 상업지구의 확대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비

• 도심부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이 상권과 역사적 유물이 연계함으로 개선됨

• 도심부의 전통문화 재현과 단절되고 훼손된 역사적 자원들을 복원하게 됨

• 서울 도심은 생태하천과 광장들이 어우러지는 도심으로 변모함

• 도심 역사화가 이루어져 자연스런 역사교육의 현장이 됨

시민광장을 2005년까지 시청(4200평), 광화문(6300평 중 일부), 숭례문(7,660평 중 일부)에 조성할 예정

이고, 문화관광벨트는 청계천 복원 구간을 포함한 5대 거점을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로 추진하는 것이다. 

근대문화중심(덕수궁~정동~역사박물관), 전통문화중심(경복궁~북촌~인사동), 젊음의 거리(대학로 일대), 

역사 환경의 회복(청계천복원 구간), 쇼핑관광중심(명동~남대문)을 5대 관광거점으로 구분하여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고 서울시티투어버스를 활용 5대 거점을 서로 연결하여 600년 고도 서울을 걸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보관광코스를 상품화한다. 각 코스에는 외국어에 유창한 문화얘기꾼 배치, 경희궁 복원, 

청계천 석교들 복원(2006년까지), 북촌 한옥보존, 종묘~창경궁 연결 복원(2005년까지), 숙정문(북대문) 

개방, 북한산성 복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시청 앞 광장 조성과 연계하여 국제축제(Hi Seoul Festival) 

개최한다. 그 외 문화지구를 지정하여 지원하며, 수표교 다리밟기 등 전통문화를 재현하여 관광특구 육성

을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서울시 도심 관광자원화 정책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체 도로에서 보행자 전용로의 점

유비율이 2006년 1.5%, 2021년 6%로 상승하고, 보행자의 교통사고 비율도 2006년 40%, 2011년 30%, 

2021년 2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도보관광코스(가칭 “걸어서 보는 서울”)가 상

품화 되면 왕의 위엄이 서려있는 경복궁을 출발,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면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고, 비원에서 궁궐 속 왕비들의 은 한 자태를 상상한 후 인사동으로 내려가 그윽한 전통 공예

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복원돼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 변을 따라 걸으면 살아 꿈틀거리는 서울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개발연대는 전원적인 농촌풍경으로 대표되던 우리 생활환경의 모습을 매우 빠른 속도로 콘크리트 덩어리

의 도시경관으로 바꾸어 놓았다. 인간생활과 적합한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개발연대는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급속하게 파괴하고 인공적인 구조물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본래 

서울은 도심에 많은 산과 자연하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강은 대도시에서 보기 드문 거대한 하천이며, 청계천 또한 도심을 지나는 하천으로서 초기 서울시민들의 

생활환경이며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굴뚝산업 중심의 발전이 지속된 개발연대 

동안 도심의 하천으로서의 청계천은 이러한 측면의 긍정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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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수구 역할을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뒤늦게 추진되는 청계천복원사업은 이와 같이 개발연대 동안 상실된 자연친화적인 도시로서의 서울

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지난 시대 발전의 성과에 묻혀 잊혀졌던 자연친화적인 우리의 생활환경의 중요성

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 있어서는 개발연대의 산업주의적인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된 

결과, 발전의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체되었던 부분이 있다. 공업화가 본격화된 

1970년대가 서구에서는 이미 발전의 폐해로서의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고 사회운동으로

서의 환경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

지도 모른다.

이제 산업화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는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무시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발전지상주의적인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개발연대를 마감하고 ‘삶
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계천의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나간 한 시대의 성과를 정리하고 성찰하는 의미에서도 마땅히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5)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구축

청계천의 복원은 도래하는 환경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도로 파악할 수 있다. 미래지향

적 도시환경은 현재와는 다른 자연과 사회가 균형과 조화 속에서 공존하는 도시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공존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와 같은 도시환경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안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계천복원은 이러한 점에서 도심 내에서 자연과의 공존과 서울의 녹색화를 위한 미래지

향적 출발점이다.

도시공간은 하나의 생태계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과 사회는 자연의 일부라는 것에 근거하

고 있다. 각각의 생태계는 나름대로의 수용력(carrying capacity)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계의 일부로서의 

도시는 그 수용력을 넘지 말아야 한다. 서울과 같은 도시는 그 수용력이 이미 크게 초과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은 자연환경과 자연물 보다는 인간과 인공 건조물들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도

시이다. 미래적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은 수용력을 초과한 환경문제

이다. 이는 바람직한 미래적 도시환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한다. 도시환경문제는 도시

민의 경제적, 생물학적 그리고 심미적 삶에 지극히 해로운 향을 주어왔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 없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해결조차 어렵게 된다. 해결의 방식은 생태계의 수용력 내에서 인간의 사회

적 과정들을 친환경적으로 재구조화시키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크게 산업화, 도시화, 생활양식 그리고 세계화 등과 같은 자연과 사회를 매개하는 사회적 과

정 혹은 기제들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적 도시환경을 위해 이러한 사회적 기제들에 대한 

녹색화와 그들의 친환경적 방향으로의 견인은 필수적이다.

생태도시란 도시의 환경문제가 해결된 새로운 형태의 도시이다.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회적 과정들의 변화와 함께 축소되고 파괴된 자연의 역의 확대와 소생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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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시는 자연환경이 인간의 경제적, 생물학적 그리고 문화적인 삶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보호된 도시

를 말한다. 또한 생태도시는 사회정의가 있는 도시이다. 사회적 부정의는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환

경문제의 결과에서도 사회적인 차별을 낳아서 환경적 부정의와 연결된다. 사회부정의는 환경문제의 원인

과 결과에서 사회적인 차별을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생태도시는 

환경보호와 사회정의가 추구되는 도시이다. 이런 점에서 청계천복원은 미래지향적 생태도시의 모습을 구

성하는 한 중요한 부분이 된다. 도시 내 자연과의 관계에서 녹지의 부족 등과 같이 환경문제는 도시민의 

안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생태도시의 맥락에서 청계천복원은 환경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첫걸음인 것이다. 청계천복원은 서울의 미

래지향적 도시환경의 형태와 내용에 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서울의 

가치를 충분히 높아질 수 있으며, 좀 더 생태적이고 좀 더 사회적(공공적)인 복원을 통해 그 가치는 배가

되어 바람직한 미래적 도시환경의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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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청계천복원사업 의의와 비전(vision)

1. 청계천복원사업의 의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의 주요 도시관리 패러다임이 현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세기의 개발

주의적 사고는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엄청난 환경훼손을 가져왔고, 물질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로 인해 인간

의 존재가 도시에서 천대받는 약육강식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러한 20세기적 가치관을 넘어서기 위해 우

리의 도시도 효율에서 형평, 개발에서 보전, 자동차에서 인간으로의 도시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청계천복개는 기능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던 개발시대의 산물로서 생태적 환경이 무시되어 이제는 이로 인

해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청계천 복개구조물과 청계고가도로는 1958년부터 

건설되어 당시의 기술과 건설자재의 품질로 볼 때 이미 그 수명을 다했고, 건설된 지 3-40여년이 경과한 

시멘트와 철근의 부식, 구조적 결함 등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계고가의 구조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되고 최소 2년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추가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 청계천 주변 건물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반침

하현상, 재개발의 지연에 따른 건물의 노후화 및 슬럼화, 청계천 내부의 일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으로 인

한 구조물의 부식 가속화는 땜질식 보수공사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청계

천복원은 도시생태를 복원하고 서울을 인간중심의 환경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함으로써 서울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이자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청계천에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광교가 복개도로에 묻혀 있으며, 수표교는 장충단공원으로 옮

겨져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이런 역사유적을 복원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는 사업이며, 이와 함께 청

계천 주변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 조성하여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계천복원은 잃어버린 서울의 원래 모습을 되찾는 일이며, 단절된 600년 서울의 도시역사를 

이어주고 연결고리를 다시 꿰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청계천에 맑은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일은 생태

계의 복원이며, 서울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자연

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프로젝트다. 청계천을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만들어 

도심녹지체계의 축으로 삼고 주변의 역사유적과 오픈스페이스를 연계시켜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든다. 

또한 서울시의 강남권과 강북권간의 경제, 부동산, 교육, 문화 등의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강북권에 집된 환경 파괴적 도시관리 시설에 있다는 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강북, 특히 동북권에는 청계고가,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동부간선로 등 하천을 복개하

거나 하천부지를 활용한 고가 구조물이 많으며, 교차로에는 오래된 고가도로도 많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에서 가장 지역 중심적 성장이 더딘 곳이 청계천에 인접한 동북권역으로 나타났다. 청

계천 주변지역은 대부분 4~50년 이상 된 노후지역으로 상주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이 낙후

되어 경쟁력을 잃어갔다. 또한 청계천복원으로 주변지역을 국제금융, 비즈니스중심, 첨단정보와 고부가가

치 산업지구로 재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마련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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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청계천이 복원될 경우 주변 노후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면 성장잠재력도 높아지며, 그로 인

해 고부가가치 산업이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촉진돼 국제금융과 동북

아 비즈니스 중심으로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계천복원은 콘크리트로 뒤덮인 회색 서울

의 이미지를 맑은 물이 흐르고 녹지가 우거진 푸른 도시로 바꿀 것이며,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결

정적 계기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자연과 인간중심의 도시환경조성으로서의 청계천복원사업은 세계 여러 

선진국이 추구하는 21세기의 도시관리에 대한 기본가치이며, 더욱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공공의 책무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울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전 : 21세기 선진도시로서의 서울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청계고가와 복개도로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

로 도심 내의 녹지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녹지의 증가는 ‘삶의 질’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분명

하다. 미래지향적 도시환경은 다양한 사회 역의 구조적인 개혁에 의존한다. 즉 환경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것의 기제인 산업화와 기술의 발전, 도시화와 인구집중, 도시의 생활양식과 대량소비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의 성공여부는 복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제들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청계천복원사업과 주변지역의 개발 · 정비는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도보를 이용한 유동인구

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청계천지역은 오래된 낡은 건물들과 무질서하게 늘어

서 있는 노점상들, 무단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걷고 싶은 거리’의 이미지

와는 어울리기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청계

천 인근지역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청계천 지역의 역사적 유적 및 유물들을 복원하는 작업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와 중요성 또한 매우 

큰 것으로 이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통해 청계천복원사업이 가져다 줄 환경친화적인 결과들에 대한 논의

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삶의 질의 개선이

라는 차원에서 얻게 될 중요한 이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내용적으로, 그리고 과정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우선 내용상으로는 청계천복원사업이 전체 서울시민의 장기적인 삶의 질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당사자간에 합의구조를 도출해 가는 과정은 사회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있

는 이슈를 공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체 사회 수준에서의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

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적 및 사적 주체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바람직하게 해

결하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앞으로의 유사한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유용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청계천복원사업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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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의 ‘환경’, ‘문화’,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수도 

서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관리의 신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의 산업경

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21세기형 선전도시로서의 서울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25> 21세기형 선진도시로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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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업의 범위와 재정

1. 사업의 범위

청계천복원사업의 범위는 청계천로2) 동아일보사 앞부터 삼일로 및 그 주변 5.84㎞ 구간이며, 시간적 범

위는 기준년도를 2003년으로 하고 중기 목표연도는 2008년, 장기적으로는 2013년으로 한다. 

2. 재정

1) 재원조달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을 위한 사업비를 전액 서울시의 일반회계로 충당하며 청계고가도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02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차 전면보수공사비 1,000억 원(3,833m)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공법의 변경, 창의적 업무방식 도입 등으로 시정운 의 효율성을 높여 가면서 절약되는 예산(2002

년 약 1,004억 원)으로 청계천 복원사업비에 충당하며 잔여사업비는 2003년도 이후 절약 예산으로 활용

하 다.

2) 사업비 산정

청계천복원사업에서 소요되는 공사비를 하천복원, 유지용수, 구조물 철거 등의 항목별로 나누어 ｢청계천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산정한 결과 349,423백만 원이었다. 

분야별
공사비

합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하천복원 1,676,750,160 2,477,829,755 3,281,258,569 7,435,838,484

유지용수 11,902,255,202 8,791,176,650 3,519,271,548 24,212,703,399

구조물 철거 18,013,585,395 15,757,024,610 15,448,806,501 49,219,416,506

하수도 정비 4,667,300,000 4,411,000,000 1,467,400,000 10,545,700,000

도로 23,541,940,773 40,792,087,965 23,256,048,156 87,590,076,894

교량건설 17,964,764,770 24,879,492,871 22,317,751,714 65,162,009,355

조경 16,707,460,000 18,814,180,000 25,095,840,000 60,617,480,000

부대공사비 3,890,870,121 3,890,870,121 2,523,604,221 10,305,344,463

폐기물처리비 3,839,396,000 4,172,916,000 5,187,072,000 13,199,384,000

환경보전비 543,299,163 659,368,645 562,152,598 1,764,820,406

시험비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450,000,000

실시설계 용역비

(안전진단비 포함)
3,271,005,771 3,881,855,690 3,162,771,547 10,315,633,008

합계 106,168,627,355 128,677,802,307 105,971,976,854 340,818,406,515

※ 이설비(도로분야) 4,744,884,385 2,219,168,260 1,640,719,689 8,604,772,334

총공사비 110,913,511,740 130,896,970,567 107,612,696,543 349,423,178,849

표 1-2-12.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공사비 산정

2) 세종로시점~동대문~신답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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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사비용은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항목으로 청계천복원사업에 필요한 예산(2002년 기준)을 산정한 결과 354,400백만 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7월 1일 사업에 착수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설계변경, 물가변동, 추가과업 등의 사업비가 변

경되어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고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사업비 변경내역

•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따라 관철교 설치, 세운상가 연결육교 철거, 뚝도 정수량 개량등 총 19건의 

변경내역이 발생하 으며 공사비 34,988백만 원이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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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역 변경사유 공사비

관철교 설치 주변상인들의 건의에 따라 보도전용 교량으로 건설 추진 550

세운상가 연결육교 철거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노후육교 철거 900

뚝도정수량 개량

청계천유지용수 공급원이 당초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를 주공급원으로 하고 비상
시 한강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고도처리수의 환경호르몬, 냄새, 거품 
등이 제거되지 않는 등의 문제와 한강수의 여름철 고탁도시 및 갈수기에 녹조 등의 
발생우려로 뚝도정수장 폐침전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완됨에 따른 뚝도정수장 보
수·보강시행

8,440

노점상정비
청계천로에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 1000여개소가 전국노점상연합과 연계
하여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노점상에 대
한 일대 정비 추진

2,210

교통정리원 모범운전자 
배치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시민교통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청계천로 및 인접 주요교차
로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모범운전자 배치 활용

990

세운교 확폭 세운교 주변 재개발계획과 연계한 교량폭원 조정 1,980

수표교 임시교량
수표교가 사적지로 가 지정됨에 따라 수표교 원상복원전 주변 주민의 남북방향 통
행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교량 설치

340

배오개교 기초변경 운행중인 지하철의 안전성과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기초공법 변경 -400

신광교 확폭
광교터 사적지정 및 문화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광교터 보존하는 방법으
로 교량구조를 변경

680

관수교 부대시설 외관제고를 위한 보도부 부대시설 변경 600

삼일교 감액 삼일교를 우리은행에서 기탁하게 됨에 따라 기설계에 반영된 공사비 감액 -2,670

모전교·신광교 
모전교·신광교구간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 우기시 하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임시
시설물 설치

320

황학교 형식변경 주변경관 및 미관을 제고하고자 부대시설 변경 540

조경시설 변경

- 고수호안 벽면의 참여와 화합의 벽 제작 설치
- 천변녹지 옹벽 녹화용 덩굴류 식수대의 흙이 보도측에서 노출되어 미관저해로 

보완식재
- 시점부광장의 조경설계 수준 향상을 위한 작품 공모 및 설계시행등

690

기전시설 변경
- 외국전문가 자문에 따른 경관조면 수준 향상
- 홍수 및 기타 재난시 이용시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 구조물 박스내 유지보수용 조명설치 등

4,930

시점부광장 변경 실시설계완료(청계미니어처, 경관조명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5,341

초과월류수처리시설변경 2공구만 실시설계에 반영되었으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공구로 확대 2,091

가로등 자재구매 변경 관급자재로 수급키로 한 가로등 자재비를 도급지로 전환하여 구매 2,316

기타시설변경 교량부대시설, 산책로 포장, 경관조면, 조경시설 변경 등 5,140

총 19건 증 34,988백만 원

표 1-2-13. 설계변경 

• 물가변동 : 8,780백만 원(공사비 8,460, 감리비 320)

  - 근거 :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이전비 감액 : 13,251백만 원

• 보상비 감액 : 1,470백만 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청계천복원사업의 사업비 비용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1-2-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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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계 354,400 357,692 379,307 386,739

설계비 12,700 2,097 2,097 2,097

공사비(시설비) 331,200 345,063 366,358 375,260

보상비(토지매입비) - 2,706 2,706 1,236

감리비 9,900 7,226 7,546 7,546

시설부대비 600 600 600 600

표 1-2-14. 청계천복원사업 비용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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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과정과 거버넌스 체계

시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장(市長)은 특유의 강력

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등 삼각체제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독단적 사업추진을 방지하였다

서울시 공공갈등관리 사례연구(2005년 8월 25일) 토론회 중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의 삼각체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주도하는 일종의 거버넌스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에 찬성하는 광범위한 사회세력들을 삼각체제 안으로 규합함으로써 청계천 복원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

보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계천 복원 삼각추진체제는 시민 참여, 민

관협동모델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효과도 가져왔다.

프로젝트 청계천 중에서

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위주의적이고 통치적으로 사업을 추진(government)하여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대립 

및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업 추진(governance)

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던지 다양한 이해당사자

들과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청계천

복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를 담당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을 조직 및 운영하였다. 

이에 2부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이 공론화되고 쟁점화 되었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청계천복원사업을 원활히 이끌어 간 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청계천

복원지원연구단의 역할 및 활동을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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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청계천복원사업의 당위성 확보

제1절 공론화의 근거

1. 중구도시기본계획 : 도시 관리 패러다임의 변곡점

서울시 중구는 1995년, ｢중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명당천으로 불리던 청계천은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하수도처리, 교통처리 등의 정책에 밀려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

개되었고, 청계고가도로가 건설됨으로써 도심공간과 기능이 남북으로 단절됨은 물론 도심 내 경관저해요

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남산터널공사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수맥이 끊겨 있는 상

태여서 도심지와 서울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임을 감안할 때 청계고가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도시기능, 도시경관 등의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사적ㆍ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하천이 분포되어 있는 청계천을 다시 복구하는 하천복구사업에 대한 관심이 확

산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서울시중구, 1995).

청계천 및 청계고가도로 구조물은 도시교통처리기능과 도시경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수

립하여 단기적으로는 청계지하차도, 저수로, 하수관을 정비하여 청계천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청계고

가도로의 철거, 복개지의 일부 철거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청계천의 복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전게서, p.110), 장기적으로 청계천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복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8년의 ｢비전중구2020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계획사업으로 청계천 복개시설 및 고가도로 구조물을 서울시 전체의 도시교통 

처리기능과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전제로 2007년∼2016년까지 장기적으로 청계천을 복구할 계획을 수립

ㆍ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서울시중구, 1998).

2. 청계천살리기연구회1) : 개혁적 전문가집단의 출발점

1) 청계천 심포지엄

91년부터 2000년 9월 첫 심포지엄을 하기 전까지 노수홍 교수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교섭해서 제1회 심

포지엄을 열었고, 이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그 동안 청계천과 관련해

서 연구해 왔던 것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첫 심포지엄을 

앞두고 노수홍 교수는 많은 걱정을 했다. 다들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라 토지

문화관과 공동 주관을 했지만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궁금했기 때문

이었다. 

1) 더 자세한 내용은 제5부 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과 중 거버넌스 체제에서의 혁신적 리더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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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심포지엄은 핵심적인 것들이 이슈가 되었다. 철거작업과 하천복원 작업 등 청계천복원사업이 과

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교통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

려해야 할 것인가, 보상 문제 등에 있어서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상에서 청계천은 도

로인가 하천인가, 청계천 주변을 현재 그대로 둘 때와 복원되었을 때의 건강ㆍ보건 문제에는 어떠한 변화

가 있을 것인가, 기타 공사 진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 등 큰 이슈들을 주로 다

루었다.

그러나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면서 그런 걱정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서로의 공감

대를 느낀 것이다. 어려운 점이 많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특히 우려했던 교

통문제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황기연 박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심각한 교통대란은 없을 

것이라는데 힘을 실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몇 천억, 몇 조가 될지 모르는 돈을 서울시가 우선적

으로 투자해야 할 곳이 많은데, 청계천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였다. 그리고 상인문제, 노점

상문제 등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심포지엄 타이틀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다. 심포지엄 타이틀이 처음에는 ‘청계천살리기심포지엄’이 아

니었다는 것이다. 첫 심포지엄 타이틀은 ‘청계천되살리기심포지엄’이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분 들 중 지

저분한 청계천에 대한 기억을 가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이름에 따르자면 청계천을 예전으로 되돌리자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 지저분한 청계천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인지를 물었다. 그게 아니라면 50년 전 

복개 전으로 되돌아갈 것인지, 영조시대로 되돌아 갈 것인지 등 복원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청계천복

원사업의 복원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 단순히 

과거의 청계천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도심하천으로 복원하자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청계천살

리기심포지엄’으로 부를 것을 합의하고 2ㆍ3회 심포지엄부터 ‘청계천 살리기 심포지엄’이 된 것이다.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저녁회식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그 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사람들은 어떤 재정적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청계

천복원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이었고, 그 외 참석자들도 노수홍 교수 주변의 청계

천에 관심있는 사람들로서 노 교수의 부탁을 받고 참석한 것이었다. 

2) 청계천살리기연구회

이 같은 청계천복원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등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했다. 참석자들의 상의 끝에 각 분야별 발표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노수홍 

교수가 이 조직의 임시간사를 맡기로 하면서 청계천살리기연구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청계천복원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청계천살리기연구회 회원들은 제2회 청계천살리기심포지엄을 2001년 봄에 하기로 결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청계천살리기연구회가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었다. 따로 회원명부를 작성하거

나 회칙을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제1회 청계천살리기심포지엄의 참석인원은 약 60명 정도였는데, 연

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8명~9명, 대학 및 학원 관계자, 외부참석자가 40여명 정도 되었다. 청계천살

리기연구회는 이 중 발표자와 토론자를 회원으로 하기로 정하고, 정례모임은 따로 없이 1년에 한 번 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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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엄을 개최한다는 것만 정했다.

2001년 4월 27일 제2회 청계천살리기심포지엄이 열렸다. 2차 심포지엄은 동아일보사가 후원하고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재정적으로 약간의 지원을 받았다. 제2회 심포지엄에서는 내용이 다소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 등 청계천 주변계획에 대해 당시 양윤재 서울대교수가 발표를 했고, 가

장 관심이 컸던 예산문제를 다산 컨설턴트에 용역한 결과 9천 6백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

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청계천을 운하 형태로 계획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형태가 많이 다르기는 했다. 또 

경제성평가도 1회 때의 신의순 교수에 이어 2차ㆍ3차 때 서울시립대 정창무 교수가 참여해서 주변재개발

에 대한 보상비 등을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로 뽑아냈다. 

2회 심포지엄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준비는 노수홍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인력이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 교수 혼자 뛰어다니면서 일궈냈다. 그런 어려운 여건을 노수홍 교수는 차라리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자 언론과 정치인 등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그 무렵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시장도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3) 정치 사안화

제2회 청계천살리기심포지엄 이후 2001년 8월 노수홍 교수와 당시 이명박 아태환경NGO 총재와의 만남이 

주선되었다. 2001년 8월, 이명박 총재 측에서 먼저 노수홍 교수에게 만나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당시는 

제2회 청계천살리기심포지엄이 끝난 후로 심포지엄 전부터 노수홍 교수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 쪽에서 재

정적 지원을 해준다면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청계천복원 연구를 지속시키고 싶어 했다. 그러던 중에 

이명박 같은 정치인의 제안을 노 교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2000년 9월 1회 심포지엄 당시는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핵심 멤버 중 한 사람인 황기연 박사의 주선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교통부, 환경부, 계획부 등에서 여러 사람이 참석했다. 그래서 이후에 서울시 부시

장에까지 보고가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응은 냉랭했다.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에다 엄

청난 예산이 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당시 고건 시장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노수홍 교수는 서울시에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청계천복원의 필요성을 보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

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장기적으로는 청계고가를 허물고 청계천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시교통부 

황기연 박사로부터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때만 해도 청계천 복원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때였다.  

제2회 심포지엄이 끝나자 예산규모나 재개발계획 등 1회에서 개념만 잡혔던 것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구체

적인 수치로 제시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겨레 등 언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

다. 노수홍 교수는 또 다음 심포지엄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해 9월 쯤 이명박 시장의 아태환경NGO 연구소에서 이명박 총재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민선 

시장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니 만나자고 제안해 왔다. 이렇게 해서 노수홍 교수와 이명박 

후보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청계천복원의 꿈은 현실로 가는 문턱에 서게 되었다. 이 자리에는 당시 

이명박 선거캠프에서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있던 백용호, 제타룡 등이 함께 했고, 이명박 후보는 시장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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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노 교수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했다. 

노수홍 교수는 청계천복원사업이 아무리 빨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도 2011년쯤이나 되어야 성사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니 그가 시장이 되면 생각보다 빨리 추진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중대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유가 있어야 

하고,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숙되어야 하는 등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또 1411년

에 태종이 첫 번 복개를 시작했기 때문에 2011이 600년 되는 해가 된다. 노수홍 교수는 그래서 2011년을 

사업 착공 목표년도로 잡고 있었던 것이다. 노수홍 교수는 이명박 선거캠프 쪽에서 기술적으로 뭐가 필요

한지 요청하면 청계천살리기연구회 쪽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서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캠프 내부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었다고 한다. 특히 기존에 서울시를 자문했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청계천복원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대를 하고 있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바꾸자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현재를 고수하는 

다수가 아니라, 변화를 외치는 소수에 의해 비로소 발전한다. 

노수홍 교수를 비롯한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목적은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이지 누가 시작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누가 되든 차기 서울시장이 청계천복원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추진한다면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었다. 이후에 여러 정치인들이 청계천복원사업을 이유로 접근했을 때도 노 교수는 관련 자

료와 정보 모두 똑같이 제공했다. 그 중에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떨어진 이상수씨도 

있었다. 민주당 이상수 후보 측은 청계천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며, 청계천복원과 관련한 심포지

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날 와서 발표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심포지엄이 열린다는 날짜가 2003년 

3월 6월로 이명박씨가 총재로 있던 아태환경NGO와 청계천살리기연구회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한 날로 시간까지 같았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 노수홍 교수는 선약을 이유로 거절했고, 대신 

참석할 인물로 정동양 박사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상수씨는 경선에서 떨어졌고, 민주당에서는 청계천복원 

공약에 대한 이슈가 사라졌다.

만약 이상수씨가 경선에 되고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모두 복원하겠다고 나섰더라면 청계천복원에 

대한 이슈가 희석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누군가는 한다고 하고, 누구는 반대를 해야 쟁점구도가 형성

되는 것이다. 이명박과 김민석처럼 말이다. 나도 하고 너도 하면 이슈는 흐려지게 마련이다. 민주당 후보

였던 김민석씨가 반대를 고수했기 때문에 이명박씨가 청계천복원을 쟁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것이 여론과 맞아떨어진 셈이다.

3. 공론화 과정과 언론의 역할2)

1) 동아일보

노수홍 교수는 청계천복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청계

천복원의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것이 사업을 통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한낱 일장춘몽에 

2) 더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언론을 통한 이슈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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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정부사업 형태로 가야하는데, 그런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홍보

를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려 이슈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큰 일조를 한 것이 바로 

한겨레신문이다. 그러나 청계천살리기연구회와 노수홍 교수가 처음부터 한겨레신문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아니었다. 한겨레신문은 제2회심포지엄이 끝난 2001년 11월에야 노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런 한겨

레신문이 청계천복원사업의 든든한 지지자로 역할하게 된 데는 숨은 사연이 있다.

2000년 1월 2일, 노수홍 교수는 재직 중인 연세대학교의 신년회 참석차 신촌에 있었다. 그 날 동아일보 

기자가 전화를 통해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첫 심포지엄을 봤고, 회사 차원의 캠페인을 통해 청계천복원에 

동참하고 싶다며 만나자는 제의를 하였다. 마침 4월에 열릴 2회 심포지엄을 준비하던 중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보여 온 것이다. 그것도 3대 일간지 신문사 중 하나인 동아일보에서 회사사업으로 캠페인을 하겠

다는 것이 아닌가. 1회 때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해 청계천복원사업이 아직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수홍 교수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 기획관리실의 김창빈을 만나게 

되었다. 

그 이후 동아일보가 제2회 청계천살리기심포지엄을 후원하는 문제로 담당 사회부 기자 등과 몇 번의 만남

을 더 가졌으나, 동아일보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관련 인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기획실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 환경부 쪽에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제2회 심포지엄 

자료를 보면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름만 붙였을 뿐 제대로 된 지원도 없었고 기사도 제대

로 써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는 청계천복원사업이라는 큰 기사거리를 놓치게 되었다. 

2) 한겨레

청계천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슈화 된 것은 2001년 11월로, 한겨레신문 김규원 기자가 관심을 보인이후

부터다. 김규원 기자는 청계천살리기심포지엄을 관심 있게 봤고, 청계천복원에 대한 기사를 시리즈로 보

도하고 싶다며 노수홍 교수에게 만나기를 청했다. 당시 이명박 측에서는 청계천복원 공약에 대해 결정을 

못 내리고 연락이 뜸한 상태였다.

청계천복원이 언론을 타고 이슈화 된다는 데 노수홍 교수가 마다할 리 없었다. 김규원 기자에게 그간의 

과정과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주고 덧붙여 좀 더 확실히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박경리 선생님과 인

터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터뷰 과정은 노수홍 교수가 주선하고 그 해 12월 한겨레신

문 권태성 부장과 김규원 기자, 서울시 출입기자가 박경리 선생 인터뷰를 했다. 2002년 1월 1일 한겨레신

문은 작가 박경리와의 신년특집 인터뷰 기사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0개의 특집기사를 시리즈

로 내보내게 됐다.

한겨레신문에서 특집기사가 나간 이후에 다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상수 후보 측

에서도 청계천복원에 대해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명박 캠프에서 서둘러 청계천 이슈를 치고 나왔

다.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처음에는 홍사덕 후보가 훨씬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명박 측에

서 청계천복원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이다. 

한겨레신문에서 기사가 나간 이후로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노수홍 교수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했다. 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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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특정인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기본

적인 입장이 정보를 요구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열려 있으며, 먼저 오는 사람에게 먼저 

해준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이건 노 교수의 개인적 선택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명박 후

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청계천살리기연구회 쪽에서도 아낌없이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박경리 선생 특집기사를 내보내고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던 한겨레신문에서는 딜레마에 빠졌다. 원래 

한겨레신문의 성격은 정통 야권에다 진보 신문의 대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수홍 교수와 10회에 걸친 

시리즈를 약속했는데, 시작하려고 보니까 한나라당 이명박씨가 청계천복원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민주

당 후보인 김민석 후보는 오히려 청계천복원 반대를 들고 나온 상태였다.

한겨레 김규원 기자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란에 빠진 듯 했다. 왜냐하면 한겨레신문의 시리즈기사 “청계

천에 새 생명을”은 청계천복원의 당위성을 전제로 기사가 나가는 것인데, 결국 이 기사로 인해 소득을 얻

는 사람은 이명박씨였기 때문이었다. 한겨레신문에서 이렇고 고민하고 있을 때 노수홍 교수가 나섰다. ‘기
자, 언론이라는 것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객관성이 생명이다. 만약 이명박씨가 시장에 당선되는 게 무서워 

기사를 못 내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이명박씨를 간접적

으로 돕는 꼴이 되어 중립을 훼손하는 것보다 이명박씨를 돕는 게 무서워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더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 교수의 설득에 김규원 기자는 계획대로 가기로 결정했고, 2002년 4

월 9일 1회 기사를 시작으로 7월 3일 10회까지 “청계천에 새 생명을”이라는 시리즈 기사가 한겨레신문을 

통해 연재되었다. 

날 짜 신문기사 내용

2002.04.09 복원논의 본격화 : ‘개발딱지 걷어내 자연속살 숨쉬게’

2002.04.23 복원비용, 경제효과 얼마나 : ‘운하 빼면 3600~6400억원 소요’

2002.04.30 교통흐름 어떻게 되나 : 복원해도 교통소통 큰 영향 없다

2002.05.07 환경, 생태 어떻게 달라질까

2002.05.14 물 공급, 수질 유지 어떻게 : 하루 6만 5천톤...지하수, 한강물로 ‘너끈’

2002.05.31 주변 설계는 어떻게 : 청계천 주변개발 저밀도냐, 고밀도냐

2002.06.07 되살아난 하천들 : 악취 풍긴 천변이 시민 쉼터로

2002.06.21 가시화되는 청계천 복원 : 민관합동 복원 추진위 구성 ‘급물살’

2002.06.28 누가 처음 꿈꿨을까? : 11년전 이희덕 교수가 첫 ‘복원 몽상’ 

2002.07.03 이명박 서울시장 인터뷰 : 친환경적 복원 임기 안에 마무리할 것

표 2-1-1. ‘청계천에 생명을’ 연재 기사(한겨레신문)

 

<표 2-1-1>과 같이 <한겨레>가 10회에 걸쳐 특집기사를 게재하며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언론의 관심

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과정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결국, <한겨레>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전반

에 청계천복원에 대한 관심의 확산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한겨레신문이 리서치플러스연구소에 맡겨 20살 이상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대부분은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고, 주변은 환경 생태거리로 조성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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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청계천 복원에 대해 시민의 29.2%는 ‘매우 찬성’, 45.4%는 ‘찬성하는 

편’이라고 밝혀 모두 74.6%가 복원을 반겼다. 반대는 ‘매우 반대’ 5.8%, ‘반대하는 편’ 17.6%로 모

두 23.4%였다. 

구분
찬성 반대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소계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소계

비율 29.2% 45.4% 74.6% 17.6% 5.8% 23.4%

표 2-1-2. 서울시민대상 청계천복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시민들은 청계천 주변 지역은 중ㆍ종로ㆍ동대문ㆍ성동구가 71.2%로, 도심 74%, 외곽 지역 

75.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반대하는 시민들도 청계천 주변, 도심 각각 25%, 외곽 22.7%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청계천 복원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별다른 편차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찬성자 373명은 복원 찬성 이유로 도심환경, 미관 개선이 46.6%, 수질오염 개선 28.2%, 옛 서울모습 회

복 15%, 새 상권 개발 등을 들었다. 반대한 117명은 교통난 29.3%, 과도한 복원 비용 28.2%, 공사로 인

한 생활불편 18.3%, 영세상인 재산권 침해 등을 들었다.

구분 찬성이유 반대이유

항목

도심 환경, 미관 개선 46.6% 교통난 29.3%

수질오염 개선 28.2% 과도한 복원 비용 28.2%

옛 서울모습 회복 15.0%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 18.3%

표 2-1-3. 서울시민의 청계천복원 찬성 및 반대 이유 

 

청계천을 복원하는 경우 바람직한 청계천 주변 모습은 환경, 생태 거리가 59.6%로 압도적이었으며, 문화

ㆍ예술거리 24.2%, 쇼핑ㆍ패션거리 10.2%, 금융ㆍ벤처거리가 4.0%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청계천을 복

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환경ㆍ생태 39.4%, 휴식공간으로서의 쾌적함 25.8%, 도심

전체의 미관 22.8%, 지역경제 활성화 11.2% 순이었다. 청계천복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변 영세 상인들

의 반대 31.8%, 교통난 31.4%, 과도한 복원 비용 27.8% 등으로 세 가지가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서울시

의 의지 부족 6.4%, 시민 반대는 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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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율

청계천복원시 

바람직한 주변모습

환경ㆍ생태거리 59.6%

문화ㆍ예술거리 24.2%

쇼핑ㆍ패선거리 10.2%

금융ㆍ벤처거리 4.0%

청계천복원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문제

환경ㆍ생태 39.4%

휴식공간으로서의 쾌적함 25.8%

도심전체 미관 22.8%

지역경제 활성화 11.2%

청계천복원의 

가장 큰 걸림돌

영세 상인들의 반대 31.8%

교통난 31.4%

과도한 복원비용 27.8%

서울시의 의지부족 6.4%

시민 반대 2.2%

표 2-1-4. 청계천복원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

한편, 시민의 85.6%는 현재 서울에 도심공원과 녹지공간이 ‘부족하다’고 밝혔으나, 청계천 주변 지역은 

94.2%가 ‘부족하다’고 답해 다른 지역보도 10% 포인트 가량 높았다. 하천보존ㆍ복개는 시민 72.6%가 ‘자
연 상태 보존’을 지지했고, 지지자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겨

레, 2002년 4월 9일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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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거공약 채택 경위 및 선거과정

1. 선거 공약 채택경위 

이명박 후보는 선거캠프가 구성되고 정책 개발을 해나가면서 고민에 봉착했다. 개발의 한계에 부딪쳐 침

체되어가고 있는 서울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필요

했는데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계천 고가를 헐고 거기에 맑은 물을 흘린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살리기연구회와 바로 접촉하여 심

포지엄 자료를 건네 받았고, 이것이 과연 실제 행정에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의 검토에 

들어갔다(조광권, 2005).

그러나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특히 기존에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청계천복원에 

대한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캠프에서 청계천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청

계천살리기연구회에 자료를 요청하는 정치인들의 수가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당 후보는 시

장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청계천 복원사업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3). 하지만 청계천복

원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토론회를 열어 서울시장 선거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는 이명박 후보의 

역할이 컸다.

2. 선거 과정 

1) 선거 경위

청계천복원과 주변재개발은 민선3기 서울시장 선거의 제1의 쟁점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 뒤 신중론을 주장하는 민주당 김민석 후보와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

었다.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는 진보정당의 후보들은 대체로 청계천복원을 지지하면서도 이명박 후보

의 성급함과 김민석 후보의 소극성을 함께 비판했다.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활동이 청계천복원의 문제를 상상의 영역에서 현실의 문제로 전환하는 계기였다면, 

현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정책으로의 전환은 민선 3기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청계천살리기

연구회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청계천복원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삼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청계천복

원사업을 공약으로 삼은 후보를 지지할 것을 공개 선언했다. 이러한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의지는 2002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5명의 후보자 중 4명이 청계천복원을 공약으로 내거는 성과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복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가 정책대결선거로 자리매김하게 했

다(박명현, 2004). 

3) 청계천살리기연구회 노수홍 교수 인터뷰 중, 2004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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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후보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공약

한나라당 이명박 수변공간의 회복, 역사문화 회복 차원에서 즉각 추진

민주당 김민석 교통 및 재개발문제 고려해 임기 중 복원계획 수립

민주노동당 이문옥 개발독재 상징물 철거, 전태일거리 조성, 녹지축 복원

사회당 원용수 즉각적인 방안 마련, 선거과정에서 공론화 추진

녹색평화당 임삼진 청계천 및 도시하천 즉각 복원

표 2-1-5. 서울시장 후보들의 청계천복원 공약

2) 후보 간 정책공방

청계천복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최대의 정책쟁점이 되었다. 이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제1공약으로 채

택한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계획에 대해 김민석 후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구분 김민석 이명박

복

원

여

부

와 

시

기

내용
ㆍ“청계천복원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일이므로 4년 임기 안에 타당성 조사와 준비를 하겠다”

ㆍ“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는 이미 했으니, 시장이 되면 

청계천복원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듣고 

1∼2년에 걸쳐 기본ㆍ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겠다”

ㆍ그 후 후반기에 실제 공사에 들어가며, 주변 재개발은 

청계천복원이 이루어지면 10여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마

무리될 것으로 전망함.

언론

평가

ㆍ실제로는 청계천복원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ㆍ적극적 논리라기보다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을 공박하기 

위한 소극적ㆍ부정적이라는 평을 받음.

ㆍ이미 마쳤다는 청계천복원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여러 

이유로 내놓지 않았고, 재개발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 구

체적인 계획과 전망을 내놓지 못하는 등 청계천복원을 

성급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음.

교

통

문

제

내용

ㆍ“준비 없는 청계천복원은 교통대란을 일으킬 것이며, 시

정개발연구원에서 논의한 결과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ㆍ“청계천복원의 설계가 마무리되는 임기 전반에 도심 교

통 소통을 20% 가량 개선한 상황에서 공사를 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

ㆍ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도심 일방통행로 시행, 청계천 이

면도로 설치, 경전철 건설 등 검토

언론

평가

ㆍ서울시 수요관리정책이나 도로교통의 자기조절능력을 

배재하였다는 비판과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청계천복원

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ㆍ청계천복원을 하면서 현재의 차량 통행량과 속도를 유

지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

자료 : 한겨레, 2002년 5월 21일 재정리

표 2-1-6. 김민석-이명박 후보 간 청계천 관련 공약 비교

이명박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정책 공방은 주로 공개토론회 및 개별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슈가 제기된 것은 각각 58회, 47회나 되었다. 대책을 제외하고 우선순

위별로 살펴보면, 주변부 개발, 강남북 균형발전, 금융 중심 동북아 거점도시, 경제 활성화 등이다. 그런

데 이 역시 상호작용의 결과 하나씩 결합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 비전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쟁의 추이

를 살펴보면 청계천 복원사업은 강남북 균형개발임이 거듭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금융 비즈니스센터의 건

설을 통한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도시 건설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주변부 재개발과 연결되면서 리모

델링 사업으로 규정되고 있다(강정훈, 2003). 이명박 후보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되었을 당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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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인사말에서 서울 신화의 한 축으로 청계천 복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구조성은 공약을 통해

도 잘 드러난다. 그가 말하는 서울 신화는 ‘3생, 3청, 3대 비전’으로 공약 곳곳에 반영되어 각각의 부분들

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구체적 실천계획 청계천 복원의 매개 의도결과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 청계천 복원을 통한 고용창출 10만 명 고용 창출

깨끗한 대기 조성 청계천 복원 주변 공간 청계천 수변 녹지축 조성

전통과 현대 문화 공간 청계천 복원 주변 공간 청계천 수변 문화 공간 조성

강ㆍ남북 균형발전 청계천 복원을 통한 재개발 강북 경제 활성화

표 2-1-7. 청계천복원과 하위실천 계획 간의 연계

김민석 후보의 경우 ‘서울, 새로운 출발 이제는 삶의 질’을 슬로건으로, 출퇴근 교통난, 주택가 주차난, 수

돗물 불안, 대기오염, 교육 등을 3대 우선과제로,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서울경제 활

성화를 3대 전략과제로 꼽았다. 김민석 후보는 청계천 복원에 대해 원칙적 찬성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부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모습은 새로운 의제 창출 없이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대립되는 작용

과 반작용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모양새가 되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선거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 공약이었고 이 때문에 이슈화될 수 있었

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는 이명박 후보가 청계천 복원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

는 다음의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명박 후보 : 청계천 복원사업은 필연적인 사업이다. 낡은 고가구조물이기 때문에 보수하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청계천변이 개발되지 못해 도심과 강북경제가 침체돼 있다는 진단이다. 

복원 청사진으로는 2004년 착공해 3천6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 양

쪽에 3차로씩, 왕복 6차로를 건설하겠다. 청계천이 복원돼 수변공원이 생기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된다. 복원공사 때 교통대책으로는 미리 차량을 우회시키고 양쪽 상가 주변에 2~3차로를 확

보할 것이다. 예산도 문제없다. 청계고가 보수비용 1천억원과 신청사 기금 1천400억원이 이미 확

보되어 있고, 시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해 예산을 절감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재개발에 

민간투자 11조 원을 유치하면 3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김민석 후보 : 고가도로를 헐 경우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하고 교통 혼잡 비용이 해마다 5천300

억원에 이를 것이다. 예산배정에서도 청계천 복원보다는 육아, 오염, 교육 등 생계형 과제가 우선

이다. 대책 없이 청계천을 복원할 경우 서울의 강북도심 동서를 잇는 퇴계로, 을지로, 종로, 율곡

로, 장안로가 모두 움직일 수 없는 주차장이 될 것이다. 또한 청계천 주변상인들의 반발도 숙제

이다. 공사로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데다, 복원 후에는 아예 일터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2002년 6월 3일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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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3일에 있었던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도 청계천 복원사업을 놓고 쟁점 공방이 있었다.

이명박 후보 : 청계천 안은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며 청계고가도로의 

안전 역시 심각하다. 청계천 내에서 팬을 돌려 나오는 가스를 서울시민이 다 마신다.

김민석 후보 : 가스 폭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방독면을 쓰고 청계천에 들어갔다는 등 위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결국 청계천복원사업은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됨으로써 기존의 환경을 파괴하는 이미

지에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하였다. 한편 김민석 후보는 서울시민의 다수가 청계천복원사업을 찬

성한다는 여론에 밀려 원론적 찬성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대책 미흡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소극

적 대응을 하게 되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명박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정책 공방은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

타났다. 2002년 5월 6일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에서는 서울시민 511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긴

급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서울시장 선거 가상대결 지지도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34.0%, 김민

석 후보가 35.3%로 김민석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20대에서는 김 후보가 46.3%로 이 후보

(12.2%)에 비해 4배 가까운 지지를 얻었고, 30대에서도 김 후보는 46.5%로 이 후보(27.3%)보다 월등히 

앞섰다. 그러나 40대와 50대에서는 이 후보가 각각 48.2%, 50.0%를 얻어 26.6%, 21.1%를 얻은 김 후보

를 압도하였다(조선일보 2003년 5월 7일자 인용). 

위의 여론조사에서처럼 20~30대에서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명박 후보의 청계천 복원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청계천 복원 공약은 이

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에 힘을 실어주었다(일요시사 2002년 7월 9일자 인용). 

제3절 시장직무인수위의 활동

이명박 후보가 민선 3기 서울시를 이끌게 됨에 따라 청계천복원사업은 ‘공약’에서 추진해야만 할 ‘정책’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선 직후인 2002년 6월 17일, 30여명의 시장직무인수위원회가 구성되

었다. 인수위원회에는 청계천살리기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노수홍, 정동양, 양윤재, 원제무, 조광권 등도 참

여하여 본격 궤도에 오른 청계천복원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초창기 청계천의 복원을 

구상하고 현실화하는 데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청계천복원사업 태동기의 산 증인들로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정책대결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의 청사진을 만들기 시작했다(한겨레 2003년 6월 

28일자 인용).

시장직무위원회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그 골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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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계천 복원이 이명박 당선자가 꼭 이루어내야 할 국가적 사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취임 즉시 추진한다. 

둘째, 범시민적 참여가 필수적임으로 서울시 내부 추진 기구와는 별도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의 시민위원

회를 둔다.

셋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원대책, 교통대책, 민원대책 등 분야별로 서울시의 사전 준비를 촉구한다.

표 2-1-8.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방안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 방안에 따라 이명박 시장은 2002년 7월 1일 취임 직후 청계천사업을 시정의 제1

과제라 천명하여 즉시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다(조광권, 2005).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거버넌스 체계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97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거버넌스 체계

제1절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1. 사업추진체계의 변화

최근의 사패산 건설공사, 부안 핵폐기장 건설 등의 대규모 공공사업의 좌초위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껏 정부가 추진해 온 대규모 공공사업은 단순히 하향적 전략과 통제위주의 전통적 추진체계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드러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진체계 설정이 요청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상호작용적이고 협력적인 거버

넌스1) 추진 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04년 7월 12일에 있었던 민관협력포럼2)에서는 사회적 갈

등 비용 극대화로 갈등 요인의 사전적 해소 및 사후적 조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해

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통적인 관리 체계, 즉 국가개입, 민주주의적 합의, 시장경쟁 등은 본래

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어 통치불능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원적이고 경쟁적

인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표, 이해관계들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해결방식도 합의와 통합보다

는 조정과 조율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분 전통적 관리 체계 거버넌스 관리 체계

관리 성격 - 하향적ㆍ전략적 통제 - 상호작용적ㆍ협력적 공동관리

문제 진단의 초점
- 행위자 중심의 관점

- 관리자의 통제 능력 부족에 초점

- 행위자와 제도의 관계

-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의사

결정기제에 초점

문제 해결의 초점
- 주어진 틀 내에서 행위자들의 목표와 전략에 영향

을 줌으로써 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함

- 규칙(제도)의 변화를 통해 행위자들간 상호작용과

정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자 함

자료 : 이종수(2003), 48쪽

표 2-2-1. 전통적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관리체계의 차이

1) 거버넌스 개념은 1980년대 초 영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영국의 정책결정시스템에 도입되고, 이후 OECD국
가들로 전파되었다. 현재는 사회과학이론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시스템 개선을 위해 실제 행정업무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민보경, 2005). 
거버넌스가 대두된 일반적인 배경은 후기관료주의 국가의 등장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 다양한 기관들 간의 성과
경쟁 중시와 관련지을 수 있다. 많은 민간기관들이나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준공공기관의 등장은 조직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분
절화 된 제도적 여건 속에서 정책결정의 복잡성, 의사결정체제의 재구성 필요성,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책결정가의 통제력 상실 등이 발생하면서 
조직 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차미숙 외, 2003:20).

2) 민관협력포럼은 위원회나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민간 출신의 공직자들과 일반 공직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생산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발족된 단체임(http://www.ytimes.org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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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체제

청계천복원사업은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계천복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

민의견수렴 및 홍보를 담당할 시민위원회,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단, 실

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추진본부가 거버넌스 체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였다.

이명박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복원총괄반, 복원기획반, 복원사업반으로 구성된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2002년 7월 2일 설치되었고, 7월 4일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청계천복원에 대한 연구 활동을 전담할 ‘청계

천복원지원연구단’이 발족되었으며, 7월 10일에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기본방향이 

확정 공개되었다. 이에 따라 청계천복원을 위한 서울시의 기구는 실무기구인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자문기

구인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연구기구인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청계

천복원사업에 대한 서울시 정책이 조금씩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림 2-2-1>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체계

출처 : 서울의 꿈과 희망 청계천(2003), 서울시

3. 추진방법

청계천복원사업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반시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복원방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되었다. 청계

천복원은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인

근 4개 자치구에 청계천복원관련 임시기구 설치, 시ㆍ구협의체 구성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복원사업관

련 기초조사, 주민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전체 25개 자치구와도 시민홍보, 직

원교육 등에 대해 공동보조를 맞춰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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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계천복원추진본부

1. 출범과 조직 구성

서울시는 민선3기 시정핵심과제인 청계천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림 2-2-2>와 같이 

일련의 절차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림 2-2-2>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설치

초기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행정2부시장 소속의 1본부 2반 체계에 본부장은 가급(1급 예우)으로 보하고, 

각 분야별 대책단장은 소관 실ㆍ국장이 겸직하며, 사업일정 등을 감안하여 임시기구로 설치하였다가 정규

조직화하기로 계획하였다.

2002년 7월 2일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시장 취임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2002년 7월 13일 청

계천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본부장 산하에 행정 또는 시설 2ㆍ3급 단장(1명)을 보강하고 4급 

이하 정원은 직렬 부분조정 및 정원 4명을 증원하되 1단계 33명 배치 후 사업진전에 따라 증원 운영키로 

했다. 이후 7월 20일 직제보완 안으로 시장 직속의 ‘청계천복원 특보’를 신설했고, 행정2부시장 소속으로 

추진본부를 설치하되 본부장은 ‘특보’가 겸직하며, 당초 1본부 2반 체계에서 복원계획반을 보강하여 1본부 

1단 3반 체계로 운영하기로 보완 결정했다. 다음 <그림 2-2-3>과 같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직제가 조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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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직제조정

서울시에서 추진본부를 계속해서 보강했다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본부의 역할을 그만큼 강화하여 거버넌

스로서 한 축의 역할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추진본부는 또한 의회 소관의 상임위원회를 정하여 시민위원회 설치 조례제정 및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의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총 9개 위원회 중 3개 위

원회에서 청계천복원업무와 관련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2002년 7월 18일 운영위원장을 

방문, 청계천복원 사업개요 등을 설명 후 의회에서 조정토록 건의하였다. 청계천복원업무와 관련한 상임

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건설위원회로 해당 위원회별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명 소관 검토기준

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관리실, 상수도사업본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사항 하천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우

도시관리위원회 도시계획국, 주택국, 도시개발공사 소관사항 도시계획ㆍ재개발 등에 중점을 두는 경우

건설위원회
건설국, 건설안전관리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단 소관사항
청계천복원공사에 중점을 두는 경우

표 2-2-2. 서울시의회 청계천복원업무 관련 상임위원회

2002년 12월에는 상인대책 추진체제 정비 및 유관기관 협조강화를 하면서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현장

설득 및 홍보를 통해 반대세력 확산 저지하며 적극적인 민원대책 수립으로 찬성 유도하기 위해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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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구성하였다.

<그림 2-2-4> 상인특별대책팀

2003년 6월 1일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고, 공사추진 상황의 체계적

인 관리 및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청계천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청계천복원종합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그림 2-2-5> 청계천복원 종합상황실 설치

종합상황실에서는 ①청계천주변상인, 노점상의 동향 등을 살피는 상황 유지관리 ②복원공사 착공

준비 및 공사장 교통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③복원공사와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 지원 

④공사착공 전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관관리 및 보고 ⑤주간단위로 상황 분석을 통해 토

요종합상황운영회의에 제시 및 발전방안 모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계천복원공사 착공 시 예상되는 교통문제, 상인들의 민원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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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ㆍ운영한 결과 교통이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소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 계획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종합상황실 운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03년 8월 

18일 상황실 운영을 폐쇄하였다.

2003년 7월 1일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이후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세운상가를 비롯한 주변 재개발 추진 등 

새로운 업무수요에 대비하여 복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가 조정됐다. 특히, 

복원계획담당관하의 교통팀, 도시계획팀, 도시정비팀을 개발계획팀, 개발관리팀, 재개발지원팀으로 팀단위 

기능조정을 통해 <그림 2-2-6>과 같은 업무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림 2-2-6>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조정(2003.07.01)

※ 2003년 7월 1일 당시 청계천복원사업은 계획 및 지원기능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복원공사기능을 담당하는 건설안전본부 

청계천복원공사국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건설안전본부의 청계천복원공사국은 공사1부, 공사2부, 공사3부로 구분되어 있

었으며 공사3부는 임시기구였다. 

2003년 12월에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계획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복원공

사기능을 수행하는 건설안전본부 청계천복원공사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청계천복원 추진기구를 일원화하

였다. 이를 통해 청계천복원사업의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일원

화된3)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그림 2-2-7>과 같다.  

3) 공사 3담당관은 임시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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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추진부서 통합(2003년 12월)

2004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상 임시 조직인 공사3담당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청계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복원계획담당관의 팀 명칭을 업무 특성에 

맞게 변경4)하고자 업무를 조정하였다.

2004년 10월에는 유통단지조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주지원팀 및 민원관리팀의 업무조정과 인

력보강이 이루어졌다. 이주신청이 마감된 후 민원이 이주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환되고, 이주지원업무가 

구체화됨에 따라 <그림 2-2-8>과 같이 유통단지 총괄업무와 상가단지 조성업무 전담팀으로 조정되었다.

<그림 2-2-8> 총괄담당관 업무조정(2004년 10월)

4) 개발계획팀은 도심계획팀으로, 개발관리팀은 도심관리팀으로, 재개발지원팀은 전략사업팀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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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유연성 있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업무 및 직제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요 사업 내용 및 업무 분장

추진본부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분류하고 추진실적 및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착공 이전의 추진본부의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을 정리하면 <표 2-2-3>과 

같다. 

단위사업 사업내용

복원사업

① 역사문화분야

- 문화재지표조사 및 민속실태조사

- 문화재복원계획수립

- 수변 문화 공간 조성계획 수립

- 4대 문 안 역사문화 연계,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② 건설안전분야

- 복개도로 및 고가도로 철거계획 수립

ㆍ철거공법, 철거잔재 재활용 등

- 지장물 이전계획 수립

- 도로 및 교량건설계획 수립

- 하도조성 및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

③ 자연환경분야

- 생태하천 복원 계획 수립

- 수변공원 조성 계획 수립

- 유지용수 및 공급관로 계획 수립

④ 도시계획분야

- 장기도시계획 조정

- 주변 도시관리 계획 수립

- 개별 도시계획 수립

관련대책

⑤ 주변상인대책

- 주변상인 의견수렴

- 공사 중 영업 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 공사 후 상가활성화 대책 수립

※ 교통대책 및 건설안전 계획,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⑥ 교통대책
- 복원구간 교통대책 수립

※ 도심교통체계 개편과 연계 

⑦ 재원대책
- 직접공사비 재원 대책 수립

- 사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⑧ 홍보대책
- 종합홍보계획 수립

- 타깃별, 매체별, 단계별 홍보대책 수립

지원업무

⑨ 시민위원회 운영지원
- 시민위원회 구성 및 발족

- 시민위원회 활동지원

⑩ 지원연구단 업무연계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검토

- 연구내용 점검 및 조정

표 2-2-3.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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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이후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 팀별 업무분장내용을 살펴보면 <표 2-2-4>와 같다.

구분 업무분장

복원

기획단

복원

총괄

담당관

총괄기획팀 총괄서무, 단ㆍ반 업무조정, 국회ㆍ시의회업무 등

민원관리팀 청계복원에 따른 민원총괄, 산업구조 개편방안, 상권 활성화 방안

사업지원팀 상가 이주대책 수립

이주지원팀 이주상가 부지 및 단지 조성

복원

관리

담당관

홍보팀 청계천복원 홍보업무, 시민의견 수렴, 홍보관 운영, 문화관 운영, 백서발간

역사문화팀 역사유적 복원, 문화공간 조성, 관광자원화 방안 등

행정지원팀 시민위원회 운영지원 등

복원

사업단

복원

계획

담당관

개발계획팀 단 서무, 도심부발전방안 수립, 지구단위계획

개발관리팀 복원사업모니터링, 도심부 발전방안 집행업무, 청계천문화관 건립

재개발지원팀 세운상가구역 등 재개발지원(기본계획, 건축 관련업무, 민원관리 등)

복원

사업

담당관

건설사업팀 감리단 운영, 청계천 하류 및 지천, 중랑천 하류부 정비설계(교량, 옹벽, 도로)

하천복원팀 차집관로 및 월류수 대책, 청계천 하류 및 지천, 중랑천 하류부 정비설계(하천, 하수관로)

환경사업팀 하천유지관리계획, 청계천 하루 및 지천, 중랑천 하류부 정비설계(생태복원, 조경)

복원

공사단

공사1

담당관

1팀

전공구 감리업무 총괄, 전공구 공정 및 품질관리 총괄, 전공구 설계변경, 분쟁관련업무 

총괄, 전공구 의회, 감사, 예산관련업무 총괄, 전공구 홍보관련업무 총괄, 전공구 민원관

리 총괄, 전공구 도시계획관리 총괄, 전공구 업무보고 회의자료 총괄, 전공구 소송관련 

업무 총괄 전공구 지시사항 관리 총괄, 전공구 폐기물업무 총괄, 전공구 환경관리 총괄, 

전공구 지장물 이성업무 총괄, 1부소관 충무계획 및 ISO 관련업무

2팀 청계천복원 1공구 업무 총괄

공사2

담당관

1팀
전공구 건설 안전업무 총괄, 청계천복원 2공구 업무 총괄, 2부소관 예산관련업무, 2부

소관 충무계획 및 ISO 관련업무

2팀
전공구 교통처리대책업무 총괄, 전공구 수방 및 재해대책 총괄, 전공구 연도변건물 관

련업무 총괄, 청계천복원 3공구 업무 총괄

공사3

담당관

1팀
전공구 조경 시공관리 총괄, 전공구 가로수 식재관리, 전공구 지장수목 이전, 3부소관 

예산관련업무, 3부소관 충무계획 및 ISO관련업무

2팀 전공구 기계, 전기업무 총괄, 전공구 경관조명업무 총괄

표 2-2-4. 청계천복원추진본부 팀별 업무분장

3. 주요 관계관 회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거버넌스 체계의 실무기구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매주 토요일 시청

에서 시장주재의 주요현안관계관회의를 개최했다. 주요현안관계관회의는 시장을 비롯하여 제1ㆍ2부시장, 

정무부시장,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본부장과 단장, 교통보좌관, 건설보좌관,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경영

기획실장,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대변인, 홍보기획관, 건설안전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

지원연구단의 단장이 매주 고정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의 책임자가 참석하여 그 주

의 현안을 보고ㆍ논의하는 자리였다. 즉, 회의는 시장을 비롯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의 핵심이자 추진 원동

력인 거버넌스 체계의 최고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함으로써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모든 사안을 토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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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하는 자리였다.

청계천복원사업이 계획 초기부터 착공까지 내부적인 문제가 거의 없이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매주 이 같은 내부회의를 거침으로써 잠재된 갈등을 계속해서 해소시키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큰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주요현안관계관회의를 통해 청계천복원사업 거버넌스라

는 체계로 다져졌던 것이다.

4. 시ㆍ구협의회 구성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시와 자치구간 시민의견수렴, 시민홍보, 기초조사 등 사무협력과 자치구 의견반영, 

지역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인근 4개구(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는‘청계천복원시구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시와 자치구간 협력ㆍ협조체계

의 구축기반을 마련하고, 청계천복원 지역협의체 구성과 사무 공동보조를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

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자체규약에 의해 우선 운영한 뒤 법적ㆍ제도적 협의체로 발전되었다.

1) 시ㆍ구 업무협조를 위한 추진사항

2002년 8월 21일,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은 사업시행에 다른 업무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인근 4개 구청장

을 방문했다. 각 자치구에서는 교통문제, 주변상인대책 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청계천복원

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9월 9일, 4개구에서 출석한 총무과장회의가 열렸다. 이 날 회의는 시에서 제시한 시ㆍ구 협조사항 6개항

에 대해 각 자치구가 의견을 제시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10월 4일, 각 자치구는 ①임시기구설치, ②직

원교육, ③주민홍보, ④현장프로그램참관, ⑤기초자료 제공ㆍ조사, ⑥시ㆍ구협의회지역주민협의체 구성ㆍ
운영 등 6개 항목에 대한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구분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임시기구설치
ㆍ1팀 4~5명

ㆍ인력지원 없이는 불가

ㆍ1팀 5명

ㆍ인력, 예산지원 조건

ㆍ1팀 4~5명

ㆍ별도정원 승인

ㆍ1팀 2~3명

ㆍ한시정원 승인

직원교육 ㆍ임시기구설치 후 추진
ㆍ시교육 계획 통보,

   자치구일정조정

ㆍ시교육 계획 통보,

   자치구 일정조정

ㆍ일정확정시 통보

  (12월까지 계획 없음)

주민홍보 〃 ㆍ시에서 추진

ㆍ간담회, 반상회 등    

홍보유인물 10만매 

요청

〃

현장프로그램참관 등 〃 -
ㆍ구체계획 통보 후 

임시 기구에서 추진
ㆍ수시홍보 가능

기초자료제공ㆍ조사등
ㆍ구체적 조사범위

  확정 필요

ㆍ 용역사업에 포함 시행

ㆍ 지장물 등은 추진본부,

   건안본부에서

  직접수행이 바람직

ㆍ임시기구 설치 후 ㆍ임시기구 설치 후

시ㆍ구협의회지역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ㆍ임시기구설치 후 ㆍ 추진본부 검토시행 ㆍ임시기구 설치 후 ㆍ시(안)대로 추진

표 2-2-5. 자치구 의견제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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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복원 자치구 임시기구설치(안)

청계천복원을 위한 자치구 임시기구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 추진본부의 업무범위와 자

치구의 업무범위를 비교하여 자치구의 업무내용 및 인력규모를 판단했다. 

청계천추진본부는 청계천복원을 직접 집행하는 기구로서 역사문화, 자연환경, 주변개발 등의 복원업무와 

주변상인, 교통, 재원에 대한 대책마련 뿐만 아니라 시민의견수렴, 홍보 등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조직으로, 1본부2단4반13팀6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치구의 경우는 추진본부 업무추진에 따른 

보조적 성격의 업무로서 지역주민협의체 운영, 시민홍보, 기초자료조사 등의 특정업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2~4명 정도의 소규모 임시조직으로 출발하여 사업진전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결론 아래 임시기구 설치안을 제시했다.

구분 내용 소요인력

계 3.5명

시민의견수렴 설문서 배부, 수합 등 행정0.2

시민홍보 시의 교육ㆍ홍보자료 배포, 구 홍보매체에 자료제공 등 행정0.3

시ㆍ구협의회운영 등 시ㆍ구협의회 및 지역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행정0.5

직원교육 공무원 및 시민교육시 교육일정, 장소확보 행정0.2

기초조사 내용별첨 건축1, 토목1

기타 민원처리, 시민의견전달 등 행정0.3

표 2-2-6. 자치구 업무내용 및 인력판단

3) 청계천복원 시ㆍ구협의회 구성ㆍ운영

자체규약에 의해 일정 기간 운영된 시구협의회는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그에 준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였

다. 지방자치법 제142조(행정협의회 구성)5)와 기타 지방자치법 제143조~제147조6)가 그것인데, 이를 법적 

근거로 자체규약을 마련ㆍ운용할 수 있었다. 청계천복원시구협의회는 2002년 10월 말 협의회와 실무위원

회 구성ㆍ운영계획이 마련되었고,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협의회 규약이 마련되어 10월 31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5)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협의회의 조직ㆍ규약ㆍ자료제출요구 등 협의사항의 조정ㆍ협의 및 사무처리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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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 위원 : 7명(시 : 3명, 구 : 4명)

   - 시 : 추진본부장, 행정기획단장, 사업추진단장

   - 구 : 청계천복원사업 인근 4개 자치구 부구청장

     ※ 간사 : 총괄반장, 서기 : 총괄기획팀장

∙ 회장 :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회의소집 및 협의회사무 총괄)

∙ 회의 : 분기1회 원칙, 필요시 수시개최(회장이나 위원 1/3 이상 발의 시)

  ※ 회장은 필요시 관계자 또는 자치구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음

∙ 협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전 의견 조율, 실질적 검토

∙ 주요 기능

   - 청계천복원 관련 시ㆍ자치구 상호간에 공동 수행하여야 할 사무의 결정, 지역주민협의체 

구성 등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상정ㆍ논의키로 한 사항

∙ 안건상정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지역주민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 등

∙ 회의방법 등

   - 개회(의사정족수) : 위원 2/3 이상 출석

   - 안건합의(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함

∙ 의결사항의 효력 확보 : 이행규정, 관계기관에서는 안건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보고

  ※ 청계천복원 시ㆍ구협의회 규약에 따라 4개 자치구청장 사전 동의를 거쳐 시행

∙ 사무국 운영 : 위원회 활동범위와 사무량 등에 따라 조정

∙ 소요예산 : 초기 추진본부에서 전액 부담하여 운영

② 실무위원회

∙ 1개의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추진본부 소속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

∙ 실무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함(추진본부 팀장급 이상 5명, 구 과장급 4명)

∙ 회의는 위원장이나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

∙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내용 보고

∙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있는 자 또는 자치구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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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시구협의회 조직

(2) 기능

① 협의회

∙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무의 결정 또는 변경

∙ 지역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 민원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상정ㆍ논의하기로 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

∙ 공동사무 범위, 수행방법 등 실무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협의체 구성에 따른 운영방안 및 협의체 결정사항에 관한 사항

∙ 민원 저감대책 및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

협의회 실무위원회

ㆍ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무의 결정 또는 변경

ㆍ 지역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ㆍ 민원에 관한 사항

ㆍ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상정ㆍ논의 하기로 

한 사항

ㆍ 공동사무 범위, 수행방법 등 실무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ㆍ 지역협의체 구성에 따른 운영방안 및 협의체 결정사항에 관한 

사항

ㆍ 민원 저감대책 및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관한 사항

ㆍ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

표 2-2-8. 시구협의회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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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자료제공 협조

청계천복원은 도시계획사업과 하천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인근 자치구에서 관련 자료

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했다. 우선 도시계획현황과 관련해서는 청계천로 도시계획 결정 관련 지적도면과 

청계천(하천) 지정 관련 자료의 협조가 필요했다. 그 외 기타 현황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맡은 시정개발

연구원과 협의하여 별도로 요청하기로 하고, 조사구간 내 대규모 개발움직임 등 주민동향이 파악될 때에

는 수시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는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와 평가서 초안협

의, 환경현황 조사협조 등과 집중호우시 침수피해지역 파악과 지장물 이설 등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요청

했다.

청계천로 도시계획 결정 관련 지적도면 청계천(하천) 지정 관련 자료

ㆍ 최초결정일 : 1962.12. 8(건고 제177호)

ㆍ 구      간 : 세종로광장~답십리동

ㆍ 해  당  구 :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지적과)

ㆍ 요청 자료 : 세종로광장~신답철교 구간 청계천로 주변지적도

ㆍ 조사 이유 : 1962년 도시계획 결정 당시에는 지적고시 제도가 

없어 정확한 도로경계 확인이 필요하며, 추후 도

시 계획변경 입안시 기초자료로 활용

ㆍ 지  정  일 : 1983. 4.30(하천법시행령)

ㆍ 구      간 : 신설동 성북천 합류점~중랑천 합류지점

ㆍ 해  당  구 : 동대문구, 성동구(하수과, 지적과)

ㆍ 요청 자료 : 성북천합류점~신답철교 구간 하천 구역도면 및 

하천법 제14조에 의거한 하천대장(구체적 경계선 

포함)

ㆍ 조사 이유 : 기 지정된 청계천(하천) 현황 파악 및 도시계획절

차 이행시 기초자료로 활용

표 2-2-9. 도시계획현황 관련 요청 자료

구분 자치구 협조사항 시기 방법 조사범위

평가서작성

계획서검토

ㆍ작성계획서 협의 및 공람(주관구청장)

ㆍ중점평가항목 등 검토, 의견제시(각 자치구)
2002.10

ㆍ서면협의

ㆍ인터넷게시

종로, 중구, 

동대문, 성동

평가서

초안협의

ㆍ평가서초안공람공고(주관구청장)

ㆍ설명회 개최(주관구청장이 공고)

ㆍ관계기관의견수렴 제출(각구→주관구)

2002.12

~2003.02

ㆍ일간지공고

ㆍ설명회개최 등
″

환경현황

조사협조

ㆍ자치구 보유자료 및 현장조사 협조

  - 대기ㆍ수질ㆍ소음 등 오염원 조사

  - 인근지역 기존생태계 구조와 기능 조사

2002.09.10

~2002.12

ㆍ부서별 보유자료 협조

ㆍ현장조사 지점 선정
″

표 2-2-10.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구분 자치구 협조사항 시기 방법 조사범위

ʼ98, ʼ01년 집중호우 시

피해지역

ㆍ지역별, 유형별, 피해규모(지상, 지하실 침수)

ㆍ침수피해 후 조치사항

ㆍ침수 당시 최대 강우량(1일, 시간당 10분당)

ㆍ침수지역이 표시된 도면(S=1:3,000)

2002.10
과거기록조사 

도상정리

청계천

유입권역

표 2-2-11.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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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현황) 자치구 협조사항 시기 방법 조사범위

ㆍ복개구간 내

 - 횡단시설물 

   : 32개 시설

 - 청계천로시설물

   : 7개 시설

ㆍ제방도로 내

한국전력통신기관

중부수도사업소

극동도시가스 등

ㆍ 청계천을 횡단하는 복개내부의 유수저항 

시설(한전 및 통신관로 11개 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에 이설독려

ㆍ 지장물 현장합동조사, 이설방안 수립, 유관기

관 지장물 이설 독려 등

ㆍ 제방도로 내 지하매설물 전수조사

2002.09

~2002.10

도상및

현장확인

유관기관

합동조사

(2002.11까지조

치계획확정)

복개시설내부 

및 제방도로

(보도포함)

표 2-2-12. 지장물 이설 

5) 청계천지역주민상인협의회

2002년 12월 30일,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계천복원사업의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청계천 주변 상인 대표들과 지역주민, 시ㆍ구의원 등 60여명으로 구성하는 

‘청계천지역주민상인협의회’를 조직하였다.

<그림 2-2-9> 주민상인협의회 회의 모습

주민상인협의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업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며 복원 후 

지역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청계천복원추진본부, 상인대책 추진일지, 2002)으로 주민상인협의

회의 회의내용을 정리하면 <표 2-2-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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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요 내용

2003.01.15 주민상인협의회 개최 회장단 구성 및 위촉장 전달

2003.03.06 ʼ03년 주민상인협의회 1차회의 청계천주변 소상공인 지원건의 등

2003.04.03 ʼ03년 주민상인협의회 2차회의
복원공사에 따른 영업불편 사항 최소화 방안 협의, 교통 혼잡 등 민원해결 방

안 협의

2003.05.15 ʼ03년 주민상인협의회 3차회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비 지원건의 등

2003.06.25 ʼ03년 주민상인협의회 4차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양안 3차로 확보 및 상인대책 설명 및 소상인대출금, 

리모델링 등에 관한 내용협의

2003.11.12 ʼ03년 주민상인협의회 5차회의 청계천 홍보관 및 복원공사 현장 참관, 상인들의 민원사항 수렴

2004.04.23 ʼ04년 주민상인협의회 1차회의 청계천복원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청계천축제 개최에 따른 협조사항 등

2004.12.27 ʼ04년 주민상인협의회 2차회의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주요현황 설명(추진현황, 역사문화유적복원사항, 청계천

문화관 건립 및 시점부 광장 조성, 청계천로 가로환경 정비, 상인대책 추진상

황, 소망의 벽 조성 협조 등)

2005.01.28 ʼ05년 주민상인협의회 1차회의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개요, 이주대상자 선정(추진현황/업종선정 기준(안)/개인

자격 심사 기준(안))협의

자료 : 청계천복원 민원관리분야 추진일지, 2003, 청계천복원추진본부

표 2-2-13. 주민상인협의회 회의 내용 

5.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활동평가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처 연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7월 2

일 출범된 별도의 전략팀(Task Force Team)으로 2005년 12월 30일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현판

식7)을 갖기까지 청계천복원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부터 고가도로 철거, 주변 상인 설득, 이주대책 수립, 

새 물길 정비 등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왔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내부의 체계적인 권한배분, 지속적인 회

의를 통한 네트워크(network)확보 및 강한 내부결속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상

인특별팀8)은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소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데 기여하였다.

7) 서울시는 서울의 역사를 바꾸고 청계천복원이라는 꿈을 실현한 산실로서 기억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현판을 청계천 문화관에 영구 보존, 전시
하고 복원본부 건물에는 ‘청계천의 새역사를 창조한 장소’라는 내용이 담긴 표석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8) 상인특별팀의 성공요인과 관련된 사항은 5부 2절의 성과파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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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1. 출범과 조직

1) 준비위원회

2002년 7월 2일 시민위원회 발족을 위해 노수홍ㆍ정동양ㆍ정창무ㆍ김일중 교수,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

총장, 최정한 시민교통환경센터 사무총장, 조광권 시정개발연구원, 김영주 토지문화관 관장 등 8명의 인

사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총 5회에 걸쳐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기본방

향 설정, 시민위원회 분야별 위원정수 및 위촉기준 마련,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논의하였다.

구분 일시 회의결과 주요내용

제1차 2002. 7. 4(수)
ㆍ 시민위원회구성기본방향 정립

ㆍ 본위원회(30명 내외), 기획조정위원회 및 5개분과위원회(각 15명 내외)

제2차 2002. 7. 9(화)
ㆍ 1차 시민위원회 예비위원 명단 토의

ㆍ 차기회의부터 회의 자료를 추진본부에서 준비

제3차 2002. 7.13(토)

ㆍ 분과위원회 1개 증설(5개→6개)

ㆍ 각 위원회별 세부구성 기준 및 선정절차 등 확정

ㆍ 각 위원회별 참여인원수 조정ㆍ확정

ㆍ 분과위원회별로 전공분야를 정함

제4차 2002. 7.19(금)
ㆍ 부위원장 수 조정 : 3인→4인

ㆍ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추가 : 시정개발연구원

제5차 2002. 7.23(화)
ㆍ 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

ㆍ 각 위원회별 위원 추천자 확정(147명)

표 2-2-14.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준비위원회 개최 현황

2002년 7월 말까지 위원선정 작업을 완료하고 위원 선정 완료와 동시에 8월초 시장방침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들어갔으며, 가칭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사업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법정위

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은 ‘입법예고 → 조례규칙심의 → 시의회 의결 → 조례공포 및 시행’의 

과정을 거쳐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2002년 8월 27일 의회 개회 일정에 맞춰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법정절차를 사전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장이 최종 임명권자로서 엄밀히 따지자면 서울시 소속이다. 그러나 준비위원

회가 이처럼 긴 시간을 투자하여 조례까지 제정하기로 한 이유는 향후 시민위원회가 서울시의 단순 자문

역할에 그치거나 이름뿐인 조직으로의 전락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서울시가 사업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자유로운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민위원회는 조례제정을 통한 법적 구속력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02년 

9월 12일 서울시조례 제4032호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록2 참조)

｣가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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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구성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장 2인, 부위원장 3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성격

은 사업계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31명 이내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간의 

이견사항 조정, 주요사항의 본위원회 상정ㆍ결정할 기획조정위원회, 해당분야의 조사ㆍ연구 및 심의 평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로 조직된다. 각 분과는 자연환경, 역사ㆍ문화, 교통, 도시계획, 시민의

견, 건설안전 등 6개 분과 체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실ㆍ 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참

여하였다. 

시민위원회의 조직은 <그림 2-2-10>과 같이 본위원회와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본위원회 및 산

하 7개 위원회로 나뉘며, 구성인원 및 내용은 <표 2-2-15>와 같다. 

<그림 2-2-10>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조직도

총계 본위원회
기획조정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계 역사문화 자연환경 건설안전 교통 도시계획 시민의견

136 31 15 90 15 15 15 15 15 15

표 2-2-15.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구성 및 정원(2002. 9 현재)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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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본위원회

ㆍ 위원장 2명 : 시장, 위원 중 호선된 1인의 공동위원장

ㆍ 부위원장 4명 이내 : 위원 중 호선된 4명

ㆍ 간사 및 서기 

ㆍ 기타위원

기획조정위원회

ㆍ 본위원회 부위원장 4명 이내, 분과위원장 6명, 시장 위촉하는 자 5명

ㆍ 위원장 : 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

ㆍ 간사 및 서기 

분과위원회

ㆍ 위원장 : 위원 중에 호선

ㆍ 간사

ㆍ 기타위원

표 2-2-16.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구성 내용

3) 시민위원회의 현황

제1기 시민위원회는 2002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032호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2년 9월 18일 정식 발족하였다. 정원은 본위원회 31명, 기획조정위원회 15명, 분과위

원회 90명으로 총 1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촉위원은 각 분과별로 127명이 위촉되었다.

총계 본위원회
기획조정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계 역사문화 자연환경 건설안전 교통분과 도시계획 시민의견

127 29 13 85 15 12 14 14 15 15

표 2-2-17. 제1기 시민위원회(2002. 9.18~2004. 9.17)

조직체계는 2002년 9월 18일 시민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2004년 10월 제2기 시민위원회가 출범할 때까

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고, 2002년 9월 출범한 제1기 시민위원회는 2004년 9월로 2년 동안의 임기를 

마쳤다.

2004년 10월 20일에는 제2기 시민위원회가 출범되었다. 개정된 조례는 위원구성과 정원, 기능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으나, 위원회의 존속기한과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 당시의 위원 임기 조항이 신설되었고 분

과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의 명칭이 서울시 직제변경에 따라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제2기 시민위원회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존속하게 되었다.

총계 본위원회
기획조정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계 역사문화 자연환경 건설안전 교통 도시계획 시민의견

133 30 13 90 15 15 15 15 15 15

표 2-2-18. 제2기 시민위원회(2004.10.20~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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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활동

1) 주요 업무 및 행사

시민위원회는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ㆍ평가, 청계천복원관련사항에 대해 조사 및 연구, 

관련 이익단체와 시민의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차이를 갖

는데 이는 <표 2-2-19>와 같다.

구분 소관사항 안건상정

본위원회
ㆍ 위원장 부의사항

ㆍ 기획조정위원회 상정사항
-

기획조정위원회
ㆍ 분과위원장 부의 및 분과위원회간 이견이 있는 사항

ㆍ 기획조정위원장 부의사항
ㆍ 본회의 심의 필요 사항

분과위원회

ㆍ 문화유적복원 등에 관한 사항(역사문화)

ㆍ 생태 및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자연환경)

ㆍ 구조물 철거 및 도로, 교량건설 등에 관한 사항(건설안전)

ㆍ 교통영향 및 대책 등에 관한 사항(교통)

ㆍ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시계획)

ㆍ 여론수렴, 홍보 등에 관한 사항(시민의견)

ㆍ 기획조정위원회 심의 필요사항

ㆍ 타 분과위원회와 조정 필요사항

자료 : 서울시, 2004.10, ｢제2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구성 및 제1차 전체회의자료｣

표 2-2-19.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회별 소관사항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2002년 9월 18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회의와 토론회, 세미나 등을 총 116

회 개최하였다. 청계천복원사업에서 시민위원회는 고유의 심의 역할에 따라 각종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추진본부와 연구지원단의 계획안에 대한 심의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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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2002. 9.12.

2002. 9.18.

2002.10.25.

2002.10.27.

2002.11.14.

2002.11.25.

2003. 1. 4.

2003. 1. 9.

2003. 1.28.

2003. 2.14.

2003. 2.20.

2003. 3. 7.

2003. 4.10.

2003. 5. 1.

2003. 5.11.

2003. 5.27.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시민위원 위촉 및 전체회의

원주토지문화관 세미나 개최

해외하천복원 우수사례 조사연구(위원6, 공무원14)

시민위원 추가위촉 6명, 해촉 2명 : 정원대비 부족위원 추가위촉, 지방 근무처 변경자 해촉

청계천복원 국제심포지엄 행사 개최

시민위원 추가 위촉 및 해촉 각 1명 : 개인사정 사직자 해촉 및 대체위원 위촉

본위원회 개최 및 기본계획(안) 보고

건설안전분과위원회 기본계획 심의(기술분야)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기획조정위원회 심의

청계천복원공청회 개최

시민위원 대구신천 및 제주 산지천 하천 현장 시찰

시민단체 인사 시민위원회 위원장단 간담회

본위원회 개최 및 7월 1일 착공계획 심의

제2차 해외하천복원 우수사례 조사연구

시정연 work-shop 개최(하천단면, 교통, 상인대책)

청계천복원공사(철거) 7월 1일 시행 

2003. 7. 5.

2003. 7.11.

2003. 7.29.

2003. 9.14.

2004.11. 6.

2004. 2.24.

2004. 3.12.

2004. 5.12.

2004. 6.30.

2004.10.20.

2005. 1.27.

시민위원 해촉 3명, 신규위촉 5명 : 개인사정 사직자 해촉 및 대체위원 위촉

시공무원 속초수련원 Work-shop 개최

청계천복원 기본설계 설명회 개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3차 해외하천복원 우수사례 조사연구

제4차 해외하천복원 우수사례 조사연구

청계천복원공사 실시설계 설명회 개최

청계천복원공사 실시설계 심의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안) 설명

청계천복원공사 추진현황 보고회

제2기 시민위원회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

본위원회ㆍ기획조정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표 2-2-20.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운영경위

(1) 원주토지문화관 세미나

2002년 10월 25일~26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 토지문화관에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 44명과 

기자 9명 및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 미래를 여는 청계천복원 세미나’라는 부제로 세미나가 진

행되었다.

<그림 2-2-11> 서울의 미래를 여는 청계천복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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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날인 25일에는 박경리 토지문화관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해서 조광권 상임부위원장의 사회로 주요 식순

이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최열 본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토론과 분과

위원회별 토론 및 회의가 이어졌다. 26일에는 전날 있었던 위원회별 토론결과를 발표하고, 종합 토론을 

거친 뒤 행사가 종료되었다. 

25일의 주요 주제발표 내용 및 발표자는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의 ｢청계천복원과 도시개발의 새로

운 패러다임｣, 황기연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의 ｢청계천복원의 주요 핵심논점｣, 정동양 건설안전분과위

원장의 ｢청계천복원의 문제점과 대안검토｣였고, 이들 주제발표에 이은 주요 토론 결과는 <표 2-2-21>과 

같다.

부문 토론 결과

하수 및 용수

ㆍ 하수관거는 양안에 신설하고 하수관거의 크기는 하수량과 홍수를 대비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크기를 결정해

야 함(건설분과 김홍석).

ㆍ 상류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용수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ㆍ 상류의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우선 복원 시작점에서 분리하고 전반적인 분리는 향후 장기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건설분과 김홍석).

ㆍ 하거 차수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하구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

해야 함(본위원회 강병기).

ㆍ 강제 용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건천이 계속될 경우 오염의 우려가 있고 도심에 흐르는 물은 도시미관

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함(추진본부장 양윤재).

ㆍ 청계천복원을 한 뒤에 지천도 지속적으로 복원을 해나가야 할 것임(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황기연).

교통

ㆍ 16만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하도로 건설과 같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대책

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자연환경 진두생).

ㆍ 승용차 진입억제를 위한 교통대책 등 대중교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도 필요

함(추진본부장 양윤재).

주변개발

ㆍ 주변개발은 주민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과 서울시에서 적극 권해야 한다는 두 가지 안이 있음(자연환경 진두생).

ㆍ 서울시는 주변의 재개발 문제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본위원회 강병기).

ㆍ 산지천 복원 시 주변 상인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는 논리를 청계천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청계천 주변 상권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함(시민의견 한견우).

역사문화

ㆍ 광통교를 현재 자리에 복원하는 것은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고, 이전할 경우에도 비용 등 여러 가지 제반사

항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황기연).

ㆍ 다리의 복원은 역사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조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상징성이 있는 다리는 복원이 필요

함(건설안전 정동양).

ㆍ 복원은 치유나 회복, 새로운 형태의 개발 등 다양한 개념이 있으므로 복원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원칙을 세

우는 것이 중요함(역사문화 홍성태).

표 2-2-21. 원주토지문화관 세미나 주제발표에 따른 주요토론 결과

분과위원회별 토론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 좀 더 상세하고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뤄졌다. 본위원회와 기

획조정위원회에서는 시민위원회 위상에 관한 문제와 복원의 정의, 사업시기 및 시민홍보 방법, 추진본부

의 행정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이 오갔고, 역사분과위원회에서는 마스터플랜의 필요성과 유적의 위치와 모

습의 확실성 등 확실한 역사복원에 대한 재확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건설안전, 자연환경 분과위원회에서

는 유지용수처리방법과 상ㆍ하수관로 이설 및 신설공법, 중학천 복원, 다리 복원, 구조물 철거, 환경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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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교통,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는 도심교통대책 및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마련 

등에 대해, 시민의견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정례화와 이해당사자 간담회 개최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구분 논의사항

본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 시민위 위상에 관한 문제

 - 시민위는 전문가와 공인된 시민단체원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상과 역할은 조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요정책 심의, 조사ㆍ연구, 공청회 개최 등임

 - 시민위는 본부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행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고, 정책이 결정

되기 전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음

 - 위원회와 추진본부의 관계는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하여 결정

∙ 복원의 정의

 - 역사의 원래적인 복원보다는 시대에 맞는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가진 상징성이 포함된 사

업일 것이며, 복원에 대하여 각 분과위원별로 논의된 개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사업의 시기 및 시민 홍보

 - 청계천복원사업은 계획수립 1년, 철거 6개월, 하천 조성 및 조경 2년 등 약 3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

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는 충분한 기간임에도 시민들이 졸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홍보를 잘 해

야 할 것임

 - 복원사업이 졸속이라는 말은 단기계획과 장기계획 등이 합쳐져 있어 그렇게 보이므로, 구체적인 계획

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

 -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불신을 납득시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추진본부의 행정지원

 -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된 사항과 추진본부 및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업무추진 사항을 각 위원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통보조치 

역사분과위원회

∙ 마스터플랜의 필요성

 - 600년 고도의 한양복원의 일환으로서 역사도시 한양의 정체성을 지닌 도시로서 복원

∙ 확실한 역사의 복원(유적의 위치, 모습의 확실성)

 -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실과 역사성의 조화 조정

   ㆍ하천조사사업 : 청계천의 역사 조사

   ㆍ다리조사사업 : 청계천 다리의 역사와 현황 조사

   ㆍ문화, 야화, 문헌 역사 정리

 - 자연생태에 토대를 두면서 고도로 예술적이고 과학적으로 복원

표 2-2-22. 원주토지문화관 세미나 분과위원회별 토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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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의사항

건설안전분과위원회

자연환경분과위원회

 ∙ 유지용수처리방법

 - 하수를 처리하여 하류에서 상류로 끌어오는 방법 외에 상류의 중학천과 백운동천의 자연수를 하수에서 

분류하여 청계천에 연결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청계천 상류지역의 공공시설 대형건물 등에서 나오는 저오염수(목욕탕, 수영장 하수) 현장처리 후 청계

천 유입 필요

 ∙ 상ㆍ하수관로 이설 및 신설

 - 복잡한 도시상황 고려하여 복개매설공법 지양

 - 신공법인 마이크로터널 공법 검토

 - 현재 하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ㆍ하수도관을 하천 밖으로 이설, 하수도관형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설

치, 건설국에 있는 하수과와 상수도과를 합하여 치수과에서 분리하는 것을 건의

 - 현 추진본부의 하천 표준단면 오기 시정 필요

 ∙ 대구 신천사례

 - 신천은 원래 자연수가 흐르고 있었으며, 하수를 추가 방류하고 단순한 차수처리를 하여 상류로 되올려 

유지용수로 이용하므로 대구 신천의 무조건 모방은 문제가 있으며, 청계천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 중학천 복원 검토

 -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줄기와 청계천을 연결하는 동시에 하수관로 시설

 ∙ 다리복원

 - 광통교와 수표교는 원형 원위치 복원 요망

 - 광통교의 원위치 복원할 경우 지하도 건설 및 우회로 검토

 ∙ 구조물 철거

 - 하천 좌우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두고, 하천복원에 필요한 깊이만큼 잘래내는 것과 전체를 뽑

아내는 방안 검토

 ∙ 환경성 검토

 - 사업초기에 심도 있는 환경성 검토 실시 필요

 - 상류에 하수처리장 건설 및 지하로(광통교 밑) 구상시 환경성 검토를 통해 결정

 - 상ㆍ하류와 주변 공간 환경의 질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필요

 ∙ 업무추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추진본부의 사업추진사항 수시보고 및 보완작업 동시 추진

교통분과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 청계천복원사업의 타당성을 시민들에게 홍보

 ∙ 시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실질적인 시민참여활동 필요

 ∙ 도심교통대책,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틀 마련 필요

 ∙ 사업일정 제시 필요

 ∙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민의견 site" 필요

 ∙ 분과위원회는 의제 발굴 및 활성화

시민의견분과위원회

 ∙ 시민의견분과의 구체적 업무범위에 대한 합의

 ∙ 시민의견(특히 잠재적 반대자)의 일차적인 수렴 없이 오해를 살만한 견해표명 자제

 ∙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할 필요

 ∙ 향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세부추진일정 작성 필요

 ∙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유도

원주토지문화관 세미나 분과위원회별 토론 결과<계속>

앞서 가졌던 토론회의 내용들을 종합ㆍ정리한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의견 수렴방법과 하천의 시작점, 다리

의 복원범위, 정보공유 문제 등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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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시민의견 

수렴 방법

 ∙ 시민의견수렴 추진 현황

 - 시민의견 수렴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총괄하고, 4개 구청에서 시민의견 수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

며, 동대문 주변에 의견수렴센터를 설치하여 주변 상인의 현장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추진본부장 양윤재)

 - 청계 2~5가의 집단민원 예상지점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집중 설문조사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찬성

과 반대 등 많은 의견이 있음(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황기연).

 - 각 업종별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책마련(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황기연)

 ∙ 향후 시민의견 수렴 방법

 - 적극적인 시민참여 방법이 필요하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기구가 아닌 시민 주도의 객관적인 상임기구 

필요(본위원회 이희덕, 최열)

 -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치화 된 구체적인 예측 자료가 있어야 됨(본위원회 최열).

 - 내용에 구체적인 복원계획을 만들어 결속된 소수의 반대자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느슨한 대다수 시민의 관심

을 유도하여야 함(본위원회 최열).

 - 시민위의 객관성을 유지로 광범위한 시민지지를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지원일 필요함(기획

조정 노수홍).

하천의 

시작점

 ∙ 청계천복원의 시작점

 - 동아일보 앞, 광통교사거리 등 청계천복원의 시작점에 대하여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상류 지점(백운동천, 중

학천)의 복원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므로(본위원회 이희덕) 분과위에서 좀 더 논의한 후에 추후 결정토록 함(기

획조정 노수홍).

다리의 

복원 범위

 ∙ 광통교, 수표교 등 2-3개 정도 복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보다 많은 수의 다리를 복원 하여 관광용으로써

의 복원도 필요함(본위원회 이희덕).

 ∙ 보행용 다리는 원형그대로, 간선(통행용) 다리는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외관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음(본위원회 

이희덕).

 ∙ 다리 설계 공모 시, 시민위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할 필요가 있음(기획조정 노수홍).

정보공유  ∙ 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포함)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 위원들과 정보 공유 필요(기획조정 노수홍)

표 2-2-23. 원주토지문화관 세미나 종합토론 결과

(2) 프레스센터 국제심포지엄

2002년 11월 25일 시민위원회ㆍ서울시ㆍUNEP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주관하여 ｢청
계천 복원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Cheonggyecheon Restoration)｣을 개최하였다.

<그림 2-2-12> 국제심포지엄 모습(서울사랑 제3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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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청계천복원사업 공청회

심포지엄은 외국의 유사사례에 대한 비교연구의 기회를 갖고 복원사업 홍보 및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의 

계기로 삼고자 개최되었으며 ｢도시하천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파리 비에브로 하천 복원사업, 도시하천 복원의 전략적 방법, 하천환경의 회복과 청계천복원, 

청계천복원방안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발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표 2-2-24>와 같다. 

주제 발표자 주요내용

파리 비에브로하천

 복원사업

파리시 도시계획연구소 

부소장 : 앙드레 마리 블롱

ㆍ파리 비에브로 하천 개요

ㆍ비에브로 하천복원 계획

ㆍ향후 파리시 하천복원 전망

도시하천 복원의

 전략적 방법

독일 함부르크 공과대 교수 : 

에릭 파세

ㆍ하천복원의 생태-수문학적 접근방법 : 서울의 

불광천 사례 언급

ㆍ하천복원 통합계획 전략 : 수질관리, 홍수대

책 등

하천환경의 회복과 

청계천복원

국토교통성 규슈지방정비국,

다께오 공사 사무소 소장 : 

시마타니 유끼히로

ㆍ청계천복원을 위한 제언 : 수량의 처리, 하천의 

형상, 교량의 복원, 하천의 자연재생 등

표 2-2-24. 청계천복원 국제심포지엄 발표내용 

(3) 청계천복원사업 공청회 개최

2003년 2월 20일 서울시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는 시의원과 시민위원, 시민, 상인대표, 시민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천복원사업 공

청회가 열렸다. 기본계획 발표와 토론, 방청객 질

의와 답변 순서로 이루어진 공청회는 차분한 분위

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학계, 시민단

체, 상인, 일반시민, 자치구 및 인근 수도권 자치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여 청계천복원사

업에 관심을 보였다. 청계천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토론자 및 일반 방청객 모두 긍정적인 반응

이었으며,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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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신천 복원 후 모습

및 교통대책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노점상 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찰 1개 중대(120명)를 배치하였으나 공청회 방해 움

직임은 전혀 없었고, 방청석의 시민발언 및 질의자 9명 중 6명이 청계천 주변상인으로 청계천복원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 대책요구와 개발상가의 민원사항 해결 요청이 발언내용이었다. 서울시는 공청회 논의내

용들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조치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항은 그 이유 및 향

후계획을 홍보하기로 했다. 

발언내용

∙ 청계천 일대의 유통, 물류에 관한 조사 및 대안 제시(이대종 회장)

∙ 공사기간 중 청계천 셔틀버스 무료 운행(김광식 교수)

∙ 복원 후 청계천 관리를 전담할 별도기구 설치(남영국 교수)

∙ 청계천 상인이 주변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정무용, 방산시장상인)

∙ 동대문지구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시범사업 타결, 재검토 요구(송병렬, 관광특구 사무국장)

∙ 2~3년간 다각도 검토 및 상인대책 마련 후 착공(김태구 상권수호위원회 정책기획국장)

자료 : 서울특별시, 2003,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주요운영결과(안)｣

표 2-2-25. 청계천복원사업 공청회 특이 발언내용 

(4) 하천복원 사례지역 시찰(대구 신천, 제주도 산지천)

2003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시민위원회 위원 16

명과 공무원 7명은 하천복원 우수사례지역인 대구 

신천과 제주도 산지천을 시찰했다.

대구 신천 방문에서는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신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1일 10만톤 상류로 역류시켜 

사용하는 점과 수질 유지를 위해 14개의 보를 설치

하여 평균 수심을 70㎝이상 확보토록 하는 점은 

청계천복원사업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또한 분수를 8개 설치하여 미관을 

조성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

서도 관련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하천명 연장 제방연장
둔치조성 수질(BOD)

연장 면적 2002 2003

신천

(지방 1급하천)
12.4㎞ 21.4㎞

좌 8.7㎞

우 12㎞
56,000㎡ 2.1 1.8

표 2-2-26. 대구 신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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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추진

경위

 ∙ 원래 맑은 물이 흐르던 신천은 상류수에 가창댐 설치, 암거 설치 등으로 하천의 형태, 물의 흐름에 큰 변화를 줌.

- 특히 주변 소하천으로의 유입수가 줄어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하천의 자정작용을 잃게 됨.

 ∙ 1970년대에는 시내를 관통하는 대부분의 소하천이 복개되어 주차장, 도로로 변모되어 복개하천이 하수도로 전락됨.

 ∙ 소하천으로 유입되던 하천수도 도시의 지하수위 저하로 모두 흡수되어 오염화, 건천화가 심화되면서 신천의 황폐

화를 만들어 물고기와 새들이 자취를 감추게 됨.

 ∙ 80년대부터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자연하천 회복의 필요성 대두

 ∙ 신천을 옛 모습으로 되살리기 위해 86년부터 94년까지 총사업비 139억 원을 투자한 신천종합개발사업 실시

추진실적 

및 

실태

 ∙ 신천 유지용수 확보

- 건천상태인 신천의 유지용수를 위해 1994.07~1997.06까지 총사업비 121억 원을 투자, 송수관로 9.1㎞를 설치

- 신천 하수처리장(시설용량 68만톤/일) 방류수를 하루 10만톤 상류로 역류

- 상류 상동교 지점과 하류 침산교 지점의 표고차 42m를 감안하여 수지 유지보 14개를 설치, 평균 수심 70㎝를 

확보하여 총 담수량 34만 톤의 친수환경 조성

 ∙ 신천 수질개선효과

- 1993년 BOD 18.2㎎/ℓ이던 신천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2년 BOD 2.6㎎/ℓ로 Ⅱ등급 수질 유지

 ∙ 신천 자연생태계 복원

- 서식조류(18종)와 서식어류(8종)가 증가하고 있어 자연생태계가 복원단계에 들어섬.

 ∙ 분수설치

-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의 이미지 연출을 위해 8개소의 분수 설치 가동

 ∙ 조경지 확충 및 꽃길 조성

- 둔치 소재 콘크리트 주차장 4개소를 철거하여 잔디광장 조성

- 꽃길 17.1㎞를 조성하고 대형 화단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수변공간으로 가꿈.

 ∙ 시민이용현황

- 평일 1만 명, 휴일 2-3만 명 이용

표 2-2-27. 대구 신천 복원 추진과정

둘째 날 방문한 제주 산지천은 복개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했다는 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과 유사

하다고 할 수 있었다. 단 산지천의 복개건물 철거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복개도로 철거와 차이가 있었지만 

복개건물 철거시 지속적인 대화방법이나 민원해결 노력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또한 제주 산지천은 교량

설치에 있어서 옛 모습을 살리려는 노력과 보를 설치하여 일정량의 수위(약 1.5m)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서 청계천의 경우 수위 30㎝ 책정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주요시설

복개건물 

철거

1995.02

~1996.06
176억 원(시비)

14개동

16,123㎡
-

하천복원
2000.06

~2002.06

187억 원

(국비 : 75, 도비 : 20, 

시비 : 92)

ㆍ하천정비

   L=474m

   B=21-36

ㆍ도로공원조성

   L=474m

   B=21m

ㆍ나무다리 : 2

ㆍ돌다리, 음악분수, 폭

포수, 빨래터, 선착장 

각1개소

ㆍ수문 : 2

ㆍ공원시설 : 7,323㎡

자료 : 서울특별시, 2003,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주요운영결과(안)｣

표 2-2-28. 제주 산지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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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산지천은 제주 관문인 제주항과 연결되어 있는 하천으로 60년대 후반부터 1982년 1월까지 4개 공구 16,123㎡의 복개공사 실시

 - 14개동의 건물설립(286세대 건물주 158명과 세입자 239명) 입주

  ※ 복개 후 나타난 부작용 및 실태

   1. 콘크리트 기둥 부식 등 안전상 문제발생

   2. 하천생태계 파괴 및 연안오염 원인제공

   3. 홍수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침수요인 제공

∙ 1991년 10월 복개구조물의 위험성을 예측, 1993. 4~1995. 8 복개구조물 변위(기울기) 측정(9개소, 주2회)

 - 1993. 8 응급보수 보강공사 시행(슬라브 및 기둥 165개소 보강)

∙ 1995. 8.21 산지천 복개구조물 재안전진단 의뢰

 - 8.24 경계구역 설정 및 퇴거명령(거주자 이주조치) 보상과 철거를 위한 1백76억 원 예산 투입

  ※ 철거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 및 사례

   1. 건물주들로 구성된 재개발법인 설립, 재개발을 강력요구

   2. 재 복개사업 불투명으로 세입자 집단시위(6회)

      - 조속한 보상 및 이주대책 마련 요구

      - 시 청사 및 의회 점거 농성

   3. 재 복개희망 포기자 집단행동

      - 경계구역 설정 철회 및 보상요구

      - 재 안전진단 요구

∙ 산지천~용두암 연계 관광개발 구상에 대한 의견을 1996. 4. 1~5.30까지 접수(46건)

∙ 도시계획시설(하천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1997. 7.29)하여 1998. 6.17 건물철거 완료(14개동)

  ※ 민원 해결방안 마련 실태

   1. 지속적인 대화→철거방침 설명

   2. 건물 붕괴시 대형 재난발생 예고

      - 재난관리법에 의한 경계구역 설정→강제 퇴거명령

   3. 보상비 조기 확보, 보상대책 마련 약속

   4. 보상방법 결정을 위한 대책협의회 구성

      - 주체, 평가방법 등의 (안)을 시의회 제시

   5. 시의회에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보상주체 및 타당성 검토하여 예산 확보

∙ 2000. 6.30 산지천 정비 복원공사 착공하여 2002. 6.29 산지천 정비 복원공사 준공

  ※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한 조치사항

   1. 전문가 및 시민의견 공모('98. 9~'00. 2)

      - 69건 접수 중 51건 자연형 하천조성 의견

   2. 자문위원회 구성 : 전문가 및 지역주민(23명)

      - 시공 및 기술자문회의 13회 개최

   3. 주민설명회 : 복원사업 계획 설명

      - 지역주민 대상 5회  

자료 : 서울특별시, 2003,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주요운영결과(안)｣

표 2-2-29. 산지천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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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동문교 난간 시설 설치

 - “수눌음” 정신을 돌로 형상화하여 기념비적인 모습

∙ 북성교(홍예교) 설치

 - 산지천 복원공사의 역사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

 - 제주석 돌다리를 만들어 제주 선인들과 애환을 함께 한 홍예교를 표현

∙ 목교(산지교, 광제교)

 - 구조용 집성재 위에 전통적 한옥개념으로 거대한 짜임 형성으로 다리에 투입한 나무는 홈과 쐐기로 연결되어 있어 지속적

인 부분 개보수가 가능토록 시공함

 - 아치형 구조로 보행자 전용 교량

∙ 음악분수 설치

 - 공기압축조절 방식으로 최첨단 무인자동운전시스템

   ㆍL=13.5m, B=10m(다이아몬드형)의 음악분수는 노즐 121개, 칼라수중등 340개, 기계실 1개소

 - 분수 미가동시 광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공간적 이용

∙ 벽천분수(캐스케이드) 설치

 - 북성교 상류 샘터부에 펌프(17.5HP, 150A) 3대 설치, 120m 상류지점 동문교 하류에 계단폭포를 만들어 유수천이 되어 자

체 수질정화토록 함

 - 주민들이 산지천의 친환경적인 경관 하천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

   ㆍ펌프(17.5HP) 3대, 관로(120m×3m), 폭포계단(8계단 : B=20m, H=4m)

∙ 수문(낙차보) 설치

 - 항상 물이 고이고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

 - 낙차보 상류는 담수, 하류는 해수이용 수위 확보

 - 물고기가 이동할 수 있는 어도 기능

 - 홍수로 인한 하천범람시 자동 개폐로 수위 조절

∙ 야간조명

 - 화단 좌우에 수변등을 설치하고 산책로에 조명등 및 산지로에 가로등 설치로 야간보행자 안전 도모

 - 수변등은 제주항으로 오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뜻에서 촛불 형태로 산지천 양측에 설치

   ㆍ가로등 : 19분, 수변등 : 89개소, 열주등 : 89본, 조명등 : 40개소

∙ 보경수 및 조경시설

 - 개방적 공간감을 조성하고 이용자에게 풍부한 녹음과 아름다움을 제공하기 위해 조경수 식재

   ㆍ교목 : 녹나무 외 21종 167주, 관목 : 능소화 외 12종, 1,171주

   ㆍ초화류 : 송악 외 14종 42,880주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조경시설물 설치

   ㆍ블라드 : 6개, 벤치 : 50개소, 정낭 : 10개소

자료 : 서울특별시, 2003,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주요운영결과(안)｣

표 2-2-30. 산지천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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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복원 전 산지천 모습

  

<그림 2-2-16> 복원 후 산지천 모습

  

<그림 2-2-17> 산지천 주변의 산책로와 휴식 공간

  

<그림 2-2-18> 산지천 계단분수

<그림 2-2-19> 산지천 음악분수

  

<그림 2-2-20> 산지천 음악분수의 야경

  

시민위원회에서는 대구 신천과 제주 산지천 하천복원사례 지역 시찰을 통해서 가능하면 2개 분과위원회를 

1개조로 구성하여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직원과 시민위원들이 현장을 자주 방문해 사업 활용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의견과 공사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전에 시민위원회 주관으로 4월말과 6월말 두 차례 정도 철거되

는 복개도로에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자는 의견, 각 분과위원회별로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세미나, 공청회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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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정개발연구원 워크숍(work-shop) 개최

2003년 5월 27일 시민위원회 위원 30명, 상인단체 8명, 시민단체 2명 등이 참여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1~3부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주요 토의사항을 정리하면 <표 2-2-31>과 

같다.

주제 주요내용

제1부

시민위원회

건의사항

관련 토론

- 광통교, 수표교 복원 

ㆍ 광통교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폭을 8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여 여유공간을 녹지로 조성

ㆍ 반면, 일부는 모형을 새로 제작하여 본래 위치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

- 하천 단면의 수정 및 보완문제

ㆍ 홍수위 빈도를 200년에서 100년으로 낮추고 하천을 얕게 하면서 폭을 넓게 할 것을 주장

ㆍ 반면, 하천 폭을 넓히는 것은 시골 전원형 하천형태로써 도심에는 맞지 않다는 반론 제기 등 제기

제2부

청계천

복원대비 

교통관련사항

토론

- 상인대표 : 조업 주차 공간 추가요구, 2001년도 교통량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서울시 교통대책

에 이견 제시 

- 서울시 : 착공전의 교통대책은 단기대책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 교통문제는 대중교통이용 확대가 중요하며, 현재의 교통처리대책을 계속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제3부
시민의견 수렴관계

토론

- 상인문제는 시민위원회가 나서서 서울시와 상인대표자와의 정책협의회를 재개토록 주선키로 함

-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제ㆍ정치적 가치피해 이외에도 역사적 가치피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7월 공사착공의 불가피성 강조 및 확인, 반면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는 착공연기 주장

표 2-2-31. 주요 토론내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워크숍에서는 7월 공사착공의 불가피성 강조 및 확인, 하천 단면의 수정 및 보안 문

제 논의, 광통교ㆍ수표교의 원형 원위치 복원, 대중교통이용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 시민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상인문제 해결, 향후 교통ㆍ보상ㆍ이주 등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6) 속초 시공무원수련원 워크숍 개최

2003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속초에 위치한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에서는 시민위원회 위원, 서울시정개

발연구원 연구원, 관계공무원등이 참여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첫째 날에는 역사복원과 관련해서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낭독하고 자신들의 입장이 무엇

인지를 밝혔다. 대체로 문화재 복원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복원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서울

시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광통교, 수표교 원형 원위치 복원방안 및 하천단면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위원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시민위원회 목소리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여 각 분과위

별 세부 토론 후 전체회의에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둘째 날에는 상류지천 복원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천복원은 생태계의 한 고리를 만드는 것

이라고 주장한 위원이 있는가 하면, 하천수가 없어 생태계축 형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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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설치하는 것은 해충발생,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상반되는 

주장은 첫째 날과 같이 각분과에 따라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자연환경과 도시계획분과가 조

인트 미팅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7) 기본설계설명회 개최

2003년 7월 29일 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위원회 48명, 시 공무원, 설계업체 관계자가 참

석한 가운데 기본설계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설명회는 복원사업 추진경위 설명, 기본설계 설명, 토론 및 

질의응답, 분과위별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역사복원과 관련해서 역사분과위윈회 위원들은 청계천복원사업이 역사문화복원 개념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예로 제1공구는 역사흔적을 주제로 하였는데, 10경으로 나타난 현란한 것들을 

절제하고 역사적 유적을 복원하고 역사적 행태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었다9).

이에 반해 본위원회 위원들은 청계천복원공사를 꼭 역사복원측면에서만 보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다른 요

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한 예로 여러 다리 중 광통교, 수표교는 완벽한 복원은 불

가능하고 과거의 경제성 및 다리, 도로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청계천복원사업은 과거

와 현재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0).

두 번째로 교통과 관련해서 기본 설계안에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고 청계천 변 도로 폭이 1.5m

로 되어 있는데 이 폭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고 광통교 복원 문제

가 중요하지만 원위치 복원시 교통문제 발생을 우려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하천부분의 보도는 여러 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안전이나 유지 관리 그리고 차량의 완충구간을 고려하여 1.5m를 고려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세 번째로 상인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인의 영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있

었고 이에 서울시는 상가대표와 상인대책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상인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고 답변하였다.

(8) 실시설계설명회 개최

2004년 2월 24일, 시정개발연구원 대강당에서 시민위원회 위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설계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설명회는 복원공사 실시설계 내용 설명 후 시민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의 순서로 진행

되었으며 주요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 있는 자의 회의 참석을 요구하였다.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해 책임자(시장, 제2부시장, 본부장)

가 참석한 가운데 답변을 듣는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기본계획 심의 시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시설계에 대한 보고내용이 기본계획 심

9) 김영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본설계 설명회 토론내용 중(2003년 7월 29일자)

10) 강명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본설계 설명회 토론내용 중(2003년7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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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수정한 사항이 별로 없고 시민위원회의 핵심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오늘 회의는 기록을 남기자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11). 하지만 도시계획분과의 

임창복 위원의 경우 핵심적인 역사복원을 제외한 80~90% 정도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판단하였다.

세 번째는 시민위원회의 위상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시민위원회 사이

에서도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시민위원회의 위상제고를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

에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12)하며 실시설계에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시 결정에 들러리를 서는 형태라는 입장13)이었다. 또 다른 입장은 시민위원회가 역사문화분과 

위원회의 안건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14)이고 시민위원회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

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15)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역사문화 복원의지가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역사문화

분과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지적한 내용이 단 1건도 실시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역사문

화가 옛 모습이 아닌 오늘날 현대에 맞게 복원한다는데 유감을 표시하였다. 

실시설계설명회 개최결과 실시설계 심의여부는 기획조정위원회에 위임하여 그 결정에 따르고 서울시 책임

자의 답변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민위원회 의견을 시에 제출하여 반영 여부를 확인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9) 해외하천복원사례 시찰

시민위원회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선진도시의 하천복원 및 적용공법과 하천변 개발사례를 조

사하여 청계천복원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청계천복원사업의 해외홍보와 국내 언론 홍보에 활용하고

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4회에 걸쳐 해외하천복원사례지역을 시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표 2-2-32>

와 같다.

11) 노수홍, 실시설계설명회 토론내용 중(2004년 2월 24일자)

12) 윤인숙, 실시설계설명회 토론내용 중(2004년 2월 24일자)

13) 한봉수, 실시설계설명회 토론내용 중(2004년 2월 24일자)

14) 문홍길, 실시설계설명회 토론내용 중(2004년 2월 24일자)

15) 조광권, 실시설계설명회 토론내용중(2004년 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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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출장국가 및 조사단수 방문목적

제1차 
2002.10.27

~11.6

- 1팀 : 미국, 캐나다(3명)

- 2팀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3명)

〈1팀〉 

- 캐나다 Don강 하천생태복원 기법조사

- 미국 보스톤 Big Dig Project 현장탐방 자료수집

- 로드아일랜드  WaterPark Place 현장방문

- 뉴욕 허드슨강, finger 호수변 도시조경, 하천관리 실태조사 

- 샌안토니오강 복원현장 조사 등

〈2팀〉 

- 독일 포츠담 운하복개 제거, Emcher강 Hase강 복원, 및 Kalsruhe 

자연하천 복원기법 조사

- 파리 비에브르하천 현장 및 런던 Dockland 개발사례 조사

- 하천 주변 도시계획 정비에 관한 사항 조사 등 

제2차
2003. 5.11

~19

- 1팀 : 미국, 캐나다(7명)

- 2팀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7명)

〈1팀〉 

- 샌안토니오시 지하터널 및 하천개선사업 관련 조사

- 보스톤 Big Dig 교통체계 개선 기법 조사

- 프라비던스시 Wateplace Parke 복원사업 관련 조사 등 

〈2팀〉 

- 런던 뎀즈강 도클랜드 정비 및 파리 생마틴 운하 주변 복원, 관리기

법 조사

- 독일 엔츠강, 이탈리아 아르노강 및  오스트리아 알터바흐강 복원기

법 조사

- 복원 대상지 주변 도시계획 정비 관련 조사 등

제3차
2003. 9.14

~22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8명)

- 스웨덴 멜라렌호수 및 파리 비에브르강 주변 조경사업 관련 사항 조사

- 파리 생마땡 운하주변 및 이탈리아 피렌체 건축물 관리기법 조사 등

제4차
2004.11. 6

~14
이탈리아, 독일, 체코(9명)

- 베니스 국제건축 비엔날레 참관

- 해외 문화유적 복원 및 관리실태 조사

표 2-2-32. 해외하천복원사례 시찰내용 

2) 본위원회

본위원회는 총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심의, 공사착공계획 심의 추인결정, 시민의견의 지속적인 

수렴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들은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 또는 기획조정 위

원회에서 안건에 대해 현실 및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했다

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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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참석인원 주요내용

제1차 

본위원회

2003.

01.09

시민위원 : 25명

시 관계자

기자 및 

관계공무원

-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운영경과사항 보고

- 청계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청계천 기본계획 중간연구결과 보고

- 공사과정 사전 시뮬레이션 보고

- 토론 및 의견수렴

ㆍ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위원의 역할 : 시민이해 및 여론조성

ㆍ 기상변화에 대한 홍수대책 마련 및 시민대상 적극적인 홍보 필요

제2차 

본위원회

2003.

05.01

시민위원 : 22명

시 관계자

- 기본계획 심의 등 그간의 노력 평가

- 7월 1일 공사착공계획의 추인 및 심의 결정

- 시민의견의 계속적인 수렴 건의

- 하천단면 보완 건의

제3차

본위원회

2004.

06.30

시민위원 :10명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공사 추진현황 보고

- 역사문화유적 복원사업 추진현황 보고

-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검토

제4차

본위원회

2005.

01.27

시민위원 : 19명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공사 추진현황보고

- 청계천복원기념행사 계획 논의

표 2-2-33. 본위원회 회의

3) 기획조정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는 총 30회의 회의(기획조정 18, 분과위원장 간담회 12)를 통해 시민위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필요성 검토, 시민위원 참여 제고 일환으로 최소한의 보상책 강구제시, 복원 후 청계천 

모습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성 제기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표 2-2-34>와 같다.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제1차
2002.

09.25

시민위원 : 12명

시 관계자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리더로서 기획조정위의 필요성

- 시민위원회 자체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시민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청계천복원사업의 민간홍보 요원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보상책 강구

- 대시민 홍보에 시민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제2차
2002.

10.17

시민위원 : 11명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주요정책들이 시민위원회에서 실질심의 검토 필요

- 성급하게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우려

제3차
2003.

02.14

시민위원 : 12명

시 관계자

-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개최결과 보고

- 공청회 개최계획 검토

ㆍ 공청회는 서울시와 시민위원회가 공동주최하기로 결정

ㆍ 다만, 공동위원장 축사에 시민위원회의 독립성, 위상, 역할 등을 언급하고 

진행과정에서 기본계획을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포함

- 기본계획 입찰 안내서 검토

표 2-2-34.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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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제4차
2003.

04.11

시민위원 : 13명

시 관계자

- 청계천 소식지 발간계획 관련 검토

ㆍ 소식지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ㆍ Hi Seoul 에 청계천 소식을 간지로 삽입하는 방안 검토

- 3개분과위원회 합동회의결과 논의

ㆍ 하천단면 및 수심 : 하천 단면이 너무 깊고 물량이 너무 적으므로 상류는 너

무 깊게 하지 말고 물 흐름을 넓힌다.

ㆍ 역사복원 : 광통교, 수표교는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함

제5차
2003.

07.04

시민위원 : 10명

시 관계자

- 책임설계자가 공구별로 기본설계내용 설명

- 공구별 설명 후 참석자의 의견 제시

ㆍ 시점부는 역사성 강조

ㆍ 고수부지 상 생태통로 설치는 전구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3개공구 간의 통

일성 필요 등

제6차
2003.

07.18

시민위원 : 9명

시 관계자

- 서울시와 시민위원회와의 부조화 및 의견수렴의 부재에 대한 시민위원회 위

원들의 의견

-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방법에 대한 논의 등

제7차
2003.

08.13

시민위원 : 10명

시 관계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본설계 설명회 결과자료 및 각 분과 위원장 제출 기

본설계 의견서 검토 및 토론

제8차
2003.

08.27

시민위원 : 13명

시 관계자

- 청계천 상류부 둔치 조성안 심의

- 시민위원회위원의 해외 하천복원사례 시찰 계획 심의

제9차
2003.

09.19

시민위원 : 9명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관련 추진경과 사항 설명(상인대책, 문화재복원추진상황 등)

- 청계천변 교통체계 관련 검토

제10차
2003.

10.10

시민위원 : 6명

시 관계자

- 실시설계 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 홍수에 대비한 제방여유고 확보 등 검토

제11차
2003.

10.24

시민위원 : 7명

시 관계자
- 실시설계 보고 및 토론

제12차
2003.

10.31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 기획조정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회의 진행

제13차
2003.

12.05

시민위원 : 10명

시 관계자 
- 시민위와 서울시의 관계 재설정에 관한 회의

제14차
2003.

12.19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 하천수리모형 실험결과 보고 및 토론

ㆍ 광통교, 수표교의 원형 원위치 문제에 대한 논의

제15차
2004.

01.16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 시민위원회 독립성 확보 

- 향후 위원회 공청회등 활동관련 사항 토론

제16차
2004.

02.06

시민위원 : 9명

시 관계자

- 시민위원회 분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검토

- 청계천복원 실시설계 심의 방법 논의

- 역사문화분과위원회 간담회 개최방법 검토

제29차
2004.

03.12

시민위원 : 9명

시 관계자
- 실시설계 심의 관련사항토의

제30차
2005.

01.27

시민위원 : 22명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공사 추진현황보고

- 청계천복원기념행사계획논의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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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제1차
2002.

12.11

본위원회 

위원장 : 2명

분과위원장 : 5명

시 관계자 

- 주요현안 관계관 회의자료 검토

- 청계천복원관련 시민기금모금 보고자료 검토

ㆍ 소요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시민기금모금을 추진할 경우 언론의 비판 및 시민

이 부정적 의견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성과도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 단계

에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

- 2003년 시민위원회 운영개선 등

제2차
2002.

12.26

부위원장 : 2명

분과위원장 : 5명

시 관계자  

- 복원 후 청계천 일대의 모습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 시민위원회와 사전에 충

분한 검토 필요

- 위원회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 

- 2002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청계천복원과 관련이 되는 분야에 대

해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의견수렴

제3차
2003.

01.07

부위원장 : 2명

분과위원장 : 5명

시 관계자 

- 향후 분과위원장 회의 진행계획 검토

- 2003년도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서 검토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계획 중간보고서 보고 청취 등

제4차
2003.

01.21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시 관계자 

- 기술부문용역 중간보고

- 서울시 교통대책 보고

- 주요 쟁점사항 토론 등

제5차
2003.

02.04

부위원장 : 3명

분과위원장 : 5명

시 관계자 

- 기술부문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결과와 관련하여 2003.2.14 기획조정위원회를 개최

하여 종합검토 심의 결정

- 공청회 개최 관련 회의

제6차
2003.

02.20

부위원장 : 1명

분과위원장 : 4명

시 관계자 

- 공청회 개최 후, 공청회 개최 결과 및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

제7차
2002.

12.26

분과위원장 : 7명

시 관계자  

- 복원 후 청계천 일대의 모습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 시민위원회와 사전에 충

분한 검토 필요

- 위원회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 

- 2002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청계천복원과 관련이 되는 분야에 대

해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의견수렴

제8차
2003.

01.07

부위원장 : 2명

분과위원장 : 6명

시 관계자 

- 향후 분과위원장 회의 진행계획 검토

- 2003년도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서 검토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계획 중간보고서 보고 청취 등

제9차
2003.

01.21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 5명

시 관계자 

- 기술부문용역 중간보고

- 서울시 교통대책 보고

- 주요 쟁점사항 토론 등

제10차
2003.

05.09

부위원장 :2명

분과위원장 : 4명

시 관계자 

- 6.13~14일, 토지문화관에서 청계천복원에 관한 토론회 개최키로 함

- 시민단체 인사들과 간담회 관련, 향후 시민단체 인사들과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간

담회를 추진키로 함(시민의견분과 위원회에서 추진)등

제11차
2003.

05.23

부위원장 : 2명

분과위원장 : 5명

시 관계자

- 시민의견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단체 인사들과 간담회 개최

- 5월 27일 워크숍 관련사항 토의

제12차
2003.

06.13

부위원장 : 3명

분과위원장 : 5명

시 관계자

- 2003년 7월 11~12일 워크숍 관련 논의

- 시민단체 중 청계천복원관련 비판적 입장을 많이 표시하는 경실련에게만 관심

을 갖기보다 관심을 갖는 다수의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관심 필요

표 2-2-35. 분과위원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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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문화분과위원회

역사문화분과위원회는 총 16회의 회의를 통해 청계천 교량 현상공모 타당성 심의, 광통교ㆍ수표교 

원형 원위치 복원방안 검토, 청계천복원구간 문화재지표조사 및 역사유적복원계획(안)검토, 청계천 

문화행사 공간 확충 및 볼거리 제공방안 논의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고 주요 회의내용은 <표 

2-2-36>과 같다.

일시 참석인원 주요내용

제1차
2002.

10.14

시민위원 : 11명

시 관계자

-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복원보다는 시간을 두고 

청계천의 역사를 되살리는 것이 필요

- 청계천의 옛 사진을 확보하여 복원 시 옛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 등

제2차
2002.

11.21

시민위원 : 12명

시 관계자
- 고증을 통한 양안석축 복원 등 청계천 역사성 회복방안 토론

제3차
2002.

11.25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 청계천 교량 현상공모 타당성 검토 및 위원회 운영 방안 협의

제4차
2002.

12.09

시민위원 : 7명

시 관계자

- 교량아이디어 공모 2차 설명회 및 위원선정

- 청계천복원의 역사성 반영 방향 등 검토

- 공기에 관한 문제 논의

제5차
2002.

12.17

시민위원

시 관계자

- 복원시점 및 광통교, 수표교 원형 원위치 복원의 기술적 가능여부 검토

- 역사문화관련 심포지엄 개최 논의 등

제6차
2003.

01.22

시민위원 : 2명

시 관계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보고

- 교량 복원(안) 설명

- 하천복원 기술관계 설명

제7차
2003.

01.29

시민위원

시 관계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도심부 관리전략 보고 및 검토

- 광통교, 수표교 복원(안) 보고 및 복원방안 심의

제8차
2003.

02.12

시민위원

시 관계자

용역사,관계자

- 기술부분 기본계획 보고

- 광통교, 수표교 복원 구상안 보고

제9차
2003.

02.18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 광통교 및 수표교 복원방안 검토

ㆍ청계천복원공사 입찰안내서 설명(역사문화 관련)

제10차
2003.

03.10

시민위원 : 7명

시 관계자

- 역사유적복원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여부

- 청계천복원 교량과 석축에 대한 토론

제11차
2003.

04.11

시민위원

시 관계자
- 광통교, 수표교 복원문제와 통수문제 해결을 위한 하천단면 처리방안 검토

제12차
2003.

04.28

시민위원 : 10명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구간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

- 역사유적복원계획(안) 보고 및 검토

제13차
2003.

07.18

시민위원

시 관계자

- 문화재지표조사 심의결과 및 발굴조사 계획 보고

- 역사유적복원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제14차
2004.

02.19

시민위원

시 관계자

- 수리관련 검토 토론

- 청계천 문화재 복원관련 검토

ㆍ 양안석축 보존, 9개 옛다리 복원 단계적 실시 등

제15차
2004.

12.16

시민위원 : 10명

시 관계자

- 청계천 문화행사 공간 확충 및 볼거리 제공방안 검토

- 천변 시민 이용 활성화, 교통대책 대안제시 등 

제16차
2005.

09.09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사업 현황보고

- 청계천 거리예술가 운영 검토

- 복원후 청계천 효율적 관리 논의 등

표 2-2-36. 역사문화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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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환경분과위원회

자연환경분과위원회는 총 11회의 회의를 통해 하천단면, 유지용수량, 유수수질 대책 등 종합검토

의 필요성을 제기, 조경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자문,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검토, 복원 후 자연생태계 등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논의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표 2-2-37>과 같다.

일시 참석인원 주요내용

제1차
2002.

10.17

시민위원 : 9명

시 관계자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 필요성 제기

- E-mail을 통한 위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검토 등

제2차
2002.

11.07

시민위원 : 11명

용역단

시 관계자

- 한강 갈수기 대비등 유지용수 방안 검토 토의

- 유지용수확보에 따른 비용부담 논의 등

제3차
2002.

11.25

시민위원 : 9명

시 관계자

- 하천단면, 유지용수량, 유수, 수질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필요

-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및 청계천 하류지역에 생태 복원구간 조성 검토 등

제4차
2002.

12.20

시민위원

시 관계자

- 초기 강우 유입수의 오염도 분석 필요

- 청계천 유수에 대한 과학적 검토 필요 등

제5차
2003.

01.16

시민위원 : 10명

시 관계자

용역사

- 조경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사항 보고 및 자문

제6차
2003.

02.13

시민위원

시 관계자

용역사

- 청계천복원 기본계획(조경분야)심의(안) 보고 및 확정

- 청계천복원 사전환경성검토심의(안) 보고 및 확정 등

제7차
2003.

04.11

시민위원

시 관계자

- 3개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합동으로 역사복원과 관련된 광통교, 수표교 복원

문제와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로서 통수문제 해결을 위한 하천단면 방안

에 대하여 검토

제8차
2003.

04.24

시민위원 : 7명

시 관계자

- 사전환경성 검토 추진 현황보고

- 환경영향평가 이행

- 국내 하천복원사례(제주 산지천, 전주천) 현지견학 건의

제9차
2003.

08.11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 사전환경성 검토서 협의사항 보고

-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보고

제10차
2003.

08.27

시민위원 : 12명

시 관계자

- 청계천의 둔치 조성여부 : 천변의 보도폭원은 2m 넓이로 하되, 중간 중간에 

테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의견수렴

제11차
2004

11.24

시민위원 : 7명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 후 자연생태계 등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검토

표 2-2-37. 자연환경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6) 건설안전분과위원회

건설안전분과는 총 12회의 회의를 통해 청계천 둔치조성 및 천변 안전통로 폭원 관련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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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기술부문) 보고 및 심의, 주변하천 정비계획 및 상류지역 하수차집계획 검토, 통수문제 

해결을 위한 하천단면 처리방안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표 2-2-38>

와 같다. 

일시 참석인원 주요내용

제1차
2002.

10.11

시민위원 : 11명

시 관계자

- 건설안전분과위원회 상견례 및 운영방안 설명

- 위원회의 임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제2차
2002.

11.06

시민위원 : 12명

시 관계자

용역사

- 외국의 하천복원 조사사례 설명

- 위원회의 임무 및 책임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 토의

제3차
2002.

11.20

시민위원 : 6명

시 관계자

- 복원시작지점, 용수확보문제 

- 문화재 원형, 원위치 복원 등에 관한 사항 토의

제4차
2002.

12.11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용역사

- 건설안전분과위 경과보고 및 회의 결산

- 하천단면 검토(안) 보고

제5차
2003.

01.15

시민위원 : 11명

시 관계자

용역사

- 기본계획(안) 보고 및 토의

ㆍ 유지용수 확보, 유지용수 수질, 유지용수 손실, 하천단면 및 하수도, 구조

물 철거 등

- 청계천로 시민광장 조성(안) 건의사항 보고

제6차
2003.

01.28

시민위원 : 9명

시 관계자

용역사

- 기본계획(기술부문) 보고 및 심의완료

ㆍ 유지용수 수질 문제, 주변개발, 하수도 등 

제7차
2003.

04.04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 복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 주변하천 정비계획 및 상류지역 하수차집계획 보고

- 하천단면관련 세미나 개최 관련 토의 등

제8차
2003.

04.11

시민위원 

시 관계자
- 광통교, 수표교 복원문제와 통수문제 해결을 위한 하천단면 처리방안 검토

제9차
2003.

05.23

시민위원 : 6명

시 관계자

- 하천단면 및 청계천 상류복원 관련 토의

- 지하철의 지하수 전용관 설치 관련 사항 문의 등

제10차
2003.

08.27

시민위원 :12명

시 관계자
- 청계천 둔치(고수부지)조성여부 및 천변 보도폭원 관련 사항 검토

제11차
2004.

11.11

시민위원 : 7인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공사 추진사항 보고

- 청계천유지용수 수질 관련사항 문의

제12차
2005.

06.16

시민위원

시 관계자

- 청계천 통수시험 및 방재시스템 구축관련검토

- 청계천 유지용수 사용료 면제 방안 등 논의

표 2-2-38. 건설안전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7) 교통분과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는 총 10회의 회의를 통해 서울시 교통체계개선계획과 청계천복원사업의 연계 검토 

필요성 제기, 무교로 시점부 및 청계고가 세종호텔 앞 교차로 정리방안 논의, 청계천 교통대책 

대시민 홍보방안 강구, 천변 안전통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교량 횡단보고 설치검토 등 다양한 역

할을 하였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표 2-2-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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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참석인원 주요내용

제1차
2002.

10.09

시민위원 : 9명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논의

- 서울시 교통체계개선계획 용역발주에 대채 청계천복원 연계 검토 필요성 

제기

제2차
2002.

10.16

시민위원 : 9명

시 관계자

- 교통분과위원회의 역할정립

- 청계천복원과 관련한 교통문제 대처방안 등 논의

제3차
2002.

11.06

시민위원 : 6명

시 관계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교통분야 추진조직 및 주요업무 보고

- 무교로 시점부 검토내용 및 청계고가 세종호텔 앞 교차로 정리방안 보고

- 도로통제를 통한 모의실험 필요성 등 제기

제4차
2002.

11.15

시민위원 : 6명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공사와 관련하여 통과차량 처리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 교통 

정비 필요성 논의

- 청계천 일방통행 추진 관련 검토

제5차
2002.

12.18

시민위원 : 11명

시 관계자
- 도심교통체계 개편 및 공사장 교통처리계획 등  보고

제6차
2003.

01.17

시민위원

시 관계자

- 위원장 선출

- 청계천복원과 관련한 교통대책의 조속한 마련 및 대시민 홍보방안 강구 등

제7차
2003.

02.05

시민위원 : 10명

시 관계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중 교통부문 심의

- 청계천복원 대비 종합교통대책 논의

제8차
2003.

08.18

시민위원 : 4명

시 관계자

- 청계천로 교차로(교량) 운영계획 검토

- 청계천 둔치 보행자 접근 방안

제9차
2004.

12.02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공사관계자

- 청계천복원 후 교통체계와 도시교통체계개편과 연계 검토 필요성 제기

- 천변 안전통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교량 횡단보도 설치 검토 등

제10차
2005.

06.17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공사관계자

- 청계천복원 교통관련 모니터링 연구용역 등 검토

표 2-2-39. 교통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8)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총 8회의 회의를 통해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운영방안 설명 및 논의, 청계천복

원에 따른 도심부 활성화 구상 토의, 도심부를 비롯한 청계천 주변지역 개발방안 논의, 숭인동 지

구단위계획 보고 및 토론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표 2-2-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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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참석인원 주요내용

제1차
2002.

10.02

시민위원 : 10명

시 관계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청계천복원사업 주요업무계획 및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재활성화방

안연구에 대한 보고

-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운영방안 설명 및 논의

제2차
2002.

12.18

시민위원 : 11명

시 관계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활성화 구상 관련 토의

ㆍ 도심부에 잔존하고 있는 역사성 있는 도심 가로구조를 살리되 전체적인 근

대적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제3차
2003.

01.21

시민위원 : 12명

시 관계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도심산업부문 활성화 기본구상(안) 관련 토의

- 간사위원 선출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계관 협의회구성 등 

검토

제4차
2003.

02.12

시민위원 : 13명

시 관계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중 도시계획부분 조건부 심의

- 청계천복원기본계획(기술부문) 보고 등

제5차
2003.

08.27

시민위원 : 12명

시 관계자
- 하천단면 및 청계천 둔치 조성여부 등 검토

제6차
2004.

05.12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 도심부를 비롯한 청계천주변지역개발계획 방안 논의

- 세운상가 주변지역의 재개발계획 등 검토

제7차
2004.

11.25

시민위원 : 6명

시 관계자

- 청계천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보고

- 동남권 유통 및 청계천 상인이주 단지 조성 계획(안) 보고 및 상권 활성

화방안 논의

제8차
2005.

06.22

시민위원 : 6명

시 관계자
- 숭인동 지구단위계획보고 및 토론

표 2-2-40. 도시계획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9) 시민의견분과위원회

시민의견분과는 총 15회의 회의를 통해 시민분과위원회 역할 및 기능정립 방안 검토, 시민 공청회

와 여론조사 실시방법 논의, 청계천복원사업 홍보방안 토론, 청계천 지역주민 상인협의회 구성 

운영방안 심의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표 2-2-4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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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참석인원 주요내용

제1차
2002.

10.04

시민위원 : 10명

시 관계자

- 시민분과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및 기능정립 방안에 대하여 검토

- 위원들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대안제시 등

제2차
2002.

10.24

시민위원 : 5명

시 관계자

특별초정인사

- 시민의견분과위원회 위상문제

- 시민의견 수렴 방법 등 토의

제3차
2002.

11.09

시민위원 : 13명

시 관계자

- 위원회 회의 정례화 방안 검토

- 위원회가 주체가 된 공청회, 여론조사 실시 운영대안 논의 등

제4차
2002.

11.23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사업 홍보대안 제시

- 청계천복원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운영 방안 검토 등

제5차
2002.

12.07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의견청취자 : 1명

- 이해관계인(동대문 포럼 운영위원장)의 의견청취

- 시민분과위원회 사업계획서 및 청계천지역주민 상인협의회의 구성ㆍ운영방안 

심의 및 토의 등

제6차
2002.

12.21

시민위원 : 10명

시 관계자

의견청취자 : 2명

- 이해관계인(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청취

- 공청회 개최방향,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등 토의

- 청계천일대 현장 확인 등

제7차
2003.

01.11

시민위원 : 10명

시 관계자

의견청취자 : 2명

- 이해관계인(동대문관광특구 자율추진협의회 회장 외 1명)의 의견청취

-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 개최방안, 여론조사 실시방법, 공청회 개최 방법 등 

토의 및 의결

제8차
2003.

01.21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기자

- 청계천 주민, 상인 의견 청취 등

제9차
2003.

01.25

시민위원

시 관계자

청계천 상인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와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의 간담회

- 청계천복원의 공사시기, 상인 영업 손실 

- 주민상인대책위원회 재구성에 관한 사항 토의

제10차
2003.

02.10

시민위원 : 8명

시 관계자

- 기본계획 중 기술부분 설명

- 공청회 자료 중 소관분야 사전검토

- 현장의견수렴 결과 및 향후대책 발표 등

제11차
2003.

03.20

시민위원 : 6명

시 관계자

- 상인 동향 및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와의 협의회 운영사항 보고

-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부분에 대한 자료 확보 필요성 제기

- 공청회 개최와 관련 방향, 참여 범위 등 논의

제12차
2003.

05.17

시민위원 : 7명

시 관계자

- 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관련사항 토의

ㆍ 개최형태, 토의내용, 간담회 개최결과 처리 등

제13차
2003.

05.31

시민위원 : 14명

시 관계자

시민단체

- 시민위원회의 활동상황 설명 

-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제기(사업불가피성, 복원연기 등)

제14차
2004.

12.23

시민위원 : 6명

시 관계자

-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등 운영방향 설정 제기

- 청계천 안전통로 및 하천단면 등 관련사항 검토 등

제15차
2005.

07.01

시민위원 : 6명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도시구조, 행태변화 모니터링 보고

-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방안 논의

표 2-2-41. 시민의견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10) 기타간담회

시민위원회는 시장과 직접면담을 통해 청계천복원 마스터플랜 등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성 강조하고 청

계천 상인대표 등 직접 찾아나서 이해 및 설득과정을 통해 상인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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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장소 참석 주요내용

시민위원과 

시장

2002.

11.15
시장접견실

시민위원 : 7명

시장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민위원 의견청취 

ㆍ 청계천복원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ㆍ 청계천복원 마스터플랜  등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ㆍ 청계천 교량건설 기부금 모금 강구  

2003.

2. 4
시장접견실

시민위원 : 7명

시장

시 관계자

-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민위원 의견청취 

ㆍ 공사과정상 영업 손실, 교통소통, 대체부지 등에 대한 대

책 부재

ㆍ 시민위원회 상인과 서울시간의 중재역할 강조

시민위원과 

상인대표

2003.

1.25
한성관

시민위원 : 13명

상인대표 : 20명

- 청계천복원에 대한 상인입장 의견제기 및 토론  

ㆍ 청계천복원시기 재검토, 시민공청회 개최 등

시민위원과 

시민단체

2003.

4.10
프레스센터

시민위원 : 8명

상인대표 : 9명

-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제기 및 토론  

ㆍ 청계천 교통문제 해소대책 

ㆍ 상인 이주 및 보상대책 등

2003.

5.31
제일가든

시민위원 : 14명

상인대표 : 9명

-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제기 및 토론  

ㆍ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시기 재검토 

ㆍ 미군공병대 부지 내 전태일 기념 공원 조성 등 

표 2-2-42. 기타간담회 회의 결과

3.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활동평가

2002년 9월 18일 제1기 시민위원회 출범 당시 청계천 주변상인 들과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교통 혼잡, 상

인생계, 막대한 복원비용을 이유로 복원사업에 대한 반대ㆍ반발이 있었으나, 시민위원회는 청계천복원 기

본계획 등 일련의 공정과정에 대해 시민입장에서 검토와 자문은 물론 설명회, 공청회 및 시민ㆍ상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여론수렴 기회를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냄

으로써 2003년 7월 1일 역사적인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을 가능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0월 20일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시민위원회는 제1기 시민위원회에서 그 간 쌓아온 성과를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 청

계천복원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고 분과위원회별 회의, 조사 연구, 자

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 청계천복원사업에 발전적으로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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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1. 조직 및 구성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한시조직으로서 산, 관, 학, 연과 연계하여 청계천복원사

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기초자료 및 기본구상을 제공하는 관련 연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족되

었다.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은 2002년 7월 4일 발족하여 2006년 2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시

민위원회, 참여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청계천복원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수립함에 있

어 보다 치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된 연구지원 조직이다. 

<그림 2-2-21>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구성 체계 

연구진은 청계천복원지원 단장을 중심으로 총괄지원, 교통, 도시개발 및 설계, 환경, 사회문화, 경제 및 

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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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조직도 

지원연구단의 운영체계는 5개 핵심연구부문에 대한 전문연구팀을 구성하여 각 핵심연구팀이 해당 연구 분

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단, 연구원 내에서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전문기관을 선정, 부분위탁연구를 수행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었다.

2. 주요 과업내용

1) 청계천 관련 연구 진행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은 교통, 토지이용, 계획, 환경, 문화 등 다방면의 연구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활

용하여 2002년 9월 청계천복원종합계획에 따른 도심관리계획수립연구를 시작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의 공공

갈등관리 전략, 청계천복원기념 국제학술회의, 청계천복원 사업의 모니터링 연구,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등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은 교

통부문, 타당성부문, 환경부문, 대기환경부문, 역사ㆍ문화부문, 사회영향부문, 도시계획 및 설계부문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박사들과 연구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

에는 청계천복원지원연구진이 모여 청계천복원과 관련된 언론보도 동향, 관계관 회의에서의 논의된 사항, 

각 팀별 추진실적 및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지속적인 토론과 의견조율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를 위해 서울의 도심과 청계천 주변의 22개 블록 등 현장을 돌며 상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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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에서 진행하였던 연구과제별 개요는 <표 2-2-43>과 같다.

과제기간 과제명

2002.09.01~2003.06.30 청계천복원종합계획에 따른 도심관리계획수립연구

2003.01.30~2004.07.29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03.06.10~2004.01.08 청계천에 얽힌 전통 민속놀이 재현을 위한 학술용역

2003.10.09~2004.05.08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용역(2003년)

2004.02.01~2004.12.31 공공부문의 갈등관리전략 : 청계천복원사업

2004.02.09~2005.02.08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용역(2004년)

2004.02.12~2004.09.10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연구(도심부 발전계획)

2004.02.27~2004.12.26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발간 용역

2004.10.30~2005.12.31 2005 청계천복원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협약

2005.02.07~2006.02.15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2005년)

2005.03.08~2006.03.07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 및 평가

2005.08.25~2005.11.24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지불 용의액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

표 2-2-43.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의 연구 과제

청계천복원종합계획에 따른 도심관리계획수립연구

∙ 연구기간 : 2002.09.01~2003.06.30

∙ 연구목적 : 청계천복원추진을 계기로 수립된 도심부 및 청계천 일대에 대한 관리 기본구상안을 계속 

발전시켜 도심부의 장기발전 및 청계천 주변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함

∙ 주요내용

  - 도심부 발전계획수립 : 도심부 변화전망 및 발전전략 수립,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 청계천 주변지

역 정비계획수립, 주요 전략지역 개발추진 구상, 청계천 연변 건축유도지침 제시

  - 집행계획수립 : 관련계획의 보완 및 조정지침, 실현수단의 개발, 재정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

  - 도심산업부문 : 청계천 주변지역 도심산업 실태조사 및 평가, 청계천 주변 도심산업의 이전 및 재

배치 구상, 서울시 도심산업 재활성화 전략 마련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03.01.30~2004.07.29

∙ 연구목적 : 청계천 본래의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 공간 조성

∙ 주요내용 :

  - 하천복원 및 조경계획수립

  - 수자원확보 및 하수처리계획(공동구설치검토포함)

  - 교통계획 및 교량건설계획 수립

  - 역사문화복원계획 수립

  - 복원공간주변 공간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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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원에 따른 사회적 갈등관리 방안

  - 복원의 기대효과 분석

청계천에 얽힌 전통 민속놀이 재현을 위한 학술용역

∙ 연구기간 : 2003.06.10~2004.01.08

∙ 연구목적 : 청계천복원과 동시에 청계천 일대의 민속축제이자 서울의 대표 민속축제로 활용

∙ 주요내용

  - 민속놀이 이론 정립

  - 민속놀이 조사(전국 주요 민속놀이ㆍ축제, 청계천 민속놀이)

  - 청계천 민속축제의 타당성 진단 및 검증, 청계천민속축제 개발방향 정립

  - 재현 가능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

  - 청계천 민속축제 활용방안 및 정책제언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용역(2003년)

∙ 연구기간 : 2003.10.09~2004.05.08

∙ 연구목적 : 기본계획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지속적 대 시민설득, 복원기본계획상의 문제점 

보완 및 공사 중 불편 최소화, 공사기간 중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및 역사문화 보전, 대형사업의 

전 과정의 DB를 통한 향후 시정 활용

∙ 주요내용

  - 도시계획 : 토지동향분석, 건축동향분석, 지가변화조사, 인구변동조사, 보행량변화조사, 용도

변화조사

  - 도심산업 : 설문조사를 통한 청계천복원사업의 영향, 정책적 요소 분석

  - 교통 : 총량지표분석, 세부지표분석

  - 대기환경ㆍ열화상 : 대기환경 및 VOCs 농도변화 모니터링, 청계천복원공사 전ㆍ후 열화상 변

화 비교분석, 청계천복원공사 전ㆍ후 시민의식변화 비교분석

  - 사회영향 : 시민사회단체 동향 연구,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시민사회단체 현황,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온라인 공동체 현황

  - 언론동향 : 빈도분석, 우호도 분석

  - 역사문화 : 청계천 역사유적복원 진행사항 및 시민의견조사

공공부문의 갈등관리전략 : 청계천복원사업

∙ 연구기간 : 2004.02.01~2004.12.31

∙ 연구목적 : 청계천복원사업이 착공하기 까지 성공적인 갈등관리 사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우

리나라에 만연된 심각한 사회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국사회가 발전하는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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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갈등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 모색

∙ 주요내용

  -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과정

  - 청계천복원사업의 공공갈등관리 전략 : 사회적 명분과 정당성, 협상, 리더십

  -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과 : 도시 관리 패러다임의 대변혁, 상생의 국민문화, 신한류의 탄생

  - 공공갈등관리 성공전략을 위한 프로세스 도출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용역(2003년)

∙ 연구기간 : 2004.02.09~2005.02.08

∙ 연구목적 : 기본계획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지속적 대시민 설득, 복원기본계획상의 문제점 보

완 및 공사중 불편 최소화, 공사기간 중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및 역사문화 보전, 대형사업의 전과

정의 DB를 통한 향후 시정 활용

∙ 주요내용

  - 도시계획 : 토지동향분석, 건축동향분석, 지가변화조사, 보행량 조사, 용도변화조사

  - 도심산업 : 청계천 일대 사업체 변동

  - 교통 : 총량지표분석, 세부지표분석, 교통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통상화 분석 및 교통운영 최적화 

방안 도출

  - 대기환경ㆍ열화상 : 대기환경 및 VOCs 농도변화 모니터링, 청계천복원공사 전ㆍ후 열화상 변화 비

교분석, 청계천복원공사 전ㆍ후 시민의식변화 비교분석

  - 언론동향 : 빈도분석, 우호도 분석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연구(도심부 발전계획)

∙ 연구기간 : 2004.02.12~2004.09.10

∙ 연구목적 : 청계천복원에 따라 주변지역 및 도심부 전체에 대한 장기 비전 및 개발원칙을 마련하고 

향후 일관되고 지속적인 시책 추진을 위함

∙ 주요내용

  - 도심부 관리 정책지침 : 도심부 개발의 세심한 관리, 사대문안 역사문화성의 회복, 공동화 없는 

도심커뮤니티의 육성, 도심교통체계개편 및 보행환경 개선

  - 청계천 주변의 계획적 관리 : 주변지역 관리구상, 주변지역 블록별 관리지침, 연변건축물 관리지침

  - 집행계획 : 도심특별관리지구 지정, 관련법령 및 관련계획 보완, 단계별 추진계획 및 후속계획의 

수립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발간 용역

∙ 연구기간 : 2004.02.27~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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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청계천복원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 ,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도심구조를 바꾸는 대형사

업으로서 노하우 전달,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대책으로서의 기본계획서 

∙ 주요내용

  -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 활동 등 사업태동기에서 시민위원회 운영 등 의견수렴과정

  - 주변교통대책 및 상인문제, 추진주체간의 갈등 조정과정

  - 기획, 착공, 시공, 완공에 이르는 전 추진과정

  - 성과 및 향후과제 도출

2005 청계천복원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협약

∙ 과제기간 : 2004.10.30~2005.12.31

∙ 개최목적 : 청계천복원사업의 완공을 축하하고, 청계천복원사업의 의미와 경험을 세계도시시장들과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마련, 세계도시시장들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과 도시의 재

생의 실제 이론과 정책, 사례를 공유

∙ 행사내용

  - 세계도시시장 원탁회의(참가도시별 시장연설, 서울선언 채택)

  - 전문가회의

     · 특별세션  : 청계천복원사업 브리핑 및 OECD 리뷰 세션

     · 워킹세션1 : 도심 수변공간의 복원

     · 워킹세션2 : 도시계획과 디자인

     · 워킹세션3 : 신도시행정 패러다임의 구현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2005년)

∙ 연구기간 : 2005.02.07~2006.02.15

∙ 연구목적 : 복원공사에 따른 도심활동ㆍ교통ㆍ환경 및 기후 등 도시의 구조와 형태의 변화가 예상되

므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요구됨. 이러한 변화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생민원의 효율

적인 대처 등 관련 정책에 적기 반영함과 동시에 사업관련 자료를 D/B화하여 복원사업의 효과를 더

욱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계획 : 건축동향분석, 토지거래동향, 인구변동

  - 도심산업 : 업종변화, 소유권변경

  - 교통 : 교통공급 및 수요변화

  - 대기환경 : 풍향 등 변화, 도시기온(열섬화)변화, 대기환경(CO, SO2. NO2. O3.미세먼지)

  - 언론동향 : 빈도분석, 우호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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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사업 백서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 및 평가

∙ 연구기간 : 2005.03.08~2006.03.07

∙ 연구목적 : 청계천복원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 ,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도심구조를 바꾸는 대형사

업으로서 노하우 전달,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대책으로서의 기본계획서 

∙ 주요내용

  - 청계천복원의 명분과 당위성

  -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

  - 청계천살리기연구회 활동 등 사업태동의 움직임에서 추진본부, 연구단, 시민위원회 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까지의 조직체계

  - 주변교통대책 및 상인문제, 추진주체간의 갈등 조정과정

  - 기획, 착공, 시공, 완공에 이르는 전 추진과정

  - 사업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시민의 평가와 완공 후 유지관리 방안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지불용의액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8.25~2005.11.24

∙ 연구목적 :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지불용의액이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검증

∙ 주요내용

  - 환경가치추정을 위한 방법 고찰 :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 vs. 선택모형

(Choice Modelling) 

  - 선택모형의 이론, 연구방법, 그리고 통계적 추정기법

  - 선택모형에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지불용의액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

  -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지불용의액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정책적 시사점 

2) 전문가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연구원에서는 수시로 전문가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족한 부문의 자문을 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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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발표자 주제 주요내용

2002년 

8월28일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대교수

 및 환경공해연구소장)

대기오염과

인체 위해성

- 건강리포트 작성 시 대기 중 분진과 오존의 위해성과 급성사망, 만

성사망과의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고, 유럽연합의 Extend Project

를 활용하여 청계천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사용할 구체적 수치 계

산 예정

김명렬

((주)건설관리기술 

부사장)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공정관리계획

-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공사일정 및 소요기간 산정

①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 설치 ⇒ 고가 및 중앙 복개구조물 철거 ⇒

신설 차집관로의 설치 ⇒ 기존 차집관로 철거 및 좌우 복개구조물 

철거 ⇒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의 시공순서 적용

② 전체구간을 3공구로 분할하여 공구마다 양측에서 작업 공정 

시작

③ 한 개 공구에 대한 총 공사 기간은 31개월로 추정(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철거공법 설계 포함일정)

2002년

10월1일

신영철

(대진대학교 교수)

환경요소의 

경제적가치

측정

-가치측정을 위한 접근방법과 내제한 제약의 극복방안 제시

2002년 

10월15일

김기호(서울대 교수),

김진애(서울포럼 대표), 

손세관(중앙대 교수), 

온영태(경희대 교수), 

전진영(명지대 교수), 

최종현(한양대 교수)

도시

설계

분야

- 청계천복원이 주변지역 또는 도심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경제활성화 측면(국

제금융중심 개발 등)보다는 역사문화복원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가 

많음. 특히, 도심부 특유의 장소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

해 해답을 찾아보라는 요구가 강함

-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및 도심부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과도한 재개발 계획이나 인위적 기능이전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말고 

민간의 점진적, 자생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을 권하고 

있음

이우종(경원대 교수), 

이학동(강원대 교수), 

임창호(서울대 교수), 

최막중(한양대 교수), 

허재완(중앙대 교수)

도시

계획

분야

- 청계천복원사업과 함께 주변지역의 변화에 대해서도 국가 경쟁력 강

화 및 강북(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서울시가 계획 기능을 활용하여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 기존 도심산업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기능 이전 보다는 

업종별(환경오염산업, 경쟁력 없는 업종 등) 선택적 이전이 필요하

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이를 위해서는 기존산업 실태에 대한 상세

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전부지 제공 등 공공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 기존 국제기능의 특화 및 강화가 필요하고, 패션산업, 귀금속 가공

업, 인쇄업, 정보통신산업 등 일부기능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착 지

원 및 경쟁력 강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

하고, 이를 위해 복원을 구간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는 의견도 제기됨

김갑성(연세대 교수), 

남기범(시립대 교수), 

최재헌(건국대 교수)

도시

지리

분야

- 청계천복원사업 자체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르나, 향후 국가생존전

략 및 서울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도심기능 특히 국제기능의 강

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를 위해 외국인 주거기능의 확대 

필요성을 대다수 참석자들이 제기함. 

- 도심산업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능의 복합된 산업 클러스

터라는 점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주민참여와 공공의 지원을 통해 추

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표 2-2-44. 주요 전문가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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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발표자 주제 주요내용

2002년

11월21일

Eugene B. 

McGregor, 

Jr.(인디애나 

행정학과 교수)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갈등관리

- 갈등관리전략을 정치, 경제, 인지, 전략적 접근법으로 분류하여 살펴봄

- 1950년대의 뉴욕의 링컨센터와 Cross-Bronx Expressway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Robert Moses의 역할이 핵심적임. 

그러나 경제적 보상과 인간적 설득 전략을 적절히 구사할 때 더욱 효과적

일 수 있었음. 즉,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다른 접근법(현금동원능력, 사

퇴서 제출, 경제적보상 등)을 사용하여 설득작업 폄.

주요 전문가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현황 <계속>

3) 홍보활동

(1) 대외학술 홍보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은 다양한 연구진행과 함께 청계천복원사업을 올바르게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학술

연구결과에 기초한 대외학술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착공 전에는 주로 청계천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의 기본방향, 핵심논점 등에 관한 홍보활동이 많았고 착공이후에는 청계천복

원사업에서 나타난 갈등관리와 리더십에 대한 홍보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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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장소

2002.08.21 청계천복원 제1회 세미나 주제발표 원주토지문화관

2002.09.04 청계천복원의 기본방향 국가정보원

2002.09.16 청계천복원의 핵심 논점 안민포럼회의실

2002.09.25 청계천복원의 핵심논점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2002.10.09, 청계천복원 제2차 세미나 주제발표, 아카데미하우스 

2002.10.14 청계천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2.10.15 청계천복원의 핵심논점 및 외국사례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2.10.25 청계천복원세미나 원주토지문화관

2002.11.25 청계천복원 국제심포지엄 프레스센타 19층 국제회의실

2002.12.05 건주회 공개토론회 토론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2002.12.13 단국대 도시대학원 창립2주년 기념세미나 주제발표, 단국대 국제회의실

2003.03.07 청계천복원 3개학회(교통/국토/환경평가) 공동세미나 삼성화재3층 회의실

2003.05.09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특강 

- 청계천복원과 21세기 서울시 교통정책
성동구청 대회의실

2003.05.21 경실련주최 -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대책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 

2003.07.21 가나난포럼 - 청계천복원기본계획 -

2003.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 대회 

-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발전계획
-

2003.12.04 UNEP 공개토론 : 친환경교통체계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세종문화회관

2004.06.09 청계천역사유적복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회의실

2004.06.22 청계천갈등관리와 리더십 강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

2004.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와 리더십 고려대학교

2005.09.21 청계천 갈등해결 추진 사례 교육인적자원부 갈등관리 교육 과정

2005.11.01
서울환경연합 하천위원회 발족식 기념 청계천 토론회 주제발표 - 

도심재생과 청계천복원
-

2005.11.03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위한 바람길 도입 한ㆍ독 국제심포지엄 주제

발표 - 도심재생을 위한 청계천복원사업의 환경ㆍ생태적 특성 변

화분석

계명대학교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5.11.18 도심재생과 청계천복원 원광대학교 연구원 방문시

2005 생활 속 과학 : 청계천 경희대학교 학보 기고(1340호)

표 2-2-45. 대외학술홍보

(2)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은 청계천복원사업의 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하거나 TV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착공 전에는 주로 도시개발과 교통에 관한 인터

뷰들이 많았으며 착공이후에는 주변개발, 환경, 리더십, 갈등 등에 관련된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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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방송매체 내용

2002.10.09 TBS 청계천복원 특집

2002.11 KBS 청계천복원 전문가 인터뷰

2003.01.10 한겨례 청계천주변지역개발

2003.03.03 한국경제신문 청계천개발효과

2003.03.14 TBS 청계천 특집,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인터뷰

2003.03.18 TBS 청계천복원 교통대책

2003.05.14 동아일보 청계천복원교통문제

2003.05.22 중앙일보 청계천복원 착공시점

2003.05.22 경향신문 청계천복원 착공시점

2003.05.23 TBS 청계천복원 교통대책

2003.05.23 한겨레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열섬효과 완화

2003.06.11 KTV 청계천복원 쟁점,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인터뷰

2003.06.17 KTV 청계천복원 7월 착공 찬반토론

2003.06.20 중앙일보 청계천복원 후 주변개발

2003.07.04 YTN  청계천복원의 기대효과,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인터뷰

2003.07.09 TBS 청계천복원공사 교통상황분석

2003.07.10 MBC 청계천복원공사특집,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인터뷰

2004.01.19 문화일보 고가철거,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인터뷰

2004.03.23 KTV 청계천문화재복원토론회

2004.05.07 SBS 청계천복원사업 특집 생방송

2005.04.15 KTV 청계천복원과 미기후 변화영향,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인터뷰

2005.06.01 경향신문 청계천복원후 도심온도 0.8도 내려간다.

2005.08.12 동아일보 청계천, 도시열섬 저감 냉각수

2005.08.12 SBS 도시열섬을 완화하는 청계천복원

2005.08.12 MBC 주변온도보다 낮은 청계천,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인터뷰

2005.08.16 교통방송 창계천, 종로보다 최대 3도 낮아,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인터뷰

2005.08.24 조선일보 시민품에 돌아온 자연 : 청계천

2005.08.24 동아일보 95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광통교

2005.08.26 서울신문 청계천이 다시 흐른다

2005.08.29 조선일보 바람의 계곡 청계천은 ‘도심의 에어컨’

2005.09.02 KBS 부산
시사다큐 현장기록21 : 청계천복원효과,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인터뷰

2005.09.26 교통방송 청계천 1000일간의 기록

2005.09.29 매일경제 물소리 따라 청계천 주변 경제도 ‘으랏차차’

2005.09.29 조선일보 바람의 계곡 청계천은 '도심의 에어컨'

2005.09.29 중앙일보 환경·상권 모두 살린 '부활의 물줄기'

2005.09.29 SBS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 환경 생태 변화,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인터뷰

2005.09.30 경향신문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의 역할 및 향후과제

2005.09.30 교통방송
청계천복원기념, 현장 특별 생방송 : 청계천복원과 도심재생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인터뷰

2005.10.06 KBS
KBS 쏙쏙 어린이 경제나라 : 청계천복원효과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인터뷰

표 2-2-46.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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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방송매체 내용

2005.10.30 동아일보 청계천 개통 한달 : 도심 풍경이 달라진다

2005.10 과학동아 도시의 맥박이 다시 뛴다. 청계천

2005.11.03 세계일보 청계천복원은 ‘끝’이 아닌 ‘시작’

2005.11.20 한국경제 아파트단지에 시원한 ‘바람길 열린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계속>

(3) 해외관련 홍보활동

청계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언론매체, 학회, 단체 등에서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을 찾아오거나 

청계천 사례를 발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연구단에서는 청계천 기본계획, 리더십, 모니터링 결과 

등 다양한 주제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일시 내용 비고

2003.07.08 청계천복원사업,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인터뷰 Reuter 통신

2003.07.14 청계천복원의 주요이슈 프랑스대사관

2003.09.23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오사카시 대표단

2003.10.31 청계천복원과 리더십 일본변호사회 국제지부 대표단

2004.05.19 청계천복원과 리더십 미국 USC 도시계획과 교수 및 대학원생 방문

2004.06 청계천복원과 교통 일본교통경제학회 오사카지부

2004.07 청계천복원과 리더십 일본교통권학회 전국대회(일본오사카)

2004.09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아시아지속가능워크숍 - 일본동경대 주최

2004.11.13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미국 Santa Monica 시의회

2004.11 청계천복원과 리더십
일본 관서지역 지구환경포럼(GEF) 한.일 지속가능 

개발국제회의

2004.12.1 청계천교통모니터링결과
동경대/칭화대.북경대/서울대.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

속가능국제회의

2004.12.21 청계천기본계획 및 교통모니터링 결과 브리핑 일본 오사카대학 방문단

2004.12.27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브리핑 일본 오사카시 시민네트워크

2005.01.24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 열섬저감효과 일본하천복원정비재단(일본나고야체신회관)

표 2-2-47. 해외관련 홍보활동 

3.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의 활동평가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은 2002년 7월 4일 조직되어 2006년 2월 28일까지 청계천복원에 대한 연구 활동을 

전담한 시정개발연구원의 전략팀(Task Force Team)이었다.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은 청계천복원 핵심브레

인으로서 기본계획을 짜고 사업시행 이후 변화와 효과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복

원완성을 기념하는 서울세계시장포럼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청계천복원사업을 국내외로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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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청계천복원사업의 홍보와  
갈등관리

청계천복원 계획이 발표되자 이들은 한목소리로 반 했다. 공사로 인한 혼잡과 교통량 감소로 상

권이 죽을 것이란 주장이었다. 상가 권리금을 모두 합하면 수십조원이니 이를 보상하고 공사하라

는 요구도 나왔다. 차량시위·삭발·집회가 이어졌다. “몇 명만 가스통을 지고 청계고가에서 뛰어

내리면 공사는 물 건너가겠지”라며 서울시를 위협하기도 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상인 책팀’ 공무원 5명은 욕설과 멱살잡이를 당하면서도 매일 상인들을 

찾아가 설득했다고 한다. 이들이 상인들을 만난 횟수는 4200여회라고 백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

명박(李明博) 시장 취임 이후 3년2개월 동안이니, 하루 4회꼴이다.

이들은 상인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하

지만 물러설 수 없는 원칙 두 가지도 제시했다. “계획을 연기할 수 없고, 업손실에 한 현금 

보상은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의 원칙 준수는 상인들을 화나게 했지만, 결국엔 상인 설득에 긍

정적으로 작용했다. 

………………………………………………

그렇게 해서 2003년 7월 공사는 시작될 수 있었다. 그후부터 지금까지, 상인 표 10명은 매달 

셋째주 금요일이면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간부들과 만나 책을 협의한다. 서울시가 송파구 문정동

에 짓고 있는 물류단지에 청계천 상인 6000명을 이주시키고, 상인들이 업종 전환을 하겠다면 각

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등의 책이 그 과정에서 나왔다. 이런 협의 덕인지 청계천 공사 중 

서울시와 상인 간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시의 이 같은 갈등관리 노하우는 중앙정부에서도 놀라워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5년 8월 31일 중에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청계천복원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의 체계적인 홍보와 효과적인 갈등

관리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홍보측면에서는 청계천이 복원되면 주변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우려하던 상인들에게 CG작업을 통해 정확한 미래상을 보여줬고 시민체험 마케팅을 통해 쾌적한 청계천을 맛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갈등관리 측면에서는 상인, 교통, 역사 등 갈등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상하

고 충분한 현황조사와 전략수립 등을 통해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3부에서는 청계천 추진 및 복원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의 홍보와 갈등관리를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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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청계천복원사업의 홍보

제1절 홍보 개요

지방자치시 에 들어와서 홍보는 쌍방향적이고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급속하게 바뀌기 시작했고 사

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참여자인 이해당사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박기순, 2000).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 속에 청계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청계천복원 홍보추진계획｣이 

만들어졌다. 서울시의 홍보 원칙은 바로 위에서 말한 ‘쌍방향적이고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론을 선도하기보다 스스로 만들어가게 하고, 만들어진 여론을 수렴하여 다시 방향을 만들어가

는 것, 집결된 여론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었다. 

홍보의 첫 단계는 청계천복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오감을 통해 느끼게 하는 

체험 마케팅 기법이 이용되었다. 청계천의 실상을 있는 그 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직접 청계천 지

하로 내려가서 걸어보게 하는 ‘청계천 현장 시민참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두 번째 단계는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었다. 슬로건 공모, 다리 이름짓기, 사진공모전, 청계

천 그리기 회, 도네이션 등을 열어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 노년층, 기업까지 청계천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주체로 참여하게끔 길을 열어주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집된 시민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홍보를 시민축제의 

마당으로 끌어올렸다. 통수식과 준공기념식은 물론 청계고가도로 시민걷기 회, 외국인 단축 마라톤 회 

등 하이 서울 페스티벌을 적극 활용했다. 이외에도 복원의 시급성과 타당성, 복원을 위해 현재 노력하는 

모습, 복원 후의 비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후에 문화관)을 건립하고,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시민 설득을 펼쳐나갔다. 또한 그물망 같은 홍보의 통로를 만드는 작업도 병행되었다. 국제 세미나와 시

민 공청회를 열어 청계천에 한 이론적 기반을 만들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복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인근 자치구와 연계하여 직원교육1)을 받은 직원들이 간담회, 반상회 같은 각종 주민모임을 통해 시

민에게 전달되게끔 했다. 청계천에 한 이러한 내용은 국내 홍보뿐 아니라 각종 영상매체, 출판물, 학술

회, 국제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해외에서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1)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청계천복원에 대해 내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적극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계천복원의 필요성
과 청계천 구조물 현황 및 안전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계천복원은 시 뿐만 아니라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등 인근 자치구의 협조가 필
요한 사업으로, 해당 자치구와 서울시 추진본부 사이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각 자치구
에서는 교육일정 및 장소를 확보하고 시 추진본부에서는 교육자료와 강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자치구와는 청계천복원 관련기
구의 설치를 협의하고,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기초조사, 주민의견수렴, 홍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시에는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구 공통으로 회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청계천복원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자치구의 교육일정에 따라 시에서 강사와 교육자료 등을 지원
하여 직원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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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홍보 전략의 수립

청계천복원사업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인 동시에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밝은 미래의 청사진이었다. 그러나 청계천 주변 상인들과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청계

천복원사업에 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고 일반시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

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도를 확보하

는 전략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그림 3-1-1>과 같이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방향, 추진전략

을 세워 실천하고 단계별 전략을 세워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림 3-1-1> 청계천복원사업 홍보계획 추진목표 

<그림 3-1-1>과 같은 추진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서울시는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홍보 추진, 시민위원

회 시민의견분과, 시 유관부서와 연계적이고 총체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복원사업의  시민 공감  형성

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다.

단계별 전략은 시기별로 청계천복원사업의 착공이전, 착공이후, 복원준공기념식 홍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의 착공 전 단계는 복원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가능성에 한 시민 지지를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책을 수립하였다. 다음 

단계는 착공이후의 시기로 복원이후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21세기 선진도시로서의 서울의 비전을 제

시하는 것이다. 청계천복원사업 준공단계는 청계천복원 기념식 행사인 ‘청계천 새물맞이’를 통한 홍보다. 

그러기 위해 관행적인 준공식 행사에서 탈피해 전통의식 위주의 행사로 진행함으로써 청계천복원의 완공

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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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청계천현장 시민참관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 

또한 타깃( 상)별 전략은 <표 3-1-1>과 같으며, 이러한 홍보 전략을 위해서 주로 캠페인, 공청회, 토론

회 및 심포지엄, 뉴스레터, 홈페이지 정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매체로는 매스미디어, 인

쇄, 온라인매체를 이용하였다.

타켓 전략

핵심 우호층 청계천살리기 연구회, 문화단체ㆍ환경단체 등 지지도 강화 및 여론선도 활용 전략

우호층
서울시 공무원, 관련기관 구성원, 협력단체, 환경ㆍ역사

ㆍ문화 관련 동호회 회원, 시민위원회 위원 등
사업의 강점을 부각, 설득시키는 전략

잠재층 미디어, 일반시민 및 학생 등
우호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언론관계 

및 설득전략

비우호층 청계천 일대 상인(연합), 교통관련 전문가 등 반대여론의 최소화 전략

표 3-1-1. 타깃(대상)별 전략 

1. 청계천복원 착공 이전 홍보

1) 시민참여 프로그램

(1) 청계천 현장 시민참관 프로그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복개된 청계천 지하현장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청계천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면

서 복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청계천 현장 시민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2년 

8월 13일부터 2003년 6월 24일까지 계속된 이 프로그램

에는 총90여 회에 걸쳐 6,662명이 참가하였다. 참관구간

은 광통교에서 청계3가까지의 지하구간(왕복 2km)이며, 

일반시민 참가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

였으며, 관련단체 및 전문가, 주변상인 표 등은 개별 신

청을 통해 참여토록 하였다. 시민참관 프로그램은 청계

천복원사업에 한 홍보자료를 사전 배포하고 지하현장

에서는 하천의 구조 및 실태, 내부의 비위생적 환경, 복

개구조물의 노후실태, 역사문화유적 등을 집중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참가한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분석하여 복원사업 추진에 반영하고자 참가자를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계천 현장 시민참관 프로그램은 청계천의 실상을 있는 그 로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청계천복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일례로 현장참관 전 61.9%였던 복원사업에 한 찬성의견은 83.2%로 21.3% 높아졌으며, 반  또는 

잘 모름 의견은 38.1%에서 16.8%로 무려 21.3%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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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참관시민(만20세 이상)중 1회~10회 참관자 834명

   • 조사방법 : 현장배포 식 면접조사

▮ 주요 조사결과 

   •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의견

구        분 참관 이전 참관 이후

찬        성 61.9% 83.2%

반        대 12.2% 13.1%

잘   모   름 25.9% 3.7%

    

   - 청계천복원사업 반대 이유

구    분 교통 혼잡 실익 없음 상인문제 다른 현안 복원비용 기    타

비    율 23.9% 23.9% 19.3% 16.5% 11.0 5.4%

   

  • 사업추진시 고려할 사항

구    분 교통대책 상인대책 시민공감대 복원비용 기    타

비    율 36.0% 30.0% 23.0% 7.3% 3.7%

   

  • 복원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의견

구    분 환경복원 역사성회복 안전문제 해소 강남북 균형발전 기    타

비    율 52.0% 25.8% 11.2% 8.8% 2.2%

   

  • 청계천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

구    분 매우 심각 대체로 심각 보     통 문제없음 기    타

비    율 39.8% 47.2% 9.1% 0.6% 3.3%

   

  • 청계천 안전문제에 대한 의견

구    분 매우 심각 대체로 심각 보      통 문제없음 기    타

비    율 25.1% 55.4% 10.1% 0.6% 8.8%

표 3-1-2. 청계천 참관시민 설문조사 결과(2002. 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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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공모전

① 청계천 교량 아이디어 현상공모

서울시는 복원될 청계천에 설치할 남ㆍ북 연결교량을 주변 도시개발 구상에 부합하고, 각각의 교량이 조

형성 및 예술성 등을 갖춘 지역적 상징물이 되도록 건설하고자 교량의 구상안을 공모하였다.

공모 개요

• 공모일시 : 2002년 11월 21일~2003년 1월 30일

• 주요내용

      - 행사목적 : 서울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 교량의 상징성, 조형성, 예술성 확보

      - 공모 상 교량 : 태평로 입구부터 신답철교까지 5.84km 구간(20곳)

      - 참여 상 : 국내외 개인(예술가등), 법인(건축사사무소등) 모두 가능

      - 작품접수 : 총 91팀 419작품(보도교 208, 차도교 211)

      - 응모현황 

         · 응모자 현황 : 총 91팀(개인 60, 단체 및 회사 31)

         · 국가별 응모현황 : 한국 83팀, 일본 6, 독일 1, 중국 1 

         · 교량별 응모현황

        교량당 최소 9개, 최  53작품

        보도교 집중 : 4개 교량 208작품 응모(전 응모작의 50%)

        전 교량 응모 : 5개사(한국교량디자인 연구소, 알디자인(주), (주)코아텍 Oriental Consultant 

Company(일본), Structual Design Group(일본))

      - 심사결과 : 57개 작품(최우수 4작품, 우수 13작품, 장려 40작품)

광장시장

 

나래길

 

풍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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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청계천주변

 개발 구상안 학생공모전 

② 청계천 주변 개발 구상안 학생공모전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공간, 청계천복원은 비단 전문가뿐만 아니

라 젊은이들의 관심 또한 한데 모으고 있었다. 그들이 펼치는 다

양하고 신선한 도심 미래 발전상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는 우

리나라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국내외 학(원)생들을 상으로 

미래의 청계천 주변지역의 도시발전 구상안을 공모하였다. 

학생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 2003년 2월 12일~6월 20일

• 상지역

      - 청계천을 중심으로 을지로와 종로까지를 폭으로 하고, 태평로 입구에서 청계7가까지의 상지역 

중 응모자가 임의 선택한 1개 지역

• 공모내용

      - 청계천복원과 연계한 전체 상지역에 한 미래의 도시계획(안) 구상

      - 응모자가 선택한 1개 블록에 한 구체적인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안) 

• 응모자격

      - 국내외 학(원)의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내 공동응모

 • 응모작품수 : 97개(총 31개 학, 242명 참가)

 학생공모전 시상내역

• 금 상(1점) : 홍익 학교 김정락, 정 영, 최우석 팀

• 은 상(2점) : 경원 학원 박현진, 권은진, 최선희/ 중앙  조장희, 심기흥, 김민경

• 동 상(5점) : 홍익 학교 임현성 외 2/ 경북 학원 김진희 외 2/ 경원 학원 한경호 외 2/경북

학원 이성영 외 2/ 중앙 학교 민주홍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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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청계천주변 개발 구상안 학생공모전 금상작품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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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계천, 그 삶의 풍경> 아마추어 사진공모전

서울시는 전국사진동호인 및 사진전공 학생들을 상으로 청계천을 소재로 한 사진작품을 공모하였다. 수

상작품은 본관후정 만남의 뜰과 청계천 홍보관에서 전시되었다.

사진공모전 개요

• 공모일시 : 2003년 3월 1일~3월 31일

• 주요내용

     - 출품수 : 1인 3점 이내

     - 작품규격 : 16″× 20″(40.6×50.8cm) 컬러 또는 흑백 사진

     - 참가자격 : 전국사진동호인 및 사진전공 학생

     - 작품접수 : 총 267점

     - 심사결과

시상내용 출품자 제목 비고

금상 하 광 태 청계천 고가도로 청계고가 전경

은상 나 일 건 희망을 이야기 합시다 청계천 6가

은상 이 복 녀 시장풍경 황학동 벼룩시장

동상 김 은 중 확인 세운상가 1층 거리

동상 김 동 일 황학시장 풍경 청계8가 황학시장

동상 김 용 모 벼룩시장 정경 청계8가 황학동

동상 고 진 성 물 없는 청계천 청계지하 광교부근

동상 임 성 순 청계천 만물시장 풍경 청계천 만물시장

입선 장원 외 14명 뒷골목  外 총 20 점

표 3-1-3. <청계천, 그 삶의 풍경> 아마추어 사진공모전 심사결과

     - 전시

        · 본관 후정 만남의 뜰 전시  : 2003년 4월 23일~4월 25일

        · 청계천홍보관 전시  : 2003년 4월 26일~5월 15일

④ 청계천복원사업 슬로건 공모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에 한 일반시민의 관심과 홍보효과를 높이고 복원사업의 각종 홍보물 등에 활

용하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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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개요

• 공모일시 : 2003년 4월 12일~4월 25일

• 주요내용

  - 응모현황 : 응모자 326명, 응모작 637편

  - 심사 : 2003년 4월 29일

  - 심사결과

시상내용 슬로건 내용

최우수작 - 청계천이 돌아옵니다

우수작

- Hi 서울, Green 청계천

- 사랑해요 청계천, 함께해요 푸른꿈

- 청계천이 흐른다, 서울이 숨쉰다

가작

- 푸른 청계천, 서울의 얼굴입니다.

- 청계천복원손길, 미래 서울 여는 손길

- 다시 사는 청계천, 함께 누릴 푸른 미래

- Hi 서울, My 청계천

- 청계천을 맑게, 서울을 푸르게

- 엄마, 청계천에 발 담그러 가요

- 청계천이 맑아지면, 서울이 환해집니다.

표 3-1-4. 청계천복원사업 슬로건 공모 심사결과 

⑤ 청계천 그리기 대회 - Green Green, 내가 그린 청계천

청계천복원사업에 한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울의 도시이미

지를 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초ㆍ중등학생을 상으로 청계천 그리기 회가 열렸다.

행사 개요

• 일시 : 2003년 6월 21일

• 주요내용

  - 장소 : 남산한옥마을

  - 참가 : 관내 초ㆍ중등학생 339명(초등부 187명, 중등부 152명)

  - 심사 상 : 총 268점(초등부 135, 중등부 133)중 52작품 선정

  - 우수작품은 청계천 홍보관에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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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벤트 홍보

① 청계고가도로 시민걷기대회

2003년 5월 하이 서울 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열린 시민걷기 회. 그동안 시민 발걸음이 닿지 않았던 

자동차 전용도로, 청계고가도로의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며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03년 5월 25일

• 주요내용

     - ‘하이 서울’ 페스티벌과 연계 실시

     · 주제 :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청계고가도로 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걸어 보는 것.

     - 장소(집결지) : 신답초등학교 

     - 참가 상 : 가족단위, 개인, 직장단위 등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 걷기코스 : 6.5㎞(신답초등학교 → 청계고가 → 광교 → 무교동길 → 시청 앞) 

<그림 3-1-6> 청계고가 시민걷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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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계고가도로 외국인 단축마라톤 대회

서울시에서는 외국인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은 마라톤을 통해 우정과 세계평화를 다지는 메시지를 전

달, 활기차고 개방적인 서울을 세계에 알리고자 ‘제1회 Hi seoul 외국인 단축 마라톤 회’를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 일시 : 2003년 5월 25일

• 주요내용

  - 주제 : We are Seoulites(우리는 서울사람입니다)

  - 장소 (집결지) : 광화문(광교)

  - 참가 상 : 국내 외국인과 가족, 외국인 관광객, 일반시민 등 5,000명 이상

  - 종목 (코스) 

   · 5km : 광화문(갑을빌딩 앞)→청계고가(프레아타운 50m전 : 반환점)→갑을빌딩 앞 

   · 10km : 광화문(갑을빌딩 앞)→청계고가(용머리어린이 공원 앞 50m전 : 반환점)→갑을빌딩 앞

  - 시상 : 종목별 남녀 각 6위까지 (입상 트로피, 상장, 부상), 단체상 등

<그림 3-1-7> 외국인 단축마라톤 대회

2) 청계천홍보관 건립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청계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

치하였다. 홍보관은 환경과 안전에 한 산 교육장이자 현장 민원처리 장소, 그리고 청계천복원사업을 널

리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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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비고

설계 2002. 09 ~ 2002. 10 설계자 : (주) 기오헌 건축

건축공사 2002. 10 ~ 2002. 12 시공자 : JR 종합건설(주)

전시물 제작ㆍ설치 2002. 11 ~ 2002. 12 김선아 스튜디오

표 3-1-5. 청계천홍보관 건립개요

구분 금액

설계 0.2억원

건축공사 4.2억원

전시물 제작 설치 3.3억원

표 3-1-6. 청계천홍보관 투입예산

청계천홍보관은 청계천복원사업에 한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구 장교동(청계2

가) 한화빌딩 앞에 120평 규모의 3층 건물로 건립되었다. 

1층은 보행자 통행공간으로 활용하고, 2~3층에는 청계천의 과거ㆍ현재ㆍ미래의 모습을 담은 3개의 전시

실과 주민 및 주변지역 상인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구성

【전시1실】- 2층

<청계천의 과거>

청계천의 과거, 특히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6ㆍ25전쟁 이후 등 

청계천이 복개되고 고가도로가 건설되기까지를 연대별로 보여주

는 공간

ㆍ조선시대 청계천 - 그래픽+모형

ㆍ20C 전반 청계천 - 그래픽+모형

ㆍ20C 후반 청계천 - 그래픽+모형

ㆍ<청계천의 과거> - 영상

【전시2실】- 3층

<청계천의 현재>

청계천의 현재모습과 2003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복원공사과정을 

알기 쉽게 미리 보여줌

ㆍ청계천 위성사진 - 그래픽

ㆍ현황/문제점 - 그래픽+모형+영상

ㆍ복원공사과정 - 그래픽+모형+영상

【전시3실】- 3층

<청계천의 미래>

시민들이 복원 후 맑은 물과 공기가 흐를 청계천의 모습을 쉽게 

떠올리며 복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유도

ㆍ청계천복원 프로젝트 - 그래픽

ㆍ청계천복원 미래 - 그래픽

ㆍ<청계천의 미래> - 모형+영상

ㆍ복원공정 - 그래픽+영상

ㆍ수표교 상징조형물 - 모형

표 3-1-7. 청계천홍보관 전시실의 구성 

청계천홍보관의 운영기간은 2002년 12월 26일 개관하여 복원공사 종료 때까지이며, 하절기(3월~10월)에는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및 신정, 설날, 추석연휴는 휴관)까지,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10

시~오후 5시까지 운영되었다. 홍보관 운영에 해서는 청계천복원 인터넷홈페이지에 따로 메뉴를 개설해 안

내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내ㆍ외국인들의 방문을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이루어졌다. 

충실한 자료와 안내체계로 국내외 관광명소화를 목표로 공사착공전인 2003년 7월까지는 복원계획 홍보 및 청

계천 현장 시민참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 진행 과정 조망 및 복원공사후

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청계천홍보관 방문인원은 1일 평균 300여 명으로 2005년 8월 

현재 방문객은 총 37여 만 명 정도이며, 이중 외국인 방문객은 총200여 회에 걸쳐 3,000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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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8> 청계천홍보관 전경                  <그림 3-1-9> 청계천홍보관 내부모습 

3) 서울역사박물관 내 청계천복원 홍보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서울역사 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ㆍ건축자료 전시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청계천복원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기능성 등에 한 홍보를 전개하였다. 홍보내용은 청계천의 과거, 현

재, 복원 후 미래를 형 배너(1.2×4m)로 설치하고 안내데스크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방식이다. 

구분 내용

위치 서울역사박물관 1층 제2ㆍ5기획전시실

규모 120평

전시내용

- 고급패널 : 도입부, 도시관리, 역사ㆍ문화, 친환경(한강ㆍ뚝섬ㆍ용산ㆍ상암)

- 모형 : 서울도심부(6×4m), 상암(4×4m) 및 용산ㆍ뚝섬(1×1m)

- 영상물 : 서울시의 연대별 변천사, 친환경 등(23편)

평균방문객 1,158명 / 1일

홍보일시 2002. 11. 5

표 3-1-8. 서울역사박물관 내 청계천복원 홍보계획

<그림 3-1-10> 서울역사박물관 내 청계천 홍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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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천 C. I. 개발사업

청계천복원사업의 내외적 이미지를 보다 수준 높게 표현ㆍ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디자인을 제정함과 동시

에 각종 시설물에 적용ㆍ활용함으로써 복원 후의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계천 C. I.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1) 개요 및 추진방향

청계천 C. I. 개발사업의 추진방법은 C. I. 개발용역사업으로 발주ㆍ계약ㆍ시행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2

월에 시작하여 9월까지 완료하였다. 청계천복원사업을 상징하는 이미지 제정과 청계천복원 후 수변 공간 시

설물에 한 디자인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하였고, 상징이미지 제정과 관련한 추진 과제로는 청계천복원사업에 

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립과 향후 주변 개발 사업에 한 전략적 이미지 통일을 구현하여 글로벌 마

켓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았다. 수변 공간 시설물 디자인매뉴얼 제작과 관련한 추진과제로는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벤치, 가로등, 편의시설))의 디자인과 수변 공간 주변 상가의 색상, 보행자시설, 간

판 등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사업에는 12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 단계별 추진방안

제1단계로는 심볼(로고) 및 슬로건 개발 등 기본 시스템을 완료하고 각종 홍보물류, 차량스티커, 공사안내

판 등을 개발하게 되는 응용시스템을 완료하며, 제2단계로 각종 안내표지판의 사인물류와 가로시설물류

(벤치, 휴지통, 가로등, 볼라드, 수목표찰 등)의 디자인을 완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3) 청계천 C. I. 개발사업 추진내역

2003년 2월 7일 C. I.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공고(경향신문, 인터넷)를 하고, 2월 18일에는 6개 

참여사의 제안서를 받아 2월 26일에 제안서를 심사하여 계약 상자로 (주)시디알어소시에이츠사와 (주)복

스엔콕스사를 선정하였다. 또한 3월 3에는 C. I. 개발사업 용역을 계약하고 개발에 착수하였다. 

제1단계로 심볼의 개발은 최초 5개 종류의 기본 디자인 시안을 마련하여 선택하고, 미리 구성된 자문위원

회의 자문의견을 받아 기본 시스템(basic system)의 최종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날짜 주요내용

2003. 02. 07 C.I.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경향신문, 인터넷)

2003. 02. 26 제안서 심사로 계약대상자 선정

2003. 03. 03

C.I. 개발사업 용역계약

- 계약자 : (주)시디알어소시에이츠(※계약금액 : 112,500천원)

- 계약자의 주요 실적 : 국립중앙박물관 C.I.개발, 국민체육진흥공단 C. I.개발, 현대자동차 C.I. 및 캐

릭터 개발 등

2003. 05. 30 제1단계 성과품 완성→ 로고 등 즉시 활용

2003. 09. 30 제2단계 성과품 완성→ 복원공사에 반영 시공

표 3-1-9. C.I.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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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마크 기본형 심벌마크 활용형

영문로고타입

영문로고타입

한글로고타입

한글영문로고타입

한글로고타입

그래픽 모티브 A

그래픽 모티브 B

<그림 3-1-11> 제1단계 : 심볼(로고)의 개발

제 2단계의 각종 안내표지판과 가로시설물류(안내판, 벤치, 가로등, 볼라드, 수목표찰 등)의 디자인에 

하여는 개발종류가 많았던 관계로, 각각의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개발자의 노고를 많이 필요로 

하였다. CI시설은 종합안내판 등의 안내시설 684점, 의자 등 편의시설 147점, 식재 플랜터 등의 기타시설 

30점이 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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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2> 종합안내판                           <그림 3-1-13> 방향표지판 

            <그림 3-1-14> 식물안내표찰                         <그림 3-1-15> 화강석 의자 

             <그림 3-1-16> 앉음의자                             <그림 3-1-17> 평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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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청계천복원 인터넷 홈페이지

5) 미디어 홍보

(1) 청계천복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2002년 9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여 복원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하고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각종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에는 사업추진현황, 필요성과 책, 청

계천 탐구, 시민위원회 소개 등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다양

한 정보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들이 올라와 있다.

(http://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seoul/main.htm)

(2)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홍보물은 시민들에게 복원사업에 한 내용을 알림으로써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

라서 서울시는 복원사업에 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청계천복원 착공 전

에 인쇄홍보물을 제작하였다.

인쇄홍보물은 청계천복원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

고자 제작하였으며 <표 3-1-10>과 같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분 내용

청계천복원의 의미 청계천의 역사 및 변천과정, 청계천의 현황

청계천복원의 필요성 역사문화, 환경, 안전, 경제측면의 필요성

청계천복원사업의 내용 역사문화유적복원, 자연환경복원, 도시관리 및 경제활성화

관 련 대 책 공사방법, 교통대책, 주변상인대책, 재원대책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절차 등

기 대 효 과 문화도시, 환경도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

표 3-1-10. 인쇄홍보물의 내용 

또한 제작된 홍보 인쇄물은 시‧구 공무원, 공무원교육원 교육생 등에 한 교육자료, 언론매체, 관련단체 

등에 홍보자료, 각종 회의, 행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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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인쇄홍보물 1 <그림 3-1-20> 인쇄홍보물 2 

<그림 3-1-21> 인쇄홍보물 3

<그림 3-1-22> 인쇄홍보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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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복원 착공 이후 홍보

1) 시민참여 프로그램

(1) 청계천 문화의 다리 성금 모금

서울을 사랑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청계천복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는 청계천 권역

을 도심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민모금운동을 펼쳤다.

새롭게 조성되는 청계천 다리에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각종 공연과 전시회도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정성

어린 성금은 다양한 문화 컨텐츠 사업에 쓰여져, 복원되는 청계천을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시민공간으로 조

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청계천 문화의 다리 성금운동｣에 SBS도 뜻을 모아, 2시간동안 특별생방송 ‘깨어나는 물길, 청계천’을 1, 

2부에 걸쳐 방영하였다.

SBS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계천복원과정, 복원 후 모습 등을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보여주었으

며, 청계천복원을 향한 시민들의 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① 추진배경

• 청계천복원이 도심 시민문화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 마련

• 시민문화 활성화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도모 필요

② 사업개요

• 사업명 : 청계천 문화의 다리 성금모금

• 모금기간 : 2004년 5월 7일~2005년 10월 31일(547일) 

• 참여방법

   - 개인, 가족, 소모임일 경우 1구좌당 5,000원을 지정 다리에 기부

   - 단체, 기업일 경우 1구좌당 500,000원을 지정 다리에 기부

• 참여 상

   - 서울을 사랑하는 내ㆍ외국인 누구나,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

• 기부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울문화재단 계좌로 온라인 계좌이체

   - 안내센터를 통한 계좌입금

※ 우리은행 : 602-029287-13-005  국민은행 : 004401-04-004232

   하나은행 : 190-910002-22104   신한은행 : 278-05-015018

   농    협 : 386-01-0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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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추진 내역

• 업무분장

   - 홍보기획관 : 모금 취지 및 참여 홍보ㆍ광고 지원

   - 서울문화재단 : 모금 상담 및 접수창구 설치(인터넷 및 계좌접수)

• 모금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내역 

   - 거북이 마라톤 회 공동참여를 통한 성금모금

      · 기간 : 2005년 1월~9월(330회~338회)

      · 성과 : 520여명 400만원 기부 

   - 수요 문화 가꿈 행사(남산달리기) 

      · 기간 : 2004년 7월~2005년 7월(33회)

      · 성과 : 1,213명 1,500만원 기부 

   - 청아람 활동

      · 성과 : 9차 정기세미나 및 웹진 5호 발간

④ 모금실적

• 모금실적 : 구천이백오십육만칠천원정(￦92,567,748)

• 모금유형

   - 개인 기부 : 3,174건 (￦62,967,748)

   - 기업 기부 : 26건 (￦29,600,000)   

   - 총 3,200건 

⑤ 성금 기부자 후속 조치

• 기부자 검색 시스템 구축

   - 청계천 문화관 2층 내 ‘문화의 다리 성금 기부자’ 검색  설치

   - 검색 시스템은 모니터를 통해 ‘기부 다리명’, ‘주소’, ‘성명’ 확인 가능

• 기부 영수증 송부

⑥ 성금 활용 계획

• 공모를 통한 성금 활용 방안 확보

   - 2006년 3월 기본계획 확정

   - 2006년 4월 성금활용 방안 공개 모집

   - 2006년 5월 사업 확정에 따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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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내용(안) 

   - 기념비적 Web 3D 문화의 다리 구축 

   - 서울문화재단 청사 내 ‘설치미술 프로젝트’로 기념 공간 조성  

   - 청계천변 벽체에 메모리얼 보드 설치 

   - 청계천변 성금모금 기념 조형물 설치 등

(2) 청계천 ｢소망의 벽2)｣홍보

청계천 ｢소망의 벽｣ 조성사업은 청계천복원에 전 국민이 참여하여 화합ㆍ평화ㆍ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벽화를 조성하여 청계천복원의 상징성 및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계천 8~9가 지점의 

좌우측에 높이 2m, 길이 50m로 조성되는데, 이 벽에는 세계최초의 도자기질 타일 벽화로 가로 10cm, 세

로 10cm의 그림이 좌우측 각각 1만개씩 부착되었다. 

청계천 ｢소망의 벽｣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는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BS를 통한 사전홍보, 인터넷 홍보활동을 하였다. 

① ｢소망의 벽｣ 사전홍보 SBS 생방송

• 일시 : 2004년 5월 7일(금) 

• 장소 : 동 문 두산타워 앞

   - 내용 : 청계천축제 기간 중 현장에서 일반시민들이 자기질 타일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서울시장이 참여

하여 함께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시연하면서 소망의벽 조성계획 내용을 SBS방송으로 방영

<그림 3-1-23> 소망의 벽 방송모습

2) 청계천 ｢소망의 벽｣조성사업의 초기명칭은｢참여와 화합의 벽｣이었으나, 2005년 1월 22일 공정회의에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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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망의 벽｣ 인터넷 홍보

<그림 3-1-24> 청계천 ｢소망의 벽｣ 인터넷 홍보

(3) 청계천 Pre-tour

서울시는 준공식을 앞두고 6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52회에 걸쳐 시민, 기자, 시민위원회, 해외학생 

등에게 사전에 청계천복원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회차 투어일시 대상 투어인원 담당부서

1 회 6. 1 (수) 시 출입기자단 등 500 복원총괄담당관

2 회 6.24 (금) 세계시민기자 75 복원총괄담당관

3 회 7. 6 (수)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40 복원관리담당관

4 회 7. 6 (수) 새서울살림회 26 여성정책담당관

5 회 7. 6 (수) 시의원, 시출입기자단 등 500 복원총괄담당관

6 회 7.20 (수) 시의원, 시민위원, 시 출입기자단 등 300 복원총괄담당관

7 회 7.27 (수) 시의원, 시민위원, 시 출입기자단 등 200 복원총괄담당관

8 회 8. 9 (화) 중구청 체육회이사 43 중구 문화체육과

9 회 8.10 (수) 서울시 관광ㆍ여행 협회 회원 67 관 광 과

10 회 8.23 (화) 문화재청 및 시 문화재위원 등 300 복원관리담당관

11 회 8.24 (수) 일반 시민 40 복원총괄담당관

12 회 8.29 (월) 재단법인 서울여성 관계자 10 복원총괄담당관

13 회 8.30 (화) 사)서울컨벤션뷰로 회원 40 마케팅담당관

14 회 8.30 (화) 광진구 의원 30 유승주 특위 위원

표 3-1-11. 청계천 pre-tour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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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투어일시 대상 투어인원 담당부서

15 회 8.31 (수) 일반 시민 40 복원총괄담당관

16 회 9. 1 (목) 강동구 치수방재과직원 47 공사1담당관

17 회 9. 3(토)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임원 30 환  경  과

18 회 9. 6 (화) 서울국제건축포럼2005 참가자 15 계획담당관

19 회 9. 6 (화) 건설위원회 위원 및 주민 98 건설위원회

20 회 9. 6 (화) 행자부 연수원(도시환경디자인) 35 총괄담당관

21 회 9. 6 (화) 중앙부처 실ㆍ국장 7 총괄담당관

22 회 9. 7 (수) 관악구 여성단체 협의회 30 관  악  구

23 회 9. 7 (수) 전국 시군구 교육장 175 교육인적자원부

24 회 9. 7 (수) 인터넷 공모 일반 시민, 인덕대 학생 60 총괄담당관

25 회 9. 7 (수) 행자부 연수원(감사관) 40 총괄담당관

26 회 9. 8 (목) 서울주재 외신기자 70 마케팅담당관

27 회 9. 8 (목) 독일 함부르크 건축대학 학생 20 총괄담당관

28 회 9.12 (월) 언론사 사장단 23 대  변  인

29 회 9.12 (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 102 문  화  과

30 회 9.12 (월) 자치구 구청장 25 행  정  과

31 회 9.13 (화) 시의회 청계천특위 위원 20 건설위원회

32 회 9.14 (수) 문화의 벽 제막 100 공사3부

33 회 9.16 (금) 3급이상 간부, 공사ㆍ재단 대표 내외 110 총무과

34 회 9.21 (수) 강남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생 30 총괄담당관

35 회 9.21 (수) 광화문 교육ㆍ문화 포럼 회원 50 총괄담당관

36 회 9.22 (목) 삼청로타리클럽 회원 39 총괄담당관

37 회 9.22 (목) 시정자문단 20 조직담당관

38 회 9.23 (금)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17 대  변  인

39 회 9.26 (월) 청계천문화관 개관 100 계획담당관

40 회 9.26 (월) 지방 언론사 사장단 17 대  변  인

41 회 9.26 (월) 전직 시의원 50 의  정  회

42 회 9.26 (월) 행자부연수원(고위공직자과정) 65 인  사  과

43 회 9.26 (월) 언론사 논설위원 23 대  변  인

44 회 9.27 (화) 성북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50 정무부시장

45 회 9.27 (화) 언론사 담당 부장 23 대  변  인

46 회 9.28 (수) 서울시 노인회장단 30 노인복지과

47 회 9.28 (수) 목원대학교 부동산학과 학생 155 총괄담당관

48 회 9.29 (목) 청사랑 홍보대사 및 회원 53 홍보담당관

49 회 9.29 (목) 전남 여성단체협의회 45 여성정책과

50 회 9.29 (목) 불교종단 대표 등 25 문  화  과

51 회 9.30 (금) 해외언론인 15 마케팅담당관

52 회 10.1 (토) 세계도시시장포럼 70 축제추진반

계 4,095

청계천 pre-tour 관련내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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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공모전

① 청계천을 소재로 한 창작환경 음악작품 공모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미래의 청계천이 지닌 환경적 의미와 가치를 음악작

품으로 표현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 2004년 2월 1일~3월 31일

• 주요내용

   - 공모분야 : 동요, 가곡, 가요 

   - 주제

      · 청계천의 이미지가 실려 있는 창작 환경 작품

      · 물과 다리를 주제로 하여 청계천과 새롭게 만나는 내용의 창작 작품

      · 복원된 청계천에서 듣고 싶은 생활 속의 음악

   - 동요 116건·가요 79건·가곡 49건 등 총 315건 접수

• 당선작

   - 가곡부문 상 : 한지영 ‘흘러라, 청계천아’

   - 가요부문 상 : 수상작 없음

   - 동요부문 상 : 신희범 ‘청계천에 놀러가요’

가곡부문 대상 <흘러라, 청계천아> 

작곡 한지영

 

캄캄한 어둠에서 반백 년 숨어 흘렀어도 

햇살 아래 가슴 펴니 그 모습 의연하다 

소리하며 춤추며 새날을 향해 흘러라 

따라나선 바람의 추임새도 흥겹구나 

흘러라 흘러라 저 눈부신 햇빛 속으로 

노래하며 흘러라 생명의 물결 

푸른바람 솔바람의 노래를 타고 

아아 청계천아 힘찬 서울의 맥박이여 

아 영원히 흐르는 서울의 빛이여 

흘러 서울의 빛이여

동요부문 대상 <청계천에 놀러가요>

작곡 신희범

 

청계천엔 시원한 물이 흐르고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이어주는

다리있죠

친구들과 즐겁게 수영하고 잔디밭에

뒹굴어요 

하늘에는 새들이 노래하고

땅에는 행복한 웃음소리 

참방참방 물고기가 춤을 추는 청계천 

청계천에 놀러가요 푸른 꿈의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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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계천문화의 다리 이름 공모

복원되는 청계천을 돋보이게 할 청계천 다리는 차도전용 다리 15개, 보도전용 다리 6개소 등 총 21개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들 다리들을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이고도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미기 위

해 2003년 초, 국내외에 설계구상안을 공모하기도 했다.

공모전에는 총 455개의 작품이 참가해 청계천복원에 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이중 최우수작 4점을 포함해 57개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다리 구상안은 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는데, 확정된 설계안을 살펴보면 아치 

모양의 아치교, 올림픽 교처럼 케이블을 이용해 다리를 지지하는 사장교 등 다양한 양식으로 주변 경관

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다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에서 현 적인 기하학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으로 아름답게 놓여질 이 다리들

의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후 서울시지명위원회를 열어 청계천에 건설되는 19

개다리 명칭을 확정지었는데, 심의에서 확정된 청계천 다리이름은 종로구 서린동과 중구 무교동을 잇는 

다리의 경우 백운동과 삼청동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옛 다리의 명칭을 인용해 ‘모전교’로, 종로구 관철동과 

중구 장교동을 잇는 교량은 인접지명인 관철동을 인용해 ‘관철교’로 정해졌다. 

동 문구 신설동과 성동구 마장동을 잇는 교량은 설계된 다리모양이 두 길이 만나는 형상이며 과거 청계

천의 지류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두 물이 만나는 다리라는 이름에서 ‘두물다리’로 지어졌고, 종로6가와 을

지로6가를 잇는 교량은 동 문과 끊어진 서울성곽을 연결하던 옛 다리가 다섯 칸으로 되어있어 오수간교

로 불렸다는 것을 본떠 ‘오수간교’로 결정됐다. 

신설동과 왕십리를 잇는 다리는 조선 세종때 표적인 청백리인 하정 유관선생이 살던 집인 ‘비우당’을 되살

려 ‘비우당교’로 결정됐고, 이밖에 ‘나래교’ ‘맑은내다리’ ‘황학교’ ‘배오개다리’ 등 18개에 이르는 청계천 다리

가 새 이름을 얻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광교와 수표교는 옛 이름이 그 로 사용된다. 그러나 지명위원회

는 종로구 학천남길과 중구 을지로6가를 잇는 교량의 경우 앞으로 버드나무를 심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

버들다리'를 검토했지만, 앞으로 역사성이 있는 이름을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심의에서 보류했다.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 2004년 3월 1일~2004년 4월 10일

• 공모 상 : 청계천 문화의 다리 19개교

   - 공모제외 : 2개교(광교, 수표교)

      ※ 원위치, 원형복원 및 옛 이름 사용 예정으로 시민공모에서 제외

• 주요내용

   - 자치구 및 전문가의 제시 명칭(안)에 한 시민 반응조사

   - 다리이름 추가 공모

• 공모방법 : 인터넷, 우편 병행 실시

   - 인터넷 : ① 제시된 명칭에 클릭  ②새로운 명칭 제안

   - 우편 : 새로운 명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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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결과 : 총 18,945건 접수(다리별 평균 997건)

   - 제시된 명칭에 클릭 : 14,813건

   - 새로운 명칭 제안 : 4,132건(인터넷 3,921건, 우편 211건)

• 다리명칭 결정 내용

다리번호 위치 제시명칭 결정명칭 비고

1 종로구 서린동~중구 무교동(차도교) 모전교 모전교

3 종로구 관철동~중구 장교동(보도교) 관철교 관철교

4 종로구 관수동~중구 수표동(차도교) 삼일교 장통교

6 종로구 관수동~중구 입정동(차도교) 관수교 관수교

7 종로구 세운상가~중구대림상가(차도교) 세운교 세운교

8 종로구 예지동~중구 주교동(차도교) 배오개교 배오개다리

9 종로구 예지동~중구 주교동(보도교) 새벽다리 새벽다리

10 종로구 종로5가~중구 방산동(차도교) 창선방교 마전교

11 종로구 종로5가~중구 방산동(보도교) 나래1교 나래교

12 종로구 대학천남길~중구 을지로6가(차도교) 버들다리 - 보    류

13 종로구 종로6가~중구 을지로6가(차도교) 오간수교 오간수교

14 종로구 창신동~중구 흥인동(보도교) 나래2교 맑은내다리

15 종로구 창신동~중구 흥인동(차도교) 푸른내다리 다산교

16 종로구 숭인동~중구 황학동(차도교) 영도교 영도교

17 동대문구 신설동~성동구 왕십리동(차도교) 황학교 황학교

18 동대문구 신설동~성동구 왕십리동(차도교) 비우교 비우당교

19 동대문구 신설동~성동구 왕십리동(보도교) 무학교 무학교

20 동대문구 신설동~성동구 마장동(보도교) 두물다리 두물다리

21 동대문구 용두동~성동구 마장동(차도교) 고산자교 고산자교

표 3-1-12. 청계천문화의 다리 명칭 결정 내용

③ 만남이 있는 청계천 이야기 공모 

서울사람들은 우리 서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서울시

는 내ㆍ외국인을 상으로 펼친 제8회 ｢서울이야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64명의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특히 ‘만남이 있는 청계천 이야기’를 주제로, 한창 복원이 진행 중인 청계천에 한 옛 추

억, 전설, 에피소드, 청계천 주변 사람들의 삶, 친환경공간으로 복원되는 청계천의 미래상 등을 담아, 청

계천복원에 한 내ㆍ외국인들의 각별한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내국인 수필ㆍ시, 외국인 수필ㆍ시 등 4개 분야로 공모한 결과, 내국인 수필 286편, 내국인 시 245편, 외

국인 수필 86편, 외국인 시 33편 등 총 650편이 접수되어 총 64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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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청계천 시점부 광장 

명칭 인터넷 공모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 2004년 7월 1일~2004년 8월 31일

• 주요내용

   - 장르 : 시와 수필

   - 주제 : 청계천 이야기

      · 청계천에 얽힌 추억, 전설, 유래, 미담, 일화, 에피소드 등 

      · 청계천에서의 만남과 삶, 사랑이야기 

      · 청계천 주변사람들의 삶의 이모저모, 청계천 복개 전, 후 이야기 

      · 자연 친화공간으로 복원되는 청계천 이야기와 복원후의 미래 비주얼 

      · 청계천 벼룩시장, 풍물이야기 등, 청계천과 관련한 자유로운 이야기 

   - 시상 : 총 60여 명 (최우수 4, 우수 4, 특선 20, 입선 30, 기타특별상)

   - 주최 : 서울특별시 마케팅담당관

• 공모결과 : 총 650편의 작품 출품(한국인 531편, 외국인 119편)

• 수상작 모음집 발간 : 서울이야기-청계천이 흐른다(한국어 부문)

                       Seoul-Cheonggyecheon is Flowing(외국어 부문)

④ 청계천 시점부 광장의 명칭 공모

청계천복원의 상징이 될 청계천 시점부 광장이름을 인터넷 등으로 시민 

공모하여, “청계광장”으로 그 명칭이 결정됐다. 광장이름 공모에는 3천 

6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이중 82명이 청계광장을 제안했으며, 공

모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청계광장”은 맑은 물이 돌아와 도시 생태적으로 서울이 되살아나

는 청계천복원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 2005년 2월~2005년 3월 5일

• 주요내용

  - 응모자격 : 서울을 사랑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 응모방법 : 인터넷접수(우편접수가능)

  - 실시결과 : 3,656명 응모

  - 당선작

     · 최우수명칭 : 청계광장

     · 우수명칭 : 청계마당, 청계천광장

  - 주최 : 서울특별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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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계천 옛 모습 사진 특별전 공모 및 전시

서울역사박물관은 청계천복원공사의 문화사적 의의를 되새겨 보고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청계천 및 청

계고가 사진 등 공모를 통하여 숨겨진 청계천 옛 모습 사진자료들을 발굴하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

진자료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전시하였다. 

공모 및 전시 개요

• 공모기간 : 2005년 5월 30일~6월 30일

• 주요내용

  - 공모사진 : 청계천 관련사진

  - 주최 : 서울역사박물관

  - 공모결과 : 22명 96장

• 전시기간 : 2005년 10월 4일~11월 4일

• 전시장소 : 서울광장

• 전시내용

  - 시민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자료 가운데 2백여 점 선별 전시

  - 서울 근 화의 표적 상징인 청계천의 모습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회

⑥ 청계천 사진공모전

• 공모기간 : 2005년 6월 1일~6월 20일

• 주요내용

  - 공모내용 : 청계천 및 청계천 주변지역을 소재로 한 미발표 자유작

  - 출품 수 : 1인당 3점 이내

  - 작품규격 : 16×20인치(40.6×50.8cm)의 컬러 또는 흑백사진

  - 시상내용 : 상 1점을 비롯한 총 30점

⑦ 청계천 만화 공모

• 공모기간 : 2005년 6월 14일~7월 18일

• 주요내용

  - 주제 : 변화하는 서울시, 다시 태어나는 청계천

  - 우수작품 37점 선정 시상

  - 선정된 작품은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 SICAF2005 전시컨벤션에서 전시

  - 주최 : 조인스닷컴 & SI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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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청계천 만화 인터넷 홍보 

<그림 3-1-27> SICAF 청계천 만화책자 

  

⑧ 청계천 단편영상 공모전

영상물 촬영 지원기관인 서울영상위원회가 청계천 복원을 기념해 영화나 드라마 등 새로운 영상물 촬영지

로 각광받는 청계천의 멋진 모습을 발굴하고자 청계천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하는 공모전을 기획하였다.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05년 10월 4일~11월 18일

• 주요내용

  - 공모내용 : 청계천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한 단편영상물

  - 출품부문 : 장르 불문(극영화/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뮤직비디오/플래시 포함)

  - 출품규격 : 10분 이내의 영상물 (6mmDV/VHS/CD/DV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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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최 : 서울영상위원회

  - 당선작 :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 입선작 6편

    <그림 3-1-28> 청계천 단편영상 공모 포스터        <그림 3-1-29> 청계천 단편영상 공모 인터넷 홍보 

    

⑨ 어린이 청계천 그리기 대회

2005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전 10시 서울광장에서는 아이들이 꿈꾸는 생명의 물길을 미리 상상해보는 ‘청

계천 그림그리기 회’가 열렸다.

파란 잔디가 시원하게 깔린 서울광장에서 사전참가신청을 한 초등학생 1,500여명이 모여 ‘청계천과 어린

이 나라’를 주제로 하얀 도화지 위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행사개요

• 일시 : 2005년 5월 5일(목) 10:00~14:00

• 장소 : 서울광장

• 상 : 서울시 및 외국인 초등학생 약 1,500명

• 시상 : 우수작품 100여점 선정 시상

• 내용

   - 청계천을 주제로 한 그림 회

   - ‘내가 살고 싶은 청계천’, ‘청계천에서 만나요’, ‘미리보는 청계천’ 등



제1장 청계천복원사업의 홍보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91

(5) 청계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2005년 6월 1일부터 ‘청사랑’(청계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청계천의 유적과 상태, 문화시설 등 복원된 청계천을 가꾸고 지켜나가는데 

힘을 보태게 된다.

자원봉사자는 2005년도 10월부터 기초질서유지, 장애인 도우미 등 안전지키미, 시설물 위치 안내, 녹지  

보호 등의 환경ㆍ안내 도우미, 외국어 통역, 생태ㆍ환경교실 운영 등의 지식나누미, 청계천문화행사 등을 

서포터즈 할 문화도우미인 ‘청아람(청계천의 아름다운 사람들)’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① 청사랑 모집

• 모집기간 : 2005년 6월 1일~

  - 자격요건 : 자원봉사자의 자격요건은 없으며 청계천을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단, 외국어 

통역 및 생태ㆍ환경 운영, 역사ㆍ문화유적 설명 등 지식 나누미는 전문지식 보유자 

우 (청아람은 20~30 에 한함)

• 활동장소 : 청계천 전 구간

  - 활동기간 : 2005년 10월부터 활동하며 정기적인 봉사자는 오전ㆍ오후 2개조로 나누어 조별 5시간씩 

활동하고, 비정기적인 봉사자는 본인 편리한 시간에 활동가능

• 활동분야 및 내용

활동분야 활동내용

안전 지키미 기초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 도우미, 비상시 시민 대피 유도

환경ㆍ안내 도우미 시설물 위치 안내, 간단한 쓰레기 수거, 녹지대 보호

지식 나누미 외국어 통역, 생태ㆍ환경교실 운영, 청계천 역사문화유적 설명

문화도우미(청아람) 청계천 문화사업 서포터즈, 청계천 문화행사 활동

표 3-1-13. 청사랑 활동분야 및 내용 

② 청사랑 발대식 행사

• 일시 : 2005년 8월 20일

• 장소 : 서울광장

• 참석 : 청사랑 회원 및 시민 등 약 6,500여명

• 내용 : 식전행사, 공식행사(발 식), 식후행사(TBS라디오공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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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청사랑 홍보대사 위촉식

<그림 3-1-30> 청사랑 발대식 행사사진

③ 청사랑 홍보대사 위촉

청사랑의 외활동 홍보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청사랑 홍보 사’가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청사랑 홍보 사’는 인기 연예인인 김용만․박수홍․박
경림․노홍철 씨 등 4명, 이들은 9월 29일 위촉식을 

갖고 청계천 프리투어까지 마쳤다. 서울시와 시설관

리공단이 공동위촉한 것으로, 이 날 위촉식에는 청사

랑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홍보 사로 위촉된 연예인

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청사랑 활동

• 회원수 : 10,161명(2006년 1월말 기준)

   - 개인 : 4,948명

   - 단체 : 26개 단체 5,213명(신한ㆍ우리은행, 웅진코웨이, 웅진해피올, 한국시민사회봉사단, 녹

색자전거 봉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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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역사유적설명모습(광통교) 

성명 참여동기 비고

박재고
비록 나이가 많으나,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에 젊은이 못지않게 작은 보탬이라

도 되고 싶음.
최고령자

김응재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신청하였음.
전 가족 신청

성명 스포츠 종목 비고

문성길 권투

스포츠 스타(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6명 참여)

김재엽 유도

김기훈 쇼트트랙

김윤만 스피드스케이팅

이진택 높이뛰기

오교문 양궁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2005년 8월 18일) 참조

표 3-1-14. 청사랑 이색참여자 

• 활동구간

   - 개인자원봉사자

      · 청계천 전 구간 중 청계광장 및 22개 교량 단위로 활동장소 지정

      · 가능한 신청자 거주지역과 가까운 장소로 지정

      · 지식 나누미는 청계광장 등 주요 지점(3개소)에 배치

   - 기업 및 단체자원봉사자

      · 해당 단체와 가까운 장소를 지정

      · 청계천 시설물 위치에 지정

• 활동시간

   - 하절기(4월~10월) : 오전 10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각 5시간씩 2개조 편성운영

   - 동절기(11월~3월) :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각 4시간씩

• 활동내역

   - 이용시민 위치안내

   - 질서유지

   - 휴지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

   - 외국인 통역 안내

   - 정조반차도, 수표교 등 주요 역사유적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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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휴지줍기 등 환경정화

2) 이벤트 개최 홍보

(1) 2004 Hi Seoul 페스티벌 기간 중 청계천 지역축제 개최

청계천복원사업에 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유도하고 침체된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2004 청계천축제’를 개최하였다. ‘2004 Hi Seoul 페스티벌’ 지역거점 행사의 하나로 추진된 이 행사

는 서울시 및 청계천 주변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아울러 이 행사

를 통해 낙후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 동

문 패션 페스티벌 등 관련행사 들을 함께 유치함으로써 행사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 화하도록 했다.

행사개요

• 행사명 : 2004 청계천축제

• 행사기간 : 2004년 5월 1일~5월 7일

• 장소 : 동 문야구장 등 청계천 일

행사의 구성

행사명 기간 장 소 비고

청계천 Grand Sale 5. 1 ~ 5. 9 청계천 전지역 - 19개상가(업종), 7,467점포 참여

상권 활성화 지원행사

(청계천 신바람)
5. 1 ~ 5. 7

청계천 전지역

(주요 포스트 6개소)

청계천축제 메인행사

(화합의 한마당)
5. 7 동대문 야구장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 5. 7 동대문 야구장 - 문화재과 추진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 5. 7 ~ 5. 8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 - 패션디자인센터 추진

표 3-1-15. 2004 청계천 축제 행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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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청계천 축제 - 민속놀이

<그림 3-1-35> 청계천 축제 - 청계천 신바람

    <그림 3-1-36> 청계천 축제 - 화합의 한마당           <그림 3-1-37> 청계천 축제 -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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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축하곡 ‘청계천’

<그림 3-1-38> 청계천 미리보기 

시민걷기대회

(2) 청계천미리보기 시민건강걷기대회

지난 2003년 7월 고가도로가 철거된 후 2005년 10월 1일이면 본 모

습을 찾게 되는 청계천 그 현장을 미리 가보는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시민들은 청계천복원구역 끝 지점인 신답초교를 따라 서울광장

까지 6.5km를 두 시간 가량 걸으면서 청계천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행사개요

• 일시 : 2005년 5월 1일

• 주요내용

  - 하이 서울 페스티벌과 연계 실시

  - 주제 : 새롭게 태어나는 청계천을 미리 찾아보고 청계천

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

  - 장소 : 신답초등학교

  - 참가 상 : 일반시민, 외국인, 청소년, 근로자 등 15,000명

  - 걷기코스 : 6.5km

  - 걷기구간 : 청계천 구간(신답초교 → 시청 서울광장)

(3) 조용필, 청계천복원 축하노래 ‘청계천’ 발표

서울의 문화ㆍ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청계천복원을 기념

하고, 청계천복원에 온 국민의 사랑을 모으기 위한 노래가 

국민가수 조용필씨에 의해 직접 작사ㆍ작곡되어 4월 30일 

‘하이 서울 페스티벌 2005’ 전야제에서 발표됐다.

‘청계천’은 어둡고 칙칙했던 지난 날 청계천의 이미지가 

복원을 통해 밝고 깨끗한 이미지로 바뀌어 청계천에 사

랑, 소망, 꿈이 펼쳐진다는 내용으로, 누구나 부르기 쉽

게 작사ㆍ작곡되어 친근하고 경쾌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도 공익적인 목적에 이 노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자인 조용필씨와 협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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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시책사업 지방순회 전시

서울시는 주요 시책사업(청계천복원사업, 뉴타운사업, 세운상가 도시 환경정비사업 등의)의 성공적 시행모

델 전시를 통하여 서울과 지방의 협력 및 이해증진을 위해 지방순회전시를 하였다.

사업개요

• 상사업 : 청계천복원, 도시환경정비사업(세운상가4구역), 뉴타운사업

• 순회도시 : 5개 도시(춘천, 부산, 구, 전, 광주)

• 전시기간 : 2005년 5월~9월

• 소요예산 : 약 1억4천만 원

전시방향

• 전시장소(10 × 10m = 30평 이상), 전시기간(도시별 5~10일) 

• 종전 전시시설물 일부 보완 후 활용

     - 청계천복원사업(베니스 비엔날레), 세운상가 도시환경정비사업(초고층도시건축전시회 2004), 뉴타

운사업(CIVIL EXPO 2004)

• 그래픽패널, 위성사진 이미지 월(Wall), 홍보영상, 모형 등을 활용

전시일정

구분 춘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시장소 춘천미술관 부산시민회관 학생문화센터
학생교육

문화회관
한밭대학교

전시기간 5. 9 ~ 5. 15 5. 20 ~ 5. 27 5. 31 ~ 6. 4 8. 29 ~ 9. 4 9. 7 ~ 9. 13

표 3-1-16. 주요시책사업 지방순회 전시 일정 

<그림 3-1-40> 춘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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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부산전시

<그림 3-1-42> 대구전시

<그림 3-1-43> 광주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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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계천 시험 통수(通水)식

2005년 6월 1일 서울시는 서울 광화문 머니투데이 본사 앞 청계광장에서 장통교까지의 용수공급 점검을 

위해 통수식을 가졌다. 통수식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등 관계

자들과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통수식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휴 전화로 통수 명령을 내리자 청계천 

유지용수를 끌어 올리는 펌프가 돌아갔고, 잠시 후 자양취수장에서 끌어온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청계천

이 개방되면 자양취수장에서 취수한 물과 지하철 12개 역사의 지하수를 포함해 총 12만 톤의 물이 흐르게 

되는데, 시험 통수된 물은 자양취수장에서 끌어오는 한강물로 약 1시간가량 청계천에 물을 흘려보냈다.

<그림 3-1-44> 청계천 시험 통수식

3) 미디어 홍보

서울의 얼굴을 바꾸고 서울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계천복원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시는 다각적인 미디어 홍보 전략을 수립, 청계천 알리기에 나섰다.

(1) 홍보영상물 제작 및 영상매체 활용 홍보

2003년 7월 청계천복원사업의 준공에 앞서 역사와 문화, 환경이 되살아나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의미를 널

리 알리기 위해 CF를 제작, 영화관과 텔레비전 등 영상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접하게 하고, 동시에 해

외교민방송사를 통해 해외거주교민들에게도 알리고자 했다. 청계천복원사업이 개발위주, 차량중심의 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사람 중심의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로의 변화를 이끄는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짧은 시간 안에 청계천복원의 긍정적 효과를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해 홍보

했다.

2005년 10월 청계천복원 준공에 앞서 CF를 한 차례 더 제작해 그 동안 변화된 청계천을 미리 맛보게 함

으로써 복원되는 청계천에 한 기  이미지를 미리 선보였으며, 47년 만에 달라진 환경중심의 서울도심

과 이를 계기를 미래를 여는 서울의 가능성을 담아냈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제작한 주간시정홍보물과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청계천복원의 준비과정부터 착공, 공사진행, 준공까지의 과정을 취재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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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물론 내외국인들에게 청계천복원에 한 의미, 공사과정과 부분준공 사례 

등을 소개했다. 무엇보다 청계천복원이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뤄질 수 있었

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끊임없는 관심을 이끌어냈다. 

청계천복원 CF 제작

• 1차 CF 제작

     - 제작목적 : 홍보 사 김규리를 모델로 청계천이 복원되면 서울의 환경이 되살아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제작수량 : 1편(Digi-Betacam 1개, Betacam 3개, 35mm 70벌)

     - 제작기간 : 2003년 5월 9일~2003년 6월 5일

     - 상영시간 : 30초, 15초

     - 배부내역 : 영화관, CATV, 전광판, 지하철 역사 내 PDP 등

• 2차 CF 제작

  - 제작목적 : 역사ㆍ문화ㆍ환경복원, 변화된 서울의 얼굴ㆍ서울의 미래를 여는 첫 단추 등 청

계천복원의 의미를 전달함.

     - 제작수량 : 1편(Digi-Beta 1부, 35mm 프린터)

     - 제작기간 : 2005년 5월 9일~2005년 8월 31일

     - 상영시간 : 60초, 30초, 20초, 15초

청계천 DVD  제작

• 제작목적 : 복원된 청계천의 밝고 깨끗한 이미지 전달

• 제작수량 : 5,000개(음악 CD 포함)

• 제작기간 : 2005년 9월 10일~2005년 9월 30일

• 상영시간 : DVD-38분, 음악CD-41분

CATV 등 영상매체 활용 홍보 세부 내역

• MBN, PBC 채널 홍보

- 홍보기간 : 2003년 6월 5일~7월 5일 / 2005년 9월 2일~10월 6일

- 방영시간 : 1회 기준 30초

- 상지역 : 전국상영

• CATV 및 TV서울 등

- 홍보기간 : 2003년 6월 5일~7월 5일 / 2005년 9월 2일~10월 6일

- 방영횟수 : 1일 3~10회

- 방영시간 : 1회 기준 60초, 30초, 38분(청계천-DVD)

• 서울시 인터넷방송 하이서울뉴스 제작 방영

- 홍보기간 : 2004년 9월 14일~200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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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영시간 : 7분 내외

•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제작 방영

- 홍보기간 : 2003년 7월 1일~2005년 4월 30일

- 방영시간 : 20분 내외

• 영화관 광고

- 홍보기간 : 2003년 6월 5일~7월 5일 / 2005년 9월 2일~10월 6일

- 상영시간 : 1회 기준 30초, 60초

- 상영극장 : 63개 영화관(서울38/수도권12/지방도시13)

      · 60초 상영 46개관(서울21/수도권12/지방도시13)

      · 30초 상영 17개관(서울17개)

※ 수 도 권(분당, 일산, 안양, 인천 등)

※ 지방도시(부산, 구, 전, 전주 등 포함 상영)

• 해외교민방송

- 홍보기간 : 2003년 6월 5일~7월 5일 / 2005년 9월 12일~10월 3일

- 활용매체 :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등 21개 방송

- 방영시간 : 1회 기준 60초

• 중국중앙인민방송

- 홍보기간 : 2003년 7월 1일~2006년 2월 28일(수시 원고 발송)

- 방영시간 : 5분 내외 / 수시

• KTX 고속열차

- 홍보기간 : 2005년 9월 12일~10월 3일

- 활용매체 : 열차 내 모니터 활용 이동방송

- 방영횟수 : 1일 총 278회(편도 139회)

- 방영시간 : 1회 기준 60초

•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및 서울시 관련 부서 송출 : 수시

• 서울시 청사 내 PDP 송출

- 홍보기간 : 2003년 6월 5일~7월 5일 / 2005년 9월 2일~10월 6일

- 송출시간 : 07:30~20:00

- 방영시간 : 영상물 당 1시간 내외(총 12시간 30분)

• 서울시내 LCD 활용 홍보 

- 홍보기간 : 2003년 7월 1일~2006년 2월 28일

- TV서울을 통한 3호선 LCD : 430량, 3,520화면

- 세종문화회관 LCD : 1,900화면 

• 전광판 활용 홍보

- 홍보기간 : 2003년 7월 1일~2006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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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현황 : 총 54개소(31개 업체)

- 상영시간 : 17초

(2) 출판물 활용 홍보

① 청계천다리 소설집 발간

한국 문단사상 처음으로 특정 소재를 중심으로 기획한 장편소설 11편이 청계천복원을 기념하여 청계천 다

리 11개를 소재로 “맑은내 소설선”이란 이름을 붙여 2005년8월~9월에 쏟아져 나왔다.

청계천 건축물을 문화예술과 결합시켜 프랑스의 “퐁네프다리”처럼 예술과 풍경이 어우러진 시민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계천 문화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발간 개요

• 사업기간 : 2004년 12월~2005년 9월

• 소설형식 : 장편소설 11편 (편당 250p내외)

• 추진방법 : 한국소설가협회와 서울시 공동기획

• 장소 명소화 마케팅 활용실적 및 향후 계획

  - 청계천 홍보, 도보 관광코스 운용시 적극 활용, 관광명소화

     · 교통방송 라디오(10월 1일, 10월 2일 저자 인터뷰 6명), 교통방송 TV 2회 등 주요일간지 보도 

및 전면광고(경향, 한겨레 - 출판사에서 별도 추진)

  - 극단｢산울림｣에서 “영영이별 영이별” 20주년기념 연극무 화

     · 공연기간 : 2005년 11월 24일~2006년 2월 16일(88일간)

     · 출연 : 윤석화(1인 모노드라마)

  - 영화ㆍTV드라마, 연극 등 2차적 활용 적극 추진

※ ｢맑은내 소설선｣현황

연번 다리명 소설명 작가명 발행일

1 영도교 영영 이별 영이별 김별아 2005.8.3

2 오간수교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서하진 2005.8.31

3 맑은내다리 달콤한 죽음 김용범 2005.9.12

4 황학교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 이승우 2005.9.12

5 모전교 모전교에는 물총새가 산다 김용우 2005.9.30

6 광  교 시간의 다리 고은주 2005.9.30

7 장통교 유리의 노래 이순원 2005.9.30

8 수표교 칼 박상우 2005.9.30

9 세운교 여자 이발사 전성태 2005.9.30

10 비우당교 청계천 민들레 김용운 2005.9.30

11 두물다리 두물다리 이수광 2005.9.30

표 3-1-17. 맑은내 소설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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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신이 바라본 서울’(SEOUL WAVE) 제작

청계천복원사업은 친환경적인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제2의 한류”로 불릴 만큼 전세

계 주요 해외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외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여 외신보도자료 모음집

인 “Seoul Wave”를 제작하였다. 이 책자에는 청계천복원사업은 물론 서울의 주요사업에 한 해외 보도

내용과 번역문을 함께 실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수록하

였다. 이렇게 제작한 “Seoul Wave”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각종 국제행사 참가자 그리고 외신기자,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청계천을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하였다.

제작 개요

• 규    격 : 297mm×210mm (국배판)

• 면    수 : 총 300쪽

• 제작수량 : 1,000부

• 주요내용 : 서울 화보, 청계천복원사업, 중교통체계 개편, 서울의 환경ㆍ녹지정책 등

③ 월간 ‘서울사랑’ 활용 홍보

매달 친숙하게 서울시민들을 찾아가는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을 통해서도 푸른 물 청계천이 다시 열리

기까지의 과정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2002년 10월 창간호 특집 “청계천을 살립시다”를 시작으로 청계천 연재만화와 현장리포트 ‘여기는 청계천’ 

등 총 50여 건의 청계천 관련 기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청계천복원사업 착공을 앞두고 마련한 2003년 6월호 특집 “청계천이 돌아옵니다”에서는 청계천복원은 곧 

생명의 복원이라는 작가 박경리와의 인터뷰 기사와 도올 김영옥의 청계천 이야기를 함께 실어 청계천복원

에 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기 와 바람을 소개했다.

2003년 7월 공사 착공 이후에는 청계고가 철거 등 공사의 진행상황을 심층취재하고, 청계천 인근 상가들

을 속속들이 둘러보는 “청계천 정상영업합니다”를 시리즈로 연재했다. 

2년 3개월 청계천복원의 궤적을 함께한 ‘서울사랑’은 2005년 10월 역사적인 새 물길을 맞으면서 9월호부

터 세 달 동안 연속으로 특집 “문화와 예술, 역사가 어우러진 청계천”을 마련하기도 했다. 청계광장에서부

터 5.84km에 이르는 청계천 곳곳의 볼거리를 소개하고, 청계천변의 가볼만한 명소, 청계천 문화관 등을 

안내하고, 청계천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표정 또한 화보에 담았다.  

월간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 발간개요

• 월간지명 : 서울사랑 (52면 매월 1일자 발간)

• 발간부수 : 80,000부 (국내외 거주자 무료 배부)

• 배부현황 : 개인구독 21,409, 서울시 산하기관 4,182, 다중집합장소 53,567, 해외교포 387부 등 배포

• 청계천 주요 홍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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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10월 제1호 특집 “청계천을 살립시다”

 - 2003년 6월 제9호 특집 “청계천이 돌아옵니다”

 - 2003년 6월 제9호 인물포커스 “청계천복원은 곧 생명의 복원 - 작가 박경리”

                                 “도올 김영옥의 청계천 이야기” 

 - 2003년 7월 제10호 현장리포트 “청계천복원사업 막 올랐다”

 - 2003년 8월 제11호 심층취재 “청계고가 폐쇄 그 후”

 - 2003년 10월 제13호 현장리포트 “청계천 상가 정상영업합니다"

 - 2004월 6월 제21호 특집 “청계천 문화의 다리를 만나다” 

 - 2005년 9월 제36호 특집 “미리 가 본 청계천, 곳곳에 볼거리 ”

 - 2005년 10월 제37호 특집 “보기나 해도 즐거운 서울의 새 명소”

 - 2005년 11월 제38호 특집 “서울 도심 최고 명소 ‘청계천 보러가자’” 

 - 2006년 1월 제40호 특집 “이명박 시장과 탤런트 채시라의 청계천 데이트”

표 3-1-18. ｢서울사랑｣ 청계천관련 주요 홍보기사목록

④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활용 홍보

서울시내 561개 초등학교에 매달 무료 배부되는 어린이 신문 ‘내친구 서울’에 청계천복원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및 청계천 명소 10경 등 청계천의 여러 볼거리를 적극 홍보하여 자

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내고향 서울에 한 자부심과 환경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앞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녹색쉼터로 다시 태어난 ‘청계천’의 올바른 이용 안내, 주변 문화 시설 소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청계천’이 서울을 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개요 

• 발간부수 : 50만 7천부(타블로이드 8면 칼라)

• 배부현황 : 서울시내 561개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

• 청계천 주요 홍보기사

 - 2003년 4월호 / “청계천으로 나들이 가요!”

 - 2003년 6월호 / 7월 1일 철거…새롭게 태어나는‘우리 청계천’

 - 2004년 9월호 / 예쁜 다리가 청계천을 수놓네!

 - 2005년 9월호 / 맑은물 따라 우리의 푸른 꿈도 흐른다

 - 2005년 9월호 / 청계천 베스트 10

 - 2005년 10월호 / 얘들아~ 청계천 만나러 가자

 - 2005년 10월호 / 룰루랄라~ 청계천이 열렸다!

 - 2005년 11월호 / 돌하르방, 충주사과나무…여기가 서울 맞나요?

표 3-1-19. ｢내친구서울｣ 청계천관련 주요 홍보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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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홍보

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서울시 업무전반에 해 시민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한 서울시 통합홈페이지에 청계천복원 전

부터 복원 후 현재까지 청계천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계천 관련 정보사이트에는 청계천복원의 필요성 및 복원전체 과정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청계

천복원홈페이지를 비롯해 청계천복원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청계천축제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며 

청계천복원이 완료된 후 청계천종합홈페이지(2005.10.1)를 만들어 청계천 정보제공 사이트를 단일화하였다. 

서울시 통합홈페이지는 청계천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에 관련정보를 연계하였으며, 

연계내용으로는 새로운 정보는 새소식, 주요뉴스, 팝업창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하였고, 청계천 컬러링 배

너 및 청계천복원 100일전부터 열린청계 D-100(카운팅) 배너를 설치하여 청계천복원에 해 시민들이 관

심을 가지고 복원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청계천복원 후에는 새물맞이 영상과 

청계천 사진을 비롯한 청계천에 한 다양한 정보를 퀵메뉴와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느끼는 청계천을 디지털카메라에 담아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시민들에게 색다른 맛을 제공하고 있다.

② 인터넷신문 ‘하이서울뉴스’ 홍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터넷신문 ‘하이서울뉴스’는 도심 속 생태 공간 ‘청계천’이 새 역사를 여는 과정과 복

원 이후의 생동감 넘치는 소식을 다채로운 각도로 다루었다. 

특히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가 진행된 2005년 10월 1일부터 3일간은 ‘청계천 특집호’를 세 차례 발간, 청계

천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각종 행사를 현장 취재하여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청계천복원의 역사적 의미를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3년 7월 1일 창간호에서 청계천복원공사 기공식을 메인기사로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하이서울뉴스는 

2006년 4월 7일 현재 800여 건의 청계천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2년 3개월간의 복원과정과 준공식 및 새물맞이 행사, 청계천 방문시민 1천만 명 돌파, 루미나리에, 거리 

아티스트 등 굵직한 행사를 기획 취재하여 청계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했으며, 청계천복원으로 인

해 ‘생명력을 되찾은 청계천의 생태환경’을 기사화 하여 서울의 환경이 날로 깨끗하고 쾌적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또한 ‘청계천 알고 가면 더욱 즐겁다’ 등 청계천을 즐기는 방법을 비롯해 ‘청계천 명소 탐방’, ‘청계천 관광 

상품’ 등 효용성 있는 기사를 자세히 제공하여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이 알찬 시간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

는 기사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와 함께 거리예술가 공연과 청계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 청계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자 ‘청사랑’, 청계천문화관 등을 다채로운 형식으로 소개하였으며, 청계천을 바로 알리기 위한 ‘청계천 

5840기획’ 및 청계천의 안전 및 편리를 강조한 청계천 종합관리시스템 안내, 팔석담 행운의 동전 기증 행

사, 청계천복원 기념 우표첩 ‘바람 부는 청계천’ 발간, 청계천복원과 관련된 시민기자들의 글 모음 등 다

각적인 방향으로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III.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

206

이외에도 청계천 만족도 시민조사 결과 98.6%가 ‘좋다’고 응답, 청계천복원으로 인해 활기 되찾는 주변 재

래시장의 표정 취재 등과 함께, 10 뉴스 선정을 통해 2005년 서울시 으뜸 시정이 ‘청계천복원’임을 확인하

는 기사도 다루었다. 아울러 청계천 관련 기사 중 메인 기사는 서울시 홈페이지 주요뉴스로 게시하였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터넷 시정 신문 ‘하이서울뉴스’ 발간 개요 

• 매체명 : 하이서울뉴스 (일간, 주5회 발간)

• 구독자수 : 248,661명(인터넷 구독자 메일로 발송)

• 시민기자 : 1,288명 활동 

• 청계천 주요 홍보기사

 - 2003년 7월 1일 창간호“서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 2005년 10월 1일 특집호 제1호“청계천은 이제 시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 2005년 10월 2일 특집호 제2호 

                    “청계천 새물맞이 특별 연주회-정명훈과 서울시향 새로운출발”

 - 2005년 10월 3일 특집호 제3호 “새물길 따라 청계천 시민걷기대회”

 - 2005년 10월 12일“새물맞이 축제 여론 조사 결과-청계천 방문해보니 좋아요‘98.6%’” 

 - 2005년 11월 29일“개장 58일 만에 청계천 방문 시민 1천만 명 돌파” 

 - 2005년 12월 28일“올해 으뜸시정은 ‘청계천복원 준공’” 

표 3-1-20. ｢하이서울뉴스｣ 청계천관련 주요 홍보기사목록

③ 1인 미디어(블로그, 미니홈피)를 활용한 홍보

‘1인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여 청계천 복원 전후에 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네티즌과 직접적이고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계천 복원의 역사적․문화적 의의에 한 올바른 이해

를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복원 후 청계천 복원효과 및 보도자료, 시민들의 정겨운 모습들을 다양한 매

체(사진, 동영상, 플래시 등)를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정보의 주체가 되어 생생한 사실과 감정을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전달하는 서비

스로 네티즌과 직접적이고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 운영 개요 

• 홍보과 블로그, 미니홈피 운영

  - 네이버(2004.4), 엠파스(2004.6), 다음넷(2005.11), 싸이월드(2005.4) 인터넷 사이트 내에 홍보과 

블로그, 미니홈피를 개설하고 청계천 메뉴를 두어 운영 중.

  - 개설사이트 : 네이버(blog.naver.com/seoulites), 엠파스(blog.empas.com/seoulite),

                   다음(blog.daum.net/seoulmania), 싸이월드(town.cyworld.com/seoulmania)

  - 게시글 수 : 총 510여개(각종 행사 안내 및 진행상황에 한 보도자료 및 사진자료 등)

  - 방문(구독)자수 : 783,231명(네이버 : 521,832명 / 엠파스 : 137,061명 / 

                                다음 : 107,565명 / 싸이월드 : 16,7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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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미니홈피 운영

      - 청계천 복원을 기념하여 싸이월드(2005.10) 내에 청계천으로 특화된 별도의 미니홈피를 개설하여 운영 중

    - 개설사이트 : www.cyworld.com/saemool1001

    - 게시글 수 : 총 2,912개 (보도자료 : 382개 / 사진자료 : 2,530장)

    - 방문자수 : 85,300명  / 네티즌이 청계천자료를 스크랩한 수 : 103,382개

④ 민간 웹사이트 제휴를 통한 홍보

서울시에서는 다수 네티즌이 활동하는 민간 형 포털사이트와도 업무 제휴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환경복

원과 새로운 청계천 탄생에 해 관심을 증 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였다.

제휴 대상 사이트

•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넷(www.daum.net)

     - 제휴기간 ; 2005년 9월 15일~2006년 2월 14일(5개월)

     - 제휴방향

        · 다음넷의 채널을 통한 콘텐츠 및 홍보 노출

        · 청계천 온라인 이벤트 진행 등

     - 제휴사업

      · 환경메일 보내기 캠페인(9.22~10.21)

      · 청계천복원 축제 인터넷 생중계(10.1)

      · 청계천 옛 모습 사진전(10.4~11.3)

      · 승용차요일제 홍보캠페인(11.29~12.25)

      · 청계천 영상에세이전(2005.12.9~2006.1.31)

   - 기타 : 미디어다음 핫이슈, 포토에세이, 뉴스Poll, 카페포커스 등

• 다음넷 e-마케팅 화면

<그림 3-1-45> 청계천 이벤트 페이지



III.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

208

<그림 3-1-46> 청계천 이벤트 광고화면

• KTH의 파란닷컴(www.paran.com)

  - 제휴기간 ; 2005년 5월 11일~2006년 5월 10일(12개월)

  - 제휴내용 : 파란닷컴의 채널을 통한 콘텐츠 및 홍보 노출(비예산)

  - 제휴실적

     · 하이서울뉴스, 내친구서울, 서울사랑 콘텐츠 노출

     · 서울숲 개장, 노들섬 예술센터 명칭공모 홍보메일 발송

  - 추가사업

     · 전용 홍보 플렛폼 구축 - 파란청계천(9.29)

     · 청계천 온라인 이벤트 - 청계천 어낚시 게임, 청계천 릴레이 응원메세지, 청계천 포토이벤트

  - 기타 : 핫이슈 청계천, 청계천 뉴스Poll, 블로그 스킨 배포 등

<그림 3-1-47> 청계천 이벤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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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닷컴 e-마케팅 화면

<그림 3-1-48> 청계천 이벤트 광고화면

e-마케팅 효과분석(10.24일 기준) 

• 다음넷 시정홍보 결과

  - 기간 : 2005년 9월 21일~10월 23일(32일)

  - 순 방문자 : 597,026 UV / 1,929,825 PV

     · 환경메일 발송건수 : 433,670통

     · ‘청계천새물맞이’ 인터넷생중계 : 5,376UV(최 트래픽 - 645Mbps, 최 동시접속 - 1,152명)

     · 광고노출 : 309,299,540회 (클릭률-0.084%)

• 파란닷컴 시정홍보 결과

  - 기간 : 2005년 9월 26일~10월 23일(28일)

  - 순 방문자 : 757,981 UV / 12,731,825 PV

     · 낚시이벤트 참여건 - 798,392회(219,638명)

     · 응원릴레이 참여건 - 9,908건

     · 청계천 포토이벤트 - 199건

  - 광고노출 : 3,361,118,988 회(클릭률-0.036%)

• 다음, 파란 비교분석(2005년 9월 26일~10월 23일)

사이트 순방문자
이벤트 페이지 일평균 

방문자
사이트 전체 일평균

방문자 대비 

도달율(%)

다음넷 560,760 40,054 3,065,285 0.013

파란닷컴 757,981 54,142 1,192,285 0.045

표 3-1-21. 다음, 파란 사이트 비교분석



III.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

210

타 포털 사이트 노출현황

• 네이버(www.naver.com) 

<그림 3-1-49> 네이버사이트 지역정보페이지

  - 네이버 지역정보에 청계천 안내 섹션 개설(11.21)

  - 네이버 ‘청계천 콘텐츠 검색’ 서비스(9.29)

  - 뉴스 섹션 內 핫이슈 ‘청계천 새물맞이’ 특집기사 구성(9.30)

  - YTN 새물맞이 생중계(1,2부) VOD서비스(10.1 20:57)

<그림 3-1-50> 네이버사이트 청계천관련 링크페이지 및 네이버뉴스페이지

• 네이트(www.nate.com), 싸이월드(www.cyworld.com)

 - 뉴스 섹션 內 뉴스포커스 ‘청계천복원 특집’ 구성(9.29) - 싸이월드 ‘새물맞이 청계천을 담아요’ 

이벤트 진행(10.1~10.31)

   · 이벤트 미니홈피 방문자 : 69,860명 (10.31 기준)

   · 디카ㆍ폰카 포토이벤트 참여자 : 2,3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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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 싸이월드 청계천관련 페이지    

 

<그림 3-1-52> 엠파스검색 청계천관련 페이지

    ※ 스크랩건수 : 95,758건, 즐겨찾기 건수 : 195명

• 엠파스(www.empas.com)

   - 청계천 테마검색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안내(9.29)

   - 청계천 관련 포토앨범 서비스(9.29)

   - 뉴스 섹션 內 청계천 특집기사 ‘인기핫이슈’ 구성(9.30)

• 야후코리아(www.yahoo.co.kr)

   - 야후 검색결과 페이지 ‘이슈’로 구성

(4) 청계광장 내 팔석담 스토리 부여

청계광장 내 ｢八石潭｣ 동전 던지는 곳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토리를 부여하여 장소이미지를 국ㆍ내

외에 널리 전파ㆍ확산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을 찾아오고 명소화하는 마케팅에 활용코자 하

였다.

• 소원이 이루어지는 팔석담

- 우리나라 팔도의 표 석재를 조형물로 만든 8도의 상징으로 이 연못에서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

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 팔석담 개요

  - ｢八石潭｣은 모전교까지 폭 21m, 길이 60m의 구간으로서 과거의 조선 8도와 미래의 통일된 한반

도에 흐르는 물의 의미를 담기 위한 각 도를 상징하는 석재조형물인 8도 저수호안석으로 구성하

였고, ｢八石潭｣은 보행자들이 물과 직접 만나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다.

   - 과거 조선 8도를 나타내는 석재조형물은 각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두개의 통석과 그 통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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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많은 금수강산 쑥돌들의 화｣

우리나라엔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고 아름다운 쑥돌(화강암:花崗岩)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강산

은 원숙기에 접어든 쑥돌지 입니다. 쑥돌은 물을 자기 몸으로 받아서 정화시켜 흘려보냅니다. 

질이 좋은 약수(藥水)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은 쑥돌들이 몸에 간직했다 정화시켜서 내놓는 물들

입니다. 물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 다시 땅으로 내려온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을 쑥돌이 받

아 땅과 하늘로 오르내리며 알게 모르게 묻히고 삼킨 지저분하고 더럽고 나쁜 것들을 없애서 생

명을 되살리는 약수로 만들어 똑똑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년기의 돌이란 막 생겨나거나 한창 자라는 돌의 뾰족하게 모가 나는 것과는 달리 둥

글둥글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인도나 멕시코에도 질이 좋은 쑥돌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돌과는 비

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돌은 둥글둥글할 뿐만 아니라 찰떡이나 찹쌀밥처럼 찰기가 있어서 

쫀득쫀득 한데 돌을 다루어보면 금방 질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쑥돌의 본질적 요소는 이런 질감에다 색깔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강산의 쑥돌은 야하지 않습

니다. 수더분해서 막걸리 같습니다. 우리 산천 자체가 그러하듯 돌의 심성도 우리 민족성처럼 순

박하고 온화합니다. 돌의 질감은 차져서 몸을 붙여주고 그 빛이나 색깔의 멋은 은근슬쩍 합니다. 

표 3-1-23. 팔석담 관련 이야기

사이 갈라진 틈에 설치된 분수를 가지며, 분수를 통해 뿜어진 각 도의 분수물이 청계천에 합류

됨으로써 끊임없이 흐르는 물의 생명력과 8도를 연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팔도의 화합을 상징하는 친수형 저수호안으로 각 팔도산지의 석재를 이용하여 형상화하고 팔

도의 석재들 사이에는 화합의 물길을 형상화하는 작은 물길이 연출되도록 분출구를 설치하였

고, ｢八石潭｣ 바닥 또한 석재로 되었다.

• 팔석담과 관련된 시를 만들었다.

팔석담 운문

산천의 빼어난 아름다움이 자랑인 우리나라!

이 곳은 팔도의 기운과 정기를 한 곳에 담은 ｢八石潭｣입니다. 

금수강산 곳곳의 혼을 한 곳에 모은 험한 곳입니다. 

이 곳에 서서 고향도 느끼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도 빌어 보십시오.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천지간의 모든 것들이 뜻을 모아 줍니다

표 3-1-22. 팔석담 운문

• 팔석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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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돌이 많은 곳에서는 나무가 우거지고 농사도 잘 됩니다. 예로부터 이런 곳에 도시가 발달했습

니다. 우리 민족은 쑥돌을 이용해 맷돌을 만들어 콩이나 밀을 갈았고 방아확을 만들어 곡식을 빻

았습니다. 다듬이 돌이나 빨랫돌, 집의 주춧돌로도 쑥돌을 이용했습니다. 성을 쌓았고 석물로도 

만들어지고 비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쑥돌은 우리 민족의 생활과 땔 수가 없는 인연을 맺어왔

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 로부터 쑥돌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겨 역사의 시간을 잇게 하고 

현 에도 돌을 이용하는 조각가들은 우리나라의 쑥돌이 지닌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현  도시

의 상징인 고층빌딩의 겉이나 안에도 쑥돌이 쓰여서 건축물의 품격을 한층 높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삼각산 쑥돌로부터 사방팔방의 쑥돌들에게 메아리가 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흐르던 청계천이 수십 년 전에 파묻혔는데 그게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됐다는 것이었습니

다. 제주도 돌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어찌나 덜렁덜렁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지 그 소리가 함경

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낮잠 자던 평안도 돌이 놀라서 깨어나 춤추는 사연을 물었습니다. 황해도 돌이 그 말을 엿듣고 

평안도 보다 먼저 손뼉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동안 청계천이 막혀서 늘 속이 더부룩했던 게야!” 

평안도 돌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때 제주도 돌이 전라도와 경상도 돌에게 속삭 습니다. 

“너희들 들었냐? 청계천을 되살린단다.” 

“우린 귀가 없냐? 듣고도 남았다.” 

“우린 벌써 청계천으로 가보자고 약속했는걸.” 

“사실 여기 있어도 거기가 다 보이고 느껴지지만 직접 우리 몸을 청계천 바닥에 봐야 맘이 개

운할 거 같구나. 네 생각은 어때?”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우리가 거기 모여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을 주자.” 

제주도의 검정쑥돌 제주부석이 소리쳤습니다. 제주부석은 효자 돌입니다. 오백 명 형제의 막내돌

이지요. 제주부석의 어머니는 많은 자식을 배불리 먹이는 게 늘 힘겨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오백 명이 먹을 죽을 끓이다가 그만 가마솥에 빠졌습니다. 놀러갔다 돌아온 자식들은 어머니

가 보이지 않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따라 죽이 맛있다며 서로 퍼서 먹었습니다. 막내는 맨 

나중에 죽을 먹게 됐는데 솥 바닥에 사람 뼈가 있는 걸 알고 죽사발을 내던지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습니다. 막내는 어머니를 먹은 형들과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마구 내달리다가 바위가 된 것

입니다. 

제주쑥돌 제주부석이 목욕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바다를 한 걸음에 건너뛰어 전라도 땅에 발

을 딛자 언제 왔는지 경상도 함양쑥돌이 암회색 몸을 뽐내며 서 있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주 

돌과 함양돌이 악수하고 얼싸안았습니다. 함양쑥돌은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돌입니

다. 함양에는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벙어리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병들자 아내는 병에 좋

다는 싱싱한 고동으로 국을 끓여 병구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자 개울이 꽁꽁 얼어붙어 고동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추위를 무릅쓰고 얼음

을 깨고 바위를 들춰내고 고동을 찾다가 아내는 정신을 잃고 그만 얼어붙었습니다. 싸늘한 시체

가 된 아내는 바로 그 자리에 암회색의 고동모양의 바위로 솟아났습니다. 이후로 함양고동바위는 

자신에게 와서 비는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씻어내 줍니다. 

“그런데 전라도 고흥쑥돌은 혼자 먼저 갔나? 이리 와서 함께 가자고 먼저 말한 게 누군데?” 

“좀 늦겠지 뭐. 고흥이 혼자 먼저 가면 무슨 재미야. 8도석이 다 모여야 재미있지. 그동안 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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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얼마나 된다구. 우리가 언제 청계천에서 한 자리에 모여 본 적이 있었니?” 

“아 저기 오는구나. 분단장을 되게 했네.” 

암회색의 고흥쑥돌이 살큼 내려앉자 함양쑥돌이 놀렸습니다. 그러자 고흥쑥돌은 한쪽 눈을 찡그

리며 미안한 표정을 짓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 

“사이가 안 좋아 갈라서려는 부부에게 약을 처방해줬어. 약을 먹자마자 금방 서로 얼싸안고 미안

하다고 하면서 금방 혼인한 신혼부부가 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좀 그렇잖아. 그 부부들한테 

다시 또 오면 약을 주지 않겠다고 했어. 그 말 잘했나? 너무 겁 준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

느라 늦었는데 미안하다. 너희들 사랑하는 내 마음 알지? 얼마나 그리웠다고.” 

고흥쑥돌이 연거푸 사과했습니다. 제주부석과 함양쑥돌이 고흥쑥돌의 팔을 양쪽에서 나눠 잡았습

니다. 고흥쑥돌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 슬픔이 뭉쳐서 바위가 된 뒤로는 부부의 사이를 좋게 하는 

약을 지어 먹이며 자신의 슬픔을 달랬습니다. 사랑의 묘약은 자신의 살을 조금 갈아서 가루로 만

들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눠 먹이는 것입니다. 

제주도와 전라도와 경상도 바위가 나란히 팔짱을 끼고 겨우 두 걸음에 충청도를 지나 경기도 경

계에 이르렀는데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충청도 갓바위와 강원도 욕바위가 만나서 반갑다고, 그동

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인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겨우 여기야? 벌써 청계천에 누가 도착한 모양이던데. 너희들은 아니었구나.” 

“충청도 느린 거는 우리 다 알잖아.” 

“아 그렇지!” 

“너희들 오해 하지마. 내가 아니야. 강원도 욕바위가 저 혼자서는 쑥스러워 못 가겠다는 거야. 

사람 많은데 혼자 가면 정신이 없다나?” 

“거짓말이야. 내가 일 하나 마쳐놓고 오느라 그랬지.” 

“무슨 일?” 

“내가 하는 일 모르냐? 부정을 저지른 관리 욕해주고 정신 차리게 했지! 다시는 자손 로 부

끄러운 탐관오리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살기 좋은 금수강산 될 거야.” 

“저앤 순진하게 생긴 게 자랑도 잘 해.” 

“시간 없다! 이런 얘긴 청계천에 모여서 하자.” 

다섯 도에서 모인 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란히 서서 청계천을 향해 움직 습니다. 충청도 갓

바위는 다른 돌들보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갓바위는 사람이 되어 육지 여자와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백년 묵은 낙지의 사랑이 만든 바위입니다. 낙지는 용왕에게 소원을 

빌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엄중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단 한 달만 사람행세를 

할 것이며 육지여자와 절 로 정을 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 나와 석

공의 딸과 사랑에 빠진 낙지는 더운 여름날 밤 바닷가에 나가 함께 목욕을 하다가 그만 금욕의 

계율을 깨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 바닷물이 끓기 시작하더니 낙지는 간 곳이 없고 갓과 옷만이 

둥둥 떴는데 일순간 그것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떨어져 갓바위가 생겼습니다. 

강원도 욕바위는 정의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했는데 마침 부임한 

고을 원님이 부정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욕을 해야 직성이 풀리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그만 

홧병에 걸렸습니다. 화를 풀자면 고을 원님에게 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원님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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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길목의 산등성이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바위

가 있다는 걸 알고, 사다리를 만들어 거기 올라가선 사다리까지 잡아당겨 놓고 기다렸다가 고을

원님 행차가 지나갈 때 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 원님은 수치심 때문에 진노했지만 그 험한 바

위 위로 사람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감 강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정의감의 

상징인 욕바위가 되었습니다. 

다섯 도의 바위들은 청계천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 있었지만 8도석이 다 모인다는 것 때문

에 가슴이 울렁거려 그 잠깐도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모아 한 걸음에 청계천에 닿기로 

약속하고 어깨를 걸고 하나가 되어 민들레 꽃 씨처럼 사뿐히 청계천에 내렸습니다. 팔석담이 놓

일 자리는 눈에 훤했습니다. 더군다나 담홍색의 경기도 운천석이 손을 흔들어줬으니까요. 

운천석은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지극한 효성으로 고쳐낸 효자쑥돌로 유명합니다. 한겨울에 산삼

을 구하러 다니고 눈보라 휘몰아치는데 바위에서 나는 꿀을 구하느라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얼

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돌입니다. 

“운천이야. 여태 너 혼자 있었어?” 

강원도가 물었습니다. 경상도는 팔석담 여기저기를 살피느라 분주했습니다. 8도석이 모이기로 한 

약속시간은 다 됐는데 오기로 한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가 보이지 않아서 습니다. 충정도와 전

라도 제주도는 먼저 정해진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도 침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봐라. 이가 빠진 것처럼 자리가 비었는데 그래도 잔치를 해야겠냐?” 

제주도가 물었습니다. 바로 이때 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쑥돌들이 허겁지겁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숨도 못 쉬고 왔다.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에서 우리보고 신 가 있어 달랜다. 

자리가 비면 잔치가 허술해 보이니까 신 가서 좀 있어달래. 바쁜 일이 있다더라.” 

“뭐가 그렇게 바쁘 ?” 

“여기서 다 이야기 하자면 복잡하고 길어.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좀 기다리면 올 거니까 8

석담 여는 잔치는 우리끼리 우선 하자.” 

“그러자! 우리라도 여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뭐.” 

쑥돌들은 이내 의견을 보았고 뜻 깊은 자리에 모인 것을 축하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빌면 사람들

의 소원을 다 들어주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복은 나누고 어려움은 풀리게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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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석담의 현황과 유래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53> 팔석담 개념도

구분 석재 생산지 유래 및 이야기

산책로 운천석 경기 포천군 성령과 오백주 이야기(효도)

함경도 동해석 강원 동해시 까막바위 이야기(호국,수호신)

강원도 후동석 강원 춘천시 효자바위 이야기(효도)

경상도 함양석 경남 함양군 기암절벽 용추계곡 이야기(유래)

울릉도, 독도 몽석 경북울릉군 사자바위 이야기(유래)

제주도 제주석 제주도 제주의 수호신 돌하르방 이야기(수호신)

평안도 담양석 전남 담양군 아홉바위 이야기(효도)

황해도 마천석 경남 함양군 마천석이 검은 이유(유래)

경기도 가평석 경기 가평군 조종암 이야기(호국)

충청도 천안석 충남 천안시 마귀암과 도영지 이야기(유래)

전라도 고흥석 전남 고흥군 용추와 용바위 이야기(유래)

표 3-1-24. 팔석담 개요

(5) 각종 기념품 제작

기념품의 경우 두물다리, 맑은내다리 등 아름다운 청계천의 다리들과 정조반차도 등 청계천 명소를 활용

한 13개 품목 27종의 관광기념품을 출시하여 청계천 홍보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 

제작된 기념품 중 특징적인 것은 청계고가를 활용한 문진과 기념엽서이다. 문진은 청계고가도로 해체 과

정에서 발생된 구조물 조각을 활용해 만들었고, 청계고가 구조물 조각을 왼쪽 하단에 납작한 원통 모양으

로 기념엽서도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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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54> 문진                             <그림 3-1-55> 기념엽서 

이 외에도 두물다리를 형상화한 자개 필기구함 및 명함함, 청계천 새물맞이 티셔츠, 청계천 전경을 지도

화한 수건, 청계천 명소 등을 소재로 한 우표첩, 북마크, 마그넷 세트, 휴 폰 줄 및 열쇠고리 세트 등 그 

품목이 다양하다. 

또한 홍익  디자인공학센터와 공동으로 기념품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작 준비 중이고 변색 핸드폰줄이나 

청계8경 마그넷세트(도자기 제품) 및 청계천스탬프를 활용한 방문기념엽서 등 새로운 기념품이 계속 출시

되고 있어 기념품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 기념품 판매점 : 청계광장, 청계천안내센터, 청계천문화관, 인사동기념품판매관, 하이서울 북스토아 (추

후 기념품 판매점 증설 예정)

1경 청계광장 2경 광통교 3경 정조반차도 4경 패션광장

5경 청계천빨래터 6경 소망의 벽 7경존치교각과 터널분수 8경 버들습지

<그림 3-1-56> 청계8경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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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특징 판매가 비고

문진(2종) 청계천 고가도로의 구조물 조각을 활용한 기념품
65,000(대)

/45,000(소)

수량 : 각 25,101개

재질 : 크리스탈

복원기념 엽서(2종) 청계천 고가도로의 구조물 조작을 활용한 기념품 7,000
수량 : 각 25,101개

구성 : 엽서5장

청계천스탬프엽서 청계8경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청계천방문기념엽서 1000 구성 : 엽서2장

자개 필기구함 

및 명함함
두물다리를 형상화한 기념품

85,000(세트)
재질 :목재(가공목)에 자개문양

30,000(명함함)

기념우표첩

- 바람부는 청계천
청계천의 유래, 복원의미 등의 내용을 담은 우표첩 49,000

구성 : 한글, 영어 등 2종류

내용 : A4 56P, 우표 36매

청계천 지도수건 청계천 전체를 지도화한 기능성 스포츠 타올 12,000 재질 : Coolever

북찌 청계천 다리, 복원기념축제 로고를 활용한 책갈피 6,000 재질 : 18k G/P

핸드폰줄과 열쇠고리 핸드폰 액정 클리너 기능의 기념품 2,500 문양 : 두물다리, 새벽다리

핸드폰줄(낱개-6종) 핸드폰 액정 클리너 및 야광이 첨가된 핸드폰줄 1,500 문양:청계천엠블렘 

변색 핸드폰줄 세트 햇빛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변색 제품 3,000 구성:하이서울,청계천

도자기핸드폰줄(8종) 청계8경 이미지를 도자기에 새겨넣은 제품 5,000 재질 : 도자기

청계8경 마그넷세트 청계8경 이미지를 도자기에 새겨 넣은 제품 30,000 재질 : 도자기

티셔츠(4종) 청계천 로고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 6,000 재질 : 면

변색 티셔츠(3종) 햇빛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제품 10,000 재질 : 면

표 3-1-25. 청계천복원기념품

<그림 3-1-57> 자개 필기구함 및 
명함 함

<그림 3-1-58> 기념우표첩 - 바람 
부는 청계천

<그림 3-1-59> 청계천 지도 수건 

<그림 3-1-60> 남성용 넥타이 <그림 3-1-61> 여성용 스카프 <그림 3-1-62> 북마크 수건 

<그림 3-1-63> 핸드폰 줄과 열쇠고리 <그림 3-1-64>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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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천 문화관 건립

청계천의 물길을 상징하는 설계로, 긴 유리로 된 튜브형태의 정면 디자인이 돋보이는 청계천문화관은 청

계천을 중심으로 한 역사ㆍ문화자료를 효과적으로 전시하고,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한 도시문화 자료

보관과 전시, 각종 학술활동 공간 제공 및 청계천 유지관리사무소 마련을 위해 건립되었다. 

사업개요 

• 위치 : 성동구 마장동 527-4 외1(시설관리공단 옆)

• 지면적 : 2,483.5㎡(751평)

• 건립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5,715㎡(1,728평)

• 주요용도 : 전시실, 세미나실, 회의실, 주차장 등

• 전시공간 : 상설전시관 945㎡ 기획전시관 220㎡
• 소요예산 : 12,960백만원(설계비 538백만원, 공사비 11,889백만원, 감리비 등 533백만원)

            ※ 2004년도 예산 : 5,550백만원, 2005년도 예산 : 7,410백만원

    • 추진경위

일시 내용

2003. 9. 25 ~ 12.19 현상설계 시행

2004. 2 ~ 10 기본ㆍ실시설계용역(건축설계 시 전시설계 병행3))

2004. 5. 1 공사착공

2005. 2. 28 구조물공사 완료(철근콘크리트 공사)

2005. 8 건축 및 전시시설공사 완료

2005. 9. 26 개관 및 기념 전시회

표 3-1-26. 청계천 문화관 추진경위 

         <그림 3-1-65> 청계천 문화관(주간)                <그림 3-1-66> 청계천 문화관(야간)

  

3) 전시설계는 건축설계 당선자인 정림건축이 전시설계에 전시 전문업체를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건축과 전시를 통합설계 하도록 용역계약을 시행했
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전시부문을 별도 공모할 경우에 공모지침 작성, 공모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단축하여 2004년 4월말까지 용역완료를 
추진할 수 있고, 둘째, 전시설계가 특별한 기술자격을 요하지 않으며 전시공사업자들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있어 전시설치 공사
비 상승 등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셋째, 별도 공모 시 건축설계와 전시설계 용역 수행자간 원활한 협력체제가 미흡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전시 통합설계의 경우에 다양한 전시 컨셉이 제안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나, 국내 상위의 전시 전문 업체를 반드시 
설계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 부분은 보완토록 했다(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내부자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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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요

• 관람시간 : 09:00~22:00(연중무휴)

• 전시동선 : 상설전시관은 1층 외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4층으로 올라간 후 4층부터 2층까지 계단이

나, 별도의 층별 이동 수단을 통하지 않고 램프로 연결되어 있음.

• 전시내용 : 청계천 복개, 청계천복원 전 지상, 청계천복원 전 지하, 복원공사, 돌아온 청계천, 청계

천의 미래, 조선시 의 청계천, 청계천의 관련 문헌 소개, 청계천의 삶과 문화, 청계천 

투어, 에코 청계천 등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음.

  

<그림 3-1-67> 청계천 문화관의 전시모습

5) 해외 홍보

(1) 해외 언론 홍보

청계천복원을 전세계에 홍보하기 위하여 유력 해외언론을 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을 앞두고 2005년 9월 8일 서울주재 외신기자를 상으로 청계천 Pre-Tour를 

실시하여 70여명의 외신기자가 참여하였으며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기간동안 9개국 13개 언론사 15명 기

자를 상으로 프레스 투어를 실시하여 청계천에 해 널리 홍보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5년 10월 1일 청계천복원사업의 완료를 즈음하여 전세계 언론이 적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을 주요기사로 다루었다.

특히, 이 기간을 전후하여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15개 언론사가 이명박 시장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0개국 36개 언론사에서 청계천 관련 보도를 하였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지가 ‘서울의 고층빌딩 숲속에서 CEO시장이 녹색혁명을 추구하

다’(2005.7.25)라는 제목으로 1면 전면기사로 보도한 것를 시작으로 LA Times(이명박 시장의 지휘아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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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 새로 태어나고 있다, 2005.9.10), AFP(한때 거리의 청소부가 서울을 탈바꿈시키다, 2005.9.24), 

Financial Times(콘크리트 숲의 해체, 2005.11.17), Frankfuruter Allgemine Zeitung(불도저가 양질의 

삶을 찾아내다, 2005.9.26) 등 해외 유력지의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청계고가와 유사한 복개도로가 많은 이웃나라 일본은 청계천복원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아

사히 신문은 “도로철거, 시냇물로 되돌아온다(2004.12.21)”라는 제목으로 1면 톱기사를 실었고 요미우리 신문

에서는 “경관 국 부활의 길(2005.1.13)”이라는 기사에서 청계천을 또 하나의 한류로 규정하였고 NHK TV에

서는 이례적으로 뉴스시간에 청계천 현장 생중계(2005.10.30)로 기자의 리포트를 방영하기도 하였다.

<그림 3-1-68> 청계천 관련 해외 언론기사 

  

(2) 디스커버리 채널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채널인 디스커버리사에서 청계천의 과거 및 복원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 다큐멘터

리[제목 : 인간이 만든 경이, 서울 탐색(Man-Made Marvels, Seoul Searching)]를 제작하여 방영하였다.

60분 분량의 청계천 다큐는 아시아 지역과 유럽 전지역에 2005년 10월 22일에서 11월 6일까지 16일 동안 

국가별로 2~7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본 청계천 다큐멘터리는 청계천의 역사적 배경, 기공식후 복원과정과 복원의 의미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전문가 및 공사 담당자, 시민들의 인터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청계천복원공사에 적용된 

첨단 기술과 문화재 발굴 및 복원작업 과정을 집중 조명하였다.

다큐멘터리 채널로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디스커버리 채널에 청계천복원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영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서울을 마케팅 할 수 있었다.

디스커버리 제작ㆍ방영 개요 

• 제작형태 : 다큐 형식의 청계천 비디오(60분) 제작

  - 청계천복원 과정과 서울의 역사ㆍ청계천 주변의 시  모습 등 우리시의 친환경 시책 사례를다큐 

형식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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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기간 : 2004년 12월~2005년 9월

• 방송권역 : 유럽(영국ㆍ독일ㆍ이탈리아 등 33개국), 아시아(중국 제외, 18개국)

• 방송시기 : 2005년 10월 22일~11월 6일

      ※ 한국 : 10월 26일 24:00, 10월 27일 08:00, 16:00, 10월 31일 06:00 방영

(3) ‘아리랑 TV' 청계천 홍보기획물 제작ㆍ방영

• 제목 : Along Cheong Gye Cheon

• 제작형태 : 청계천 소재 형식의 3분짜리 11편 제작

 -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 6명이 출연하여 청계천의 명소를 중심으로 청계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 출연자 :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제프리 존슨(전 Am cham 회장), 정명화(첼리스트), 윤무부(경

희  교수), 피케 바르톨로뮤(건축가), 유인촌(서울문화재단 표)

• 제작기간 : 2005년 11월~12월

• 방영권역 : 전세계 4 권역 방영 (총 188개국 방영)

     - 4  권역 : 아시아ㆍ오세아니아권, 미주권, 유럽ㆍ아프리카권, 중동권

• 방영시기 : 2005년 12월~2006년 2월

• 방영회수 : 총 2,640회

     - 4  권역별 1일 1회이상 2개월에 걸쳐 방영

(4) 하버드대 “청계천스튜디오” 개설 및 작품전시회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소재해 있는 하버드 학교는 디자인스쿨(디자인 건축학과)에 석ㆍ박사과

정 학생들을 상으로 ‘청계천스튜디오’가 개설하여 청계천주변지역에 한 개발구상(안)을 연구하였다. 

구분 내용

개요

- 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소재 하버드대학교는 디자인스쿨(디자인 건축학과)에 석,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

상으로 "청계천스튜디오"를 개설하여 2003년 2학기 수업으로 청계천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구상(안)을 연구

- 서울시는 복원사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학의 학문적 시각에서 제안되는 청계천 주

변개발에 대한 구상을 관련 사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하버드대학교와 청계천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수업 제휴

  ㆍ2003년 5월 31일 : 연구수업에 대한 협약체결

청계천 관련 

수업내용

-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한 주변지역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개발모형 제시

- 세운상가 주변블록에 대한 건축계획, 모형제작 등과 현지방문 수업을 통하여 개발계획(안)을 제안.

기대효과

- 하버드대학교와의 제휴를 통한 수업으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홍보

- 세계적 시각에서의 학문적 연구를 통한 아이디어를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계획에 활용

- 연구내용의 전시를 통한 국내 건축학계 및 학생들의 도심부 재개발사업 연구의욕 증진

표 3-1-27. 하버드대 청계천 스튜디오 개요 

하버드 의 “청계천스튜디오”의 수업내용은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주변지역의 도시개발계획에 해 개발모

형 제시하고, 세운상가 주변 블록에 한 건축계획연구,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며 이외에 현지방문 수업을 

통하여 개발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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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2003. 05. 31 연구수업에 대한 협약체결

2003. 06 ~ 8 수업과제 및 연구계획 수립

2003. 09. 16 하버드대 현지강연(본부장)

2003. 09 ~ 12
연구수업 진행(2학기)

- 하버드대생(12명) 내한 : 세운상가주변지역 및 공사현장 방문(2003.10.11~16)

2003. 12. 17 작품발표회(하버드대)

2004. 04.24 ~ 30 1차 전시 - 공간 갤러리(종로구원서동 소재)

2004. 05.01 ~ 09
2차 전시 - 시청 앞 지하보도(Hi Seoul 북 스토어 옆)

※ 전시물 : 작품 패널(6개 작품, 도면 75매) 및 미국 현지 연구사진 패널

표 3-1-28. 연구수업 추진경위

<그림 3-1-69> 하버드대생 청계천홍보관 방문

  

(5)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최우수 시행자상 수상

베니스 국제건축비엔날레는 2004년 9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베니스의 구 해군기지인 아르세날레 

수상의 특별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2004년 초 비엔날레 사무국으로부터 공식 초청

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가 출품한 ‘청계천복원사업’이 특별전의 ‘최우수 시행자 상’(The best public 

administration)을 수상함으로써 청계천복원사업에 한 국제적인 관심과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

었다.

전시개요

• 바닥면적 : 60㎡(10m x 6m),  천정고 4.2m

• 전시내용

  - 영상물 : 청계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영상으로 만들어 벽면에 표출

  - 그래픽패널 :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항공사진을 표출(복원단면 모형 포함)

  - 모형 :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구상을 모형을 통해 표현



III.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

224

서울 전시장

- 서울 전시관은 참가도시 17개 도시 부스의 마지막에 위치시킴으로써 청계천복원사업에 한 깊은 

인상을 가지고 전시장을 나갈 수 있도록 함

  - 전시구성은 그래픽 패널, 모형 및 영상으로 구성함.

  <그림 3-1-70>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그래픽 패널           <그림 3-1-71>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영상물 

  

  <그림 3-1-72>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그래픽 패널과 모형         <그림 3-1-73>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모형

  

  <그림 3-1-74>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관람객 1         <그림 3-1-75>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관람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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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6>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시행자상  

 성과

서울시는 베니스 국제건축비엔날레는 통해서 청계천복원사업을 국제적인 전시회를 통해 알리는 한편 서울

의 친환경 의지와 노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복원사업’이 특별전의 ‘최우수 시행자 

상’(The best public administration)을 수상하여 청계천복원사업에 한 국제적인 관심과 위상을 확인하

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시관을 둘러 본 각국의 전문가들은 5.8km에 이르는 도시하천의 복원은 단순

한 일이 아니며, 많은 다른 도시들도 서울시와 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강력한 추진력, 적절한 시민

들의 호응, 재정적 문제, 시 행정부 책임자의 결단력의 부족 등으로 쉽사리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

울시의 적절한 판단력, 추진력, 공사 진행 속도, 도시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시한 통찰력 등에 감탄하

였으며 서울의 도시구조 원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1000만 도시 서울의 도심중앙부를 관통하던 고가도로를 일시에 철거하고 하천복원공사 

시행에 따른 교통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한 것과 도심 한복판 상가지역인 복개도로가 하천으로 복원되

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구의 다른 도시와

는 다른 서울만의 아이덴티티가 청계천복원 후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해 매우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주변 상인 및 주민들과의 갈등을 훌륭히 조정

하면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해냈다는 사실이 믿

기지 않으며, 도시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적

개발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으며 

각 국의 도시, 건축 전문가 이외에 이탈리아 TV, 라

디오와 영국의 BBC방송 등 유럽지역의 언론들이 집

중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6) 베를린 아ㆍ태 주간 청계천사진전 개최

독일 베를린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는 아ㆍ태 주간행사에 참가하여 청계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생태환경 복원에 관심이 많은 유럽지역에 청계천복원사업을 소개하고 마케팅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청

계천을 소재로 한 사진작품 150여점을 선별하여 전시하였으며, 사진전과 함께 홍보영상물 상영 및 홍보책

자 배부 등으로 홍보효과를 극 화하였으며, 9일간 계속된 이 전시회에는 독일 현지인 등 약 5천여 명이 

참관하여 청계천복원사업에 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개요

• 일시 : 2003년 9월 22일~9월 30일

• 장소 : 베를린 Altes Stadthaus

• 행사내용

  - 청계천 사진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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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영상물 상영 및 홍보물 배부

  - 붓글씨 퍼포먼스 등 부 행사 

(7) 일본 도시환경연구회 심포지엄

서울시는 2004년 7월 15일 도쿄에서 일본 도시환경연구회(재)가 주최하는 서울ㆍ동경 연합심포지엄에 주요 

강연자로 초청받아 ｢청계천의 역사 및 하천복원 철학, 하천복원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한 기조강연과 ｢황폐해진 도시하천의 실태와 청계천의 복원사업의 추진상황에 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참가목적

  -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과정 및 내용 홍보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 해외 벤치마킹의 계기를 마련

  - 일본의 하천복원현장 및 재개발 지역을 시찰을 통한 하천복원에 한 의견교환 

  - 유사사례를 조사를 통한 청계천복원사업에의 활용

심포지엄 및 강연회 내용

구분 주요내용

수변의 도시재생 

심포지움

(2004. 07. 15)

<기조연설>

ㆍ 동경의 하천 : 수변재생을 향하여 - 이시카와 카네지 (NPO 법인 “아, 안전ㆍ쾌락 가로 만들

기” 이사장)

ㆍ 서울의 하천 : 청계천의 변천 -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
<사례보고>

ㆍ 시부야가와에 맑은 물을 찾아서 : 동요 ｢봄의 실개천｣은 환상인가? - 오다 에이쇼 (NPO 법인 

“시부야가와 르네상스” 대표)

ㆍ 청계천복원 프로젝트 : 도시재생과 시민의식 - 이용태 (서울시 청계천복원 추진본부 공사3담당관)

ㆍ 도시하천과 도로 : 해외사례로 보는 수변의 복권 - 요시카와 카쯔히데 ( (재) 리버프론터정비센타 

기술보급부장)

리버프론터 정비센타 강연회

(2004. 07. 16)

ㆍ 서울의 하천 : 청계천의 변천 (행정2부시장)

ㆍ 청계천복원 프로젝트 (공사3담당관)

ㆍ 청계천복원공사 모니터링에 대하여 (김한태 건교부 연구원)

ㆍ 수변의 도시재생에 대하여 (김광일 아시아토목학회장)

표 3-1-29 일본 도시환경연구회 심포지엄 및 강연회 내용

<그림 3-1-77> 심포지엄 행사장 입구 - 청계천 조감도 전시



제1장 청계천복원사업의 홍보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227

성과

서울시는 일본 도시환경연구회 심포지엄을 통해서 행사장(긴자 중앙회관) 입구에 청계천 관련 조감도를 

미리 패널로 준비하여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 청계천복원에 한 홍보 및 시각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했

을 뿐만 아니라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2004년 8월 16일~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회 아시아

토목학회에 참가한 300여명이 청계천 홍보관 관람 및 청계천복원 현장을 견학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한 도쿄의 니혼바시 가와에 있는 고가도로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복원에 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지만 

답보상태인 반면 서울의 청계천은 짧은 기간에 추진력 있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으

며 이러한 점을 본받고자 하였다. 

(8) 제22차 UIA 이스탄불 총회 국제전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 등 서울의 친환경적이고 변화된 현재와 미래의 약동적인 모습 등을 홍보하기 위

해 UIA4) 총회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표하여 전시에 참가하였다.

서울시 전시

• 전시기간 : 2005년 7월 3일~2005년 7월 10일 

• 전시위치 : 이스탄불 시 congress valley내 국가관(군사박물관)

• 전시규모 : 50㎡ (2m × 25m)

• 전시내용 : 청계천복원사업 등 도시 중심에 복원되는 하천의 의미와 도시 개발사업의 친환경 관

리모델 제시

• 전시구성 : 그래픽 패널, 청계천모형 및 영상으로 구성

<그림 3-1-78> 이스탄불 전시모습

  

4) UIA는 세계 100개국, 130만 명의 건축가를 대표하는 공식조직으로서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건축과 도시환경에 관한 토론의 장을 펼치고 있
다. 2005년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Cities : Grand Bazaar of Architectures"을 주제로 7월 1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었다. 2005년 이스탄불 UIA 
총회는 약 8,000여명의 전 세계 건축가들이 참여했으며, 회의 이외에도 세계 주요도시들의 전시박람회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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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9> 이스탄불 전시관람객

  

(9)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 건축비엔날레

서울시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국제 건축비엔날레 전시회에 참가하여 청계

천복원사업으로 인한 서울의 역사ㆍ문화, 환경생태의 복원의지와 노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였다. 

전시는 2005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의 공식전시를 비롯하여 9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순회전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건축비엔날레 개요

• 개최시기 : 2005년 9월 21일~2005년 10월 5일 

• 개최장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주관자 : 아르헨티나 건축가협회

• 주제 : 세계 도시 항구의 하안지역 재건 (큐레이터 : 리니오 브르토메소)

• 전시형식 : 이동전시

서울시 전시

• 전시규모 : 70cm × 100cm 크기의 패널 8개를 이용하여 전시내용을 제작하고, 전시는 현지 조직위

원회에서 전시

• 전시내용 : 청계천복원사업

• 소요예산 : 1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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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0> 부에노스아이레스 전시모습

  

(10) 라이트박스 활용 홍보

홍콩, 북경, 간사이, 상해 등 아시아 주요 국제공항 등을 비롯한 해외 국제공항에 라이트박스를 활용하여 

청계천복원 이후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을 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고 청계천을 관

광상품화하여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청계천복원준공기념식 -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2005년 10월 1일 드디어 암흑 속에 묻혀 있던 청계천이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2003년 7월 1일 공

사의 첫 삽을 뜬 5.84km의 청계천복원공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의 교통 란을 

예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교통문제와 청계천 노점상 문제 등 많은 산고가 있었지만 서울시와 관계

자,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청계천은 2년 3개월간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1) 청계천축제추진반 구성

2004년 7월 19일 수립된 ‘2005 청계천축제 기본계획’에 따라 2004년 11월 1일 서기관을 반장으로 하는 임

시조직인 ‘청계천축제추진반’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조직은 조직결성 당시 반장1명, 팀장1명, 직원2명 등 

총 7명으로 출발하였고, 추후 팀장1명, 직원7명이 발령 및 지원근무 형태로 보강되어 총 15명의 인력으로 

‘청계천축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두개 팀의 업무 중 행사1팀은 국내행사를 전담하고 행사2팀은 국제포럼 행사를 전담하여 보다 세분화된 

업무추진으로 효율성을 기하게 되었고 ‘청계천축제추진반’은 청계천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행사 실행에 

따른 후속조치완료 시점인 200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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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관업무

행사1팀

 ∙ 청계천 축제 행사 계획수립 및 조정

 ∙ 청계천복원 기념식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청계천 축제 축하공연 기획 및 조정

 ∙ 청계천 축제 연계행사 총괄 조정

 ∙ 기념품 제작ㆍ관리

 ∙ 청계천 명소 만들기 등 시민참여 사업지원

 ∙ 언론매체 활용 청계천 홍보

행사2팀

 ∙ 세계도시 시장 포럼 실행 계획 수립 및 조정

 ∙ 세계도시 시장포럼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민간단체 참여 추진 및 대외기관 후원협의

 ∙ 서울선언 준비에 관한 사무

 ∙ 청계천 축제 인쇄물에 관한 사무

 ∙ 청계천 축제 홍보관련 홈페이지 운영

표 3-1-30. 청계천축제추진반 팀별 소관업무

2)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개요

‘청계천 새물맞이’행사는 흔히 준공식 하면 떠올리는 테이프커팅처럼 관행적인 행사를 탈피해 전국의 표

적인 하천에서 채수한 물을 서울광장에 안치하는 전야제 행사와 전통의식 위주의 합수 및 통수 퍼포먼스

로 진행됐다.

‘청계천 새물맞이’는 죽어가는 청계천 물줄기를 살리고 잃어버렸던 이 땅의 정기를 되찾아 물길을 중심으

로 삶을 이어온 한국의 맥을 잇는 의식이라는 의미가 있다. 청계천복원이 단순히 하천을 되살리는 작업

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을 되살리는 삶의 터전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해 우리 

민족의 터전인 한반도의 전역에서 채수된 물을 모아 청계천에 물을 흐르게 하는 행사이다.

(1) 축제 총괄

• 기간 : 2005년 10월 1일~10월 3일(3일간)

• 장소 : 청계광장, 서울광장 및 청계천변 일

• 슬로건 : 열린청계 푸른미래

• 축제의 구성 : 23개 행사(시 주관 18, 민간참여 5)

  - 메인행사 : 3개 행사

        · 청계천 새물맞이(10.1), 서울세계도시시장포럼(9.30~10.1), 투자환경설명회(10.9~10.12)

  - 문화행사 : 8개 행사

     · 청계천 새물맞이 콘서트(전야제), 정명훈과 시향공연, 청향 새물맞이 콘서트, 국악 한마당, 

7080추억콘서트,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행사, 조선시  과거제 재현행사, 청계천 거리예술공연

  - 전시행사 : 3개 행사

        · ‘2005 청계천을 거닐다’전시회, 청계천 문화관 개관전시회, 청계천 옛모습 사진전

  - 기타행사 : 4개 행사

        · 시민걷기 회, 청계천~한강 마라톤 회, 복원기념 빅세일, 청계천사랑 음식 한마당

  - 민간참여행사 : 5개 행사

        · 한독연합 건축전시회, 꽃예술 장식, 환경설치작가 작품전시, 청계천 디자인메이드, 청소년 맑은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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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1>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 모습

  

 <그림 3-1-82> 청계천 새물맞이에 부쳐-(준천사) 낭독모습               <그림 3-1-83> 어린이대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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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84> 정명훈과 서울시향공연              <그림 3-1-85> 환경설치작가 작품전시

     <그림 3-1-86>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             <그림 3-1-87> 청계천-한강 마라톤대회

      <그림 3-1-88> 청계천 맑은 물놀이                      <그림 3-1-89> 꽃예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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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90>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행사                <그림 3-1-91> 7080 추억콘서트

  

• 참여 방문자 현황 (10.1~10.3)

계 10.1(토) 10.2(일) 10.3(월)

약 173만여명 58만명 63만명 52만명

표 3-1-31. 청계천축제 참여방문자 현황

• 인력지원 현황 (10.1~10.3)

      -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구분 계 시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자 경찰

인원 4,226명 1,220명 446명 218명 2,342명

표 3-1-32. 청계천축제 인력지원 현황



III.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

234

(2)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구성

구 분 9월 30일(금) 10월 1일(토) 10월 2일(일) 10월 3일(월)

메인

행사

청계광장
청계천 새물맞이

(18:00~20:00)

롯데호텔

서울세계도시시장포럼 (SWMF)

     9.30(금) 09:00~19:30

     10.1(토) 10:30~16:50

COEX
투자환경설명회

(10월9일~12일)

문화

행사

서울광장
청계천 새물맞이 전야제

(19:30~21:30)

서울국악한마당

(19:00~21:30)

서울시민과함께하는

7080 추억 콘서트

(19:00~21:30)

세종

문화회관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새물맞이 콘서트

(19:30~21:30)

정명훈과 서울시향, 

새로운출발

(19:30~21:30)

청계천 변등

청계천-한강

마라톤 대회

(09:00~13:00)

청소년 맑은물놀이

(14:30~21:00)

청계천

시민 걷기대회

(10:00~12:30)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

(10:00~17:00)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행사

(14:0~21:00)

청계천 거리예술공연(거리화가, 마술, 퍼포먼스, 연주 등)

(10.1~연중 상설공연 - 14:30~17:30)

전시

행사 

및 

기타

서울광장 청계천 옛 모습 사진전 (10.4~11.3)

시립미술관 ｢2005 청계천을 거닐다｣전시회 (9.28~10.30)

광화랑 청계천복원기념 한독 연합 건축전시회 (9.29~10.4)

청계천

인근

청계천복원기념 빅세일 (10.1~10.8)

청계천 사랑 음식한마당(10.1~10.3)

청계천문화관 청계천문화관 개관 전시회 (9.26~10.13)

청계천 인근

환경설치작가 작품전시(10.1~10.15)

꽃예술장식(10.1~10.25)

청계천 디자인메이드 2005(10.1~10.25)

표 3-1-33.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구성 개요

(3) 복원기념식 행사구성 및 진행

행사 개요

• 일시 : 2005년 10월 1일(토) 18:00~20:20

• 장소 : 청계광장(광화문사거리 청계천시점부)

• 참석자 : 통령 내외, 국회 및 정부 초청인사, 외교사절, 해외도시시장, 청계천상인, 공사관계자,

청계천 지역주민, 일반 시민 등 4,025명(초청 상 6,584명의 61%)



제1장 청계천복원사업의 홍보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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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2> 행사장 배치도

  

행사 진행

•  ∼ 18:00
  - 초청자 입장 완료

•  17:30 ∼ 18:00 (30')
  - 행사안내 및 사전홍보 영상

•  18:00 ∼ 18:20 (20') 
  - 팔도 채수 퍼레이드 : 서울광장 ~ 청계광장

  - 퍼레이드 청계광장 입구 도착 후 기

<그림 3-1-93> 팔도 채수 퍼레이드 전경과 스케치

  



III.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

236

•  18:20 ∼ 18:28 (8')
  - 퍼포먼스 1 (새물길 만들기)

        퍼레이드 수레의 물항아리를 무 에 안치하고 이를 환영하는 무용

  - 물의 정령을 따라 시장 및 채수어린이 입장 후 착석

<그림 3-1-94> 퍼포먼스전경 스케치

  

•  18:28 ∼ 18:30 (2') VIP 영접 기

•  18:30 ∼ 18:31 (1')
  - MC VIP 입장 안내멘트

  - VIP 입장 : 내외분 입장 후 지정좌석 착석

•  18:31 ∼ 18:33 (2')
  - 오프닝 영상 및 MC 시장 인사말 소개 멘트

•  18:33 ∼ 18:36 (3')
  - 인사말 : 서울시장

•  18:36 ∼ 18:37 (1')
  - MC VIP 축사 소개

•  18:37 ∼ 18:40 (3')
  - 축사 : VIP 

- VIP 전면 중앙계단을 통해 무  위로 이동, 축사

•  18:40 ∼ 18:41 (1')
  - MC 축하영상메시지 소개

•  18:41 ∼ 18:45 (4')
   - 축하영상메시지 : 유명 해외 및 국내인사들의 축하 메시지 

• 18:45 ∼ 18:46 (1')
   - MC 영상 소개 멘트

•  18:46 ∼ 18:48 (2')
  - 채수영상 : 각 지역별 채수 영상 및 물길 이미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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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5> 채수지 전경
  

•  18:48 ∼ 18:53 (5')
  - 퍼포먼스 2 (새물길 잇기)

•  18:48 ∼ 18:53 (5')
  - 퍼포먼스 2 (새물길 잇기)

        한반도의 물이 모여 새로운 물길이 청계광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무용

•  18:53 ∼ 18:56 (3')
  - 합수 : 8도에서 채수된 물을 MC 멘트에 따라 VIP와 시장, VIP부인과 시장부인, 채수어린이 16명

이 순차적으로 무 에 올라가 통수항아리에 정화수(청계천), 민족수(천지,백록담), 천리수

(두만강, 소양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통일수(한강, 압록강) 순에 따라 차례로 합수

 - MC 멘트에 따라 VIP, 서울시장과 함께 무대위에 올라가 청계천 시원에서 채수한 정화수 합수 및 합수 후 객석 착석

 - MC 멘트에 따라 VIP부인과 채수어린이 1명, 시장 부인과 채수어린이 1명이 함께 무대 위에 올라가 민족수인 천지물과 백록담 

물 합수 및 합수 후 객석 착석

  ㆍ 이후 채수어린이들이 천리수, 통일수 동일방식으로 합수

<그림 3-1-96> 합수식 개념도

  

• 18:56 ∼ 18:57 (1')
  - 하늘과 땅 깨우기 

     북의 타악 효과음과 함께 통수 항아리 상승

     물의 정령이 갈래천을 잡고 무  아래로 이동하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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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7> 하늘과 땅 깨우기 개념도

  

• 18:57 ∼ 18:59 (2')
  - 통수

 - 관객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VIP 내외분, 서울시장 내외분, 채수어린이와 함께 통수항아리에 연결된 갈래천을 당김

  ㆍ 항아리의 물이 쏟아지면서 청계천 방수 및 소망벌룬 상승 

 - VIP 내외분, 서울시장 내외분, 채수어린이 모두 객석에 착석하여 청계천 낙수 및 시스템 쇼 관람

<그림 3-1-98> 통수식 전경 및 스케치

  

• 18:59 ∼ 19:00 (1')
  - 통수 장면 관람 후, 객석에서 일어나 MC 멘트와 함께 VIP 퇴장 (시장 영송)

• 19:00 ∼ 19:09 (9')
  - 어린이 합창 공연 : 신희범,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팔도 어린이합창단

  - 무  위와 팔도 호안에서 동시 진행

  - ‘청계천에 놀러가요’, ‘우리친구 청계천’외 1곡 공연

 - 어린이합창 시작되면 서울시장내외, 3부요인, 각 당 대표, 시도지사 등과 함께 팔도호안으로 이동 및 관람

 - 서울시장 내외, 3부요인, 각 당 대표, 시도지사 등과 함께, 팔도 호안에 희망의 동전을 던짐

 - 서울시장 내외 등 일행 청계광장으로 이동하여 좌석 착석



제1장 청계천복원사업의 홍보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239

<그림 3-1-99> 통수식 축하연 모식도

• 19:09 ∼ 19:16 (7')
  - 북의 향연 : 삼성무용단의 북공연

  - 무  및 팔도호안 난간 동시 진행

• 19:16 ∼ 19:18 (2') 
  - MC 축하공연 오프닝 멘트 및 보아 소개 멘트

• 19:18 ∼ 19:35 (17')
  - 가수공연 1 (보아) : ‘서울의 빛’외 2∼3곡 공연

•  19:35 ∼ 19:36 (1')
  - MC 인터뷰 소개 멘트 

• 19:36 ∼ 19:39 (3')
   - 유명연예인 인터뷰 영상 : 안성기, 노홍철, 박경림, 박수홍

• 19:39 ∼ 19:43 (4')
  - MC 오간수교 리포터 소개 멘트 (오간수교 연결)

  - 오간수교 현장 리포트 : 청계천의 새로운 명물 소개

• 19:43 ∼ 19:59 (16')
  - MC 김건모 소개 멘트

  - 가수공연 2 (김건모) : 3곡 공연

• 19:59 ∼ 20:02 (3')
  - 시민인터뷰 영상 : 일반시민 인터뷰 영상

  - 어린이 편지 영상으로 마무리

• 20:02 ∼ 20:04 (2')
  - MC 조수미 소개 멘트

• 20:04 ∼ 20:14 (10')
  - 가수공연 3 (조수미) : 2곡 공연

  - 가곡 ‘님이 오시는지’외 1곡

• 20:14 ∼ 20:15 (1')
  - MC Closing 멘트

• 20:15 ∼ 20:20 (5') 
  - 어린이합창단 및 전 출연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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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0> 축하연 주요 장면

  - 전 출연진  합창

• 19:43 ∼ 19:59 (16')
  - MC 김건모 소개 멘트

  - 가수공연 2 (김건모) : 3곡 공연

• 19:59 ∼ 20:02 (3')
  - 시민인터뷰 영상 : 일반시민 인터뷰 영상

  - 어린이 편지 영상으로 마무리

• 20:02 ∼ 20:04 (2')
  - MC 조수미 소개 멘트

• 20:04 ∼ 20:14 (10')
  - 가수공연 3 (조수미) : 2곡 공연

  - 가곡 ‘님이 오시는지’외 1곡

• 20:14 ∼ 20:15 (1')
  - MC Closing 멘트

• 20:15 ∼ 20:20 (5') 
  - 어린이합창단 및 전 출연진 등장

  - 전 출연진  합창

홍보 대책

• YTN 생방송 실시

• 청계천변 6개소 LED차량 설치 : 행사 내용 생중계

• 서울광장, 시내 주요 건물 전광판 : 행사 내용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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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세계도시시장포럼

세계도시 시장과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서울을 세계

에 알리고 청계천을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05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 동

안 서울에서 ‘서울세계도시시장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에는 서울시의 주도로 ‘서울세계도시시장포럼’에 

참가한 도시의 합의를 이끌어 서울선언을 채택, 발표하였다.  21세기형 도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에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기간 : 2005년 9월 30(금)~10월 1일(토)

• 장소 : 롯데호텔(서울)

• 주제 : 지속가능성과 도시의 재생(Sustainability and Revitalization)

• 참가규모 : 총 700여명(24개국 25개 도시)

• 후원 : Metropolis,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 행사내용

  - 세계도시시장 원탁회의(9.30, 10:00~17:00) : 참가도시별 시장 연설, 서울선언 채택

  - 전문가회의(10.1, 10:30~16:00) : 도심수변공간의 복원, 도시계획과 디자인, 신도시행정 패러다임 구현

  - 시정 프로젝트 투어(해외도시 표단) : 청계천 투어, 중교통 개편, 지역균형발전, 전자정부 구현, 한강개발

        ※ 부 행사 : 시장님 주최 환영만찬, 한상공회의소 주최 만찬,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 참가

<그림 3-1-101> 서울세계도시시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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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결과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는 당초 예상을 훨씬 상회하여 약 170여만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청계천을 추억하는 장년층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린이 등 연령에 관계없이 폭넓은 참

여가 이뤄졌으며 연휴기간이라 가족단위로 청계천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서울시에서도 축제기간중 새물맞이 및 축하음악회, 거리예술공연, 시민걷기 회, 마라톤 회 등 다양한 문

화 및 전시행사가 철저한 사전준비로 순조롭게 진행돼 시민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에 참여한 서울시민 710명(만 16세 이상)을 

상으로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만족도’에 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청계천을 찾은 시민(663명) 중 63.5%가 ‘매우좋다’ 31.5%는 ‘약간 좋은편이다’고 응답, 98.6%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1.4%는 ‘약간 불만이다’고 답했다.

불만이유는 통제가 심해서(2명), 난간ㆍ징검다리 등이 위험해 보여서(2명),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

아서(1명), 기 에 못 미쳐서(1명), 교통불편(1명), 안내요원 부족(1명), 차량통제 미흡(1명), 공간협소(1명), 

조명이 어두워서(1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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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청계천 홍보 전략의 평가 및 POST 청계천 마케팅 추진

인구 천만이 넘는 거 도시의 중심부에서 환경과 문화, 교통, 주변 재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아

우르고 있는 규모 하천복원공사가 짧은 기간 안에 순조롭게 시행되면서 21세기 환경친화적, 인간중심적 

도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사례로 자리 잡게 되는 데는 서울시의 다양한 홍보 전략의 역할

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는 단계별․타깃별 전략을 통해 청계천복원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한 시민 홍보활동을 수행하

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전 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변화의 주체로 참여하게

끔 적극 유도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에 한  시민 공감 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으며 선진사례로서 청계천복원사업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었다. 

청계천축제 3일 동안 청계천을 찾은 내ㆍ외국인들이 170만 명을 넘었으며, 개장 두 달 만에 천만 명을 돌

파할 정도로 청계천에 한 관심은 뜨거웠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정착시키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해 본

격적인 청계천 마케팅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청계천 마케팅을 통한 환경생태도시 서울의 이

미지를 확립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청계천을 통한 서울 브랜드 홍보에 노력하며 서울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계천 CI를 통합하여 각종 홍보물, 기념품 등 디자인에 활용함으로써 이미지 브랜드, 상품 브랜드, 공간 

브랜드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청계천에 문화행사를 정기, 정례화하여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을 추진하고, 

청계천 주변 민간과 Co-Marketing을 함과 아울러 청계천 마케팅을 위한 기관간 역할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청계천 활용 상품화를 적극 추진하여 서울의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통한 서울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꾀

하고 있다.

<그림 3-1-102> 청계천 공식 CI 및 로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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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제1절 청계천복원사업과 갈등

1. 지역개발사업의 성격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개발문제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두되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국가차원의 문제보다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문제에 보다 관심을 지니게 하고, 

그러한 관심이 일반적으로 지역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은 지역이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듯

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개발내용을 띠고 그 범위도 매우 포괄적

이다. 그것은 물리적·공간적 실체로서 지역의 인적·물적 개발과 자원과 공간의 개발을 포함한다. 따라

서 지역개발은 일정지역을 상으로 하여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자원을 최 한으로 이용하고 개발하여 생활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총체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총칭하는 것이다(고병호, 1992; 연  도시문제연구소, 2003:104~5 재인용).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정부의 능력,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협조 등이 어우러져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호간의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역개발의 내용이나 

방향 등에 해서 상호간의 립이나 갈등이 노정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

후 지역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 관심을 더욱 많이 보이게 되고, 서로 경쟁하고 립하는 

이해의 복합체로서 지역문제에 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민상호간,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의 양상이 

복잡성을 띠게 되거나 격화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된다(박광주, 1996; 연  도시문제연구소, 2003:105 재인용). 

이러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쟁점별로 나누면 농어촌에서 이루어지는 규모개발사업과 

관련된 갈등, 도시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토지이용 또는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갈등, 각종 공해

문제나 환경보호와 관련된 갈등, 재산권행사의 제한과 관련된 갈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

계천복원사업은 성격상 도시재개발사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청계천복원’이란 청계천을 덮고 

있는 복개구조물을 뜯어내고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한 후 오염되고 말라버린 물길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청계천 주변의 낡은 시설물을 현 식으로 재개발하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이

다.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표적인 갈등의 양상은 보상과 이주를 둘러싸고 진행된다. 청계천

복원사업 역시 사업의 속성상 중심이 되는 갈등은 사업의 시행주체인 서울시와 청계천주변지역에

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간의 사업의 내용이나 방향에 한 의견의 불일치에서 야기된다

고 하겠다(연  도시문제연구소, 20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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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분정책의 성격 

정책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외

부효과에는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가 있다. 

이 중 부정적 외부효과는 미래에 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외부효과

는 정책관련집단들이 긍정적 외부효과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데, 이는 곧 정책을 둘러싼 편

익과 비용의 배분문제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할 때 긍정적 외부효과는 정책갈등이 일어나

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경우 편익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갈등의 정도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보다 심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이익에 한 

충격보다 희생을 감수하는 데 따른 충격을 훨씬 크게 느끼고 따라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익에 해서는 상 에게 양보할 수도 있으나, 불이익이나 희생에 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

는 거센 저항과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공공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 갈등을 절절히 관리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고 관련 집단 또한 더 큰 희생과 손해를 피하기 위해 차선

책을 택하려고 할 것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은 맑고 깨끗한 공기와 경치 등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나 혜택, 이익 등을 제공하는 성질

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분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배분정책이 갖는 이러한 혜택이나 

이익위주의 사업성격으로 인해 지역주민에 의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 사업의 정당성이 수용되는 경우에 사업의 집행주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

은 적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통의 경우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배분정책 등에 비해 상 적으로 주

민들 간의 갈등이나 마찰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원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근지역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상가주민들의 반 가 강하게 제기된 이유는 청계천복원사업이 그들에게 부의 외부효과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사업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주변상인들의 영업상의 손실이나, 악취, 그 

밖의 생활상의 불편 등 모든 바람직하지 못한 부수적 효과가 모두 부의 외부효과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

라서 일부지역 상인들은 이러한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복원사업을 적극 반 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의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3. 비선호시설(사업)의 성격

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은 혐오시설(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등), 위험시설(핵폐기물처리장 등), 공익시설(장

애인 복지시설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설의 자기지역 내 설치를 무조건적으로 반 하는 행동을 님비현

상 또는 지역이기주의라고 부른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란 국가전체 또는 다수의 공동이익보다는 자기지

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청계천복원사업이 부분의 서울시민에게 맑은 공기와 친환

경적인 공간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선호사업에 속하는 이유는 일부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집단에게는 심각한 불편이나 재산가치의 하락, 영업상 손실 등 각종 금전적 손실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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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집단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정

당성이 수용될 수 있는 반면 특정 집단에게는 비선호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시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의 성

격과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의미에서의 배분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동시

에 한편으로는 일부주민들, 특히 복원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세입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생활상의 불편

이나 영업상의 손실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사업

을 집행하는 서울시와 상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간에 갈등이 야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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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야별 갈등관리와 대책

1. 상인

1) 청계천복원사업의 상인대책

청계천복원사업의 상인 책은 청계천부근 지역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세입상인들과 노점상으로 구분하

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계천변의 상인 책에서 청계천 주변 상권 책의 기본방향은 현재의 청계

천로 도로폭원 이내로 한정하므로 주변 건물 철거나 영업장소 침해가 없이 종전 로 청계천 주변 영업활

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주변 상인들의 요구사항에 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수용하는 방향으

로 추진하고, 동시에 이해관계인별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해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되었다. 이렇게 논

의된 청계천복원사업의 상인 책 기본방향은 계속영업을 희망하는 업종과 이주를 희망하는 업종 두 부류

로 나뉘는데, 계속영업을 희망하는 업종에 해서는 영업 불편 최소화 책과 상권 활성화 책(재개발 

등)을, 이주를 희망하는 업종에 해서는 이주지원 책(표 3-2-1 참조)을 따로 마련했다. 

상인대책 주요내용

영업불편 최소화 대책

· 공사구간을 청계천 도로폭 이내로 한정 

· 청계로 양쪽에 2차로 및 조업공간 확보 

· 동대문운동장에 주차장 설치, 공사기간 중 무료 셔틀버스 운행 

청계천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

· 건물 리모델링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무상지원(8억원까지)

· 시장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 사업비 융자 지원(100억원까지)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향후 4년간 3,600억)

· 서울시 공용물품 청계천주변에서 우선 구매

· e-청계천 사업

이주희망 업종에 대한 대책
· 상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 행정적, 재정적 지원 

· 문정지구 15만평 규모의 유통단지 조성 추진 

기타
· 청계천상인자녀 장학금 지급

· 청계천 상인 mind 변화 강연

표 3-2-1. 청계천 상인대책 

노점상의 경우 도로나 시장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노점활동은 어느 나라나 체로 불법으로 간주되며, 단속과 처

벌이 보편적인 접근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노점상에 의한 상행위는 도로관련법에 의해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로서 노점활동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취업기회제공, 시민편의의 제공, 

관광자원화 등 부수적인 사회정책적 효과로 인해 합법적 경제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장

기적으로는 도로상의 상행위를 통제해 일부는 집단화하거나 공식적인 상업기구로 전환시키고 일부는 제한된 장

소에서만 잠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노점상은 한시적으로만 합법화

할 뿐, 기본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이며, 이렇게 볼 때 노점상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편적인 시

각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각에서 서울시는 노점상에 한 일체의 보상이나 정책적 고려는 필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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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무료주차권 

(1) 영업불편 최소화 대책

①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개설

청계천지역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과 상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동 문운동장을 형주차장으로 설치하였다.

• 규모 : 버스 60 , 승용차 484

• 요금 : 버스 무료, 승용차 30분 2000원

• 시행 : 2003년 4월 1일

② 화물조업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상가별 특성을 고려하고 화물조업주차장에 한 상인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하였다.

• 화물조업주차장 폐지 : 평화시장, 신평화시장 앞

• 운영시간 확  : 동평화시장, 청평화시장, 신발상가 앞 주차장 24시간 운영

• 상가전용 주차구획 제공 : 세운상가, 동평화시장, 청평화시장, 신발상가에 3~4면씩 상가전용 주차구

획으로 제공

• 시행 : 2003년 8월 11일

③ 주차장 요금 할인

청계천 주변의 형주차장을 상으로 청계천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차량의 주차장요금을 할인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주차장명 주차규모 이용시간대 무료 주차권 배부 대상 상가

동대문운동장주차장 484대 주·야간 초기 2시간
동화상가, 홍인스타덤, 덕운, 남평화시장, 광희패션몰, 에리어식스, 아

트플라자, 통일, 제일평화시장, 청평화시장, 동대문운동장, 스포츠, 동

대문신발 도매시장

동신상가, 청오시장, 현대세운상가, 대림, 청계, 광장시장

종묘지하주차장 1418대 야간 초기 1시간

훈련원주차장 924대
주간 초기 30분

야간초기 1시간

표 3-2-2. 청계천 무료주차권

• 시행방법 : 무료주차 쿠폰 발행 후 상가별 배분

• 시행시기 : 2003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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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청계천 무료 

셔틀버스 

④ 주차장과 상가를 잇는 무료셔틀버스 운행

청계천상가를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청계천주변 형주차장과 청계천 각 상가를 연결하는 무료 셔틀

버스를 운행하였다.

- 운행구간 : 형주차장(동 문운동장, 종묘, 훈련원)과 주요상가 연계

- 운행노선 : 3개노선(총연장 11.6km)

노선번호 운행경로 대수 운행거리 소요시간 정류소 배차간격 운행시간

제1노선

(청계3~5가)

종묘주차장→종로5가→청계4가→아세아전

자상가→청계3가
2대 2.2㎞ 20분 9개소 10분 6:00~24:00

제2노선

(청계3~6가)

훈련원주차장→을지로3가→청계3가→평화시

장→동대문운동장
3대 3.5㎞ 30분 16개소 10분 11:00~3:00

제3노선

(청계5~7가)

동대문운동장→동평화, 청평화시장→황학동→신당역

→동대문운동장역→동대문종합상가→훈련원주차장
3대 5.9㎞ 36분 19개소 12분 11:00~3:00

표 3-2-3. 무료셔틀버스

• 운영시기 및 기간 : 2003년 6월 15일 ~ 2003년 12월 31일

<그림 3-2-3> 무료셔틀버스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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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계천주변 상가 정상영업 관련 홍보 현수막 게첨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로부터 청계천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청계천 주변상가의 공사중 정상영업 중임

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첨을 요구하는 민원에 하여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수막을 제작 구매하

여 게첨하였다. 

<그림 3-2-4> 청계천 주변 상가 정상영업 관련 현수막 문안 

• 설치개요

  - 설치지역 : 황학동 및 수표동 지역

  - 설치규격 : 3종 11개(세로형 : 5, 가로형 : 6)

  - 내용 : 청계천상가는 정상영업중이며, 조업주차 및 차량통행이 가능합니다.

• 세부설치내역

품격 규격 수량 설치위치

현수막(세로형) 15*1.5m 4 - 황학동 상가 : 4

현수막(세로형) 12*1.5m 1 - 수표동 상가 : 1

현수막(가로형) 12*1.2m 6
- 황학동 상가 : 2

- 수표동 상가 : 4

표 3-2-4. 청계천주변 상가 정상영업 관련 홍보 현수막 게첨 세부설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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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 주변 상권활성화 대책

① 경영안정자금지원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유지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저리

로 특별 융자 지원하였다. 

• 융자 상 : 사업자등록을 필한 청계천 주변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한도액 상향

  - 경영안정자금 : 3,000만원 이내 → 5,000만원 이내

  - 시설자금 : 4억 원 이내

• 융자이율 인하 : 연리 5.5% → 4.5%
• 융자조건 완화

  - 평가기준 완화 및 부채비율 적용배제

  - 보증심사 기준완화(중복보증 허용 등), 융자절차 간소화 등

• 소요자금 별도확보 : 2,600억 원(4개년 지원) → 청계천 주변상인 상자금

  - 경영안정자금 : 1,800억 원

  - 시설자금 : 800억 원

• 전담창구 개설 운영

  - 서울신용보증 재단 동 문지점에 전담창구 마련

• 시행 : 2003년 6월 20일

•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지원건수 지원액 비고

2003년 1,566 49,946 2003. 6월 이후

2004년 721 21,749 -

2005년 44 1,333 2005. 3월 까지

계 2,331 73,028 -

표 3-2-5. 경영안정자금지원 연도별 지원현황

 

② 재래시장 리모델링비 등 환경개선 사업 지원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계천복원으로 인한 주변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다. 

• 지원금액 : 1개 시장 당 사업비의 80%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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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 시 및 구비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

  - 중소기업청의 예산지원규모를 감안하여 연차별(4개년)로 추진

  - 구비 부담금은 청계천복원사업의 상인 책중의 일환인 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되어 자치구 

예산규모에 비하여 부담액이 과다하므로 구비부담액에 하여 시비지원(특별교부금으로 지원)

• 지원 상 및 추진방법

  - 신청시장현황(2003년) : 청평화시장 등 20개 시장(중구소재)

종로지역

(7개시장)
광장시장, 동대문종합시장, 동문시장, 종로세운상가, 신진상가, 동대문종합시장 D동, 종로세운상가 가동

중구지역

(13개시장)
평화시장, 신평화시장, 동평화시장, 청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방산종합시장, 에어리어식스, 광희시장, 남평화

시장, 제일평화시장, 흥인 스타덤, 덕운시장

표 3-2-6. 재래시장 리모델링비 등 환경개선 사업 신청시장현황(2003년)

  - 1차년도(2003년) 상시장은 청계천변에 직접 접한 8개시장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년

도(2004년) 추진사업은 당초 방침 로 추진하되 동 문 종합시장 D동의 경우 자체사정으로 사업

이 연기되어, 광장골목시장 추가사업을 관련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지원방법 :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단계별 지원

구분 1차(2003)년도 2차(2004)년도 3차(2005)년도 4차(2006)년도

대상시장

청평화시장

신평화시장

동평화시장

통일상가

방산종합시장

평화시장

광장시장

동대문종합시장

(8개시장)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광희시장

동대문종합시장 D동

(4개시장)

※동대문종합시장 D동은 

자체사정으로 연기되어 광장

골목시장 추가사업을 포함하

여 추진

제일평화시장

에어리어식스

신진시장

동문시장

(4개시장)

흥인시장

덕운시장

종로세운상가

종로세운상가 가동

(4개시장)

표 3-2-7. 재래시장 리모델링비 등 환경개선 사업 지원방법

③ 서울시 공용물품 청계천주변에서 우선 구매 실시

서울시는 경기침체와 복원공사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계천상가에서 공용물품을 구매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적용범위 : 서울시가 구매 사용하는 물품으로 3천만 원 미만의 범위

• 상물품 : 청계천상가에서 제조·판매되는 물품

• 구매방법 : 품목별로 상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업소와 수의계약

• 시행 : 2003년 8월 12일

• 집행실적(2003년~2005년 5월) : 10,574건, 29,01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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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e-청계천시장 홈페이지

④ e-청계천사업 

청계천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설립된 판매법인 e-CM(청계천시장 주

식회사)은 청계천의 브랜드파워를 극 화하기 위하여 청계천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법인으로 

OFF-LINE 판매를 병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청계천 전 상인이 참여하는 판매법인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e-CM이 서울시의 정책방향(청계천브랜드 파워의 활용)과 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민간

부분으로서 청계천의 중소상인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감안하여 홍보 및 사이트 안내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였다.

• 법인개요

  - 법인명 : e-청계천시장 주식회사(e-CM)

  - 설립일 : 2004년 12월

  - 자본금 : 200,000,000원

  - 설립인원 : 청계천상인 392명

• 법인의 운영방안

  - 기본방향 : 청계천상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품, 완제품, 제조 및 수리 등의 청계천 상권 특성을 살린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교민회를 통한 청계천 상권을 세계화

  - 국내 판매망 구축 : 각 도 및 주요도시에 e-CM(청계천시장주식회사) 총판 운영으로 구매 및 홍보 

활동 강화 → 청계천 상권내의 상인들의 물품 구매 및 회원화

  - 해외 판매망 구축 : 세계 133여개 나라에 진

출한 교민회를 에이전트화(세부 추진 중)

• 운영계획

  - 전자상거래시스템 오픈 : 2005년 7월 예정

        ※ 홈페이지 : www.e-cmkorea.com

  - 오프라인 영업 : 콜 센터 운영으로 구매 및 

판매활동 중

(3) 이주희망 업종에 대한 대책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청계천 인접 이주희망업체들을 위해 전문상가를 조성하고자 하

였다. 이에 약 62,000업체의 청계천 상인중에 7,000업체가 이주할 것이라 예상하고 동남권 유통단지 조

성계획의 당초 7.8만평에 청계천상인 이주단지 1.2만평의 합해 총 9만평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

상과정에서 상인들은 청계천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9만평 이상의 이주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257

“청계천은 종합상권으로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아이템이다. 교통, 시설, 물류 

등 모든 것이 안 좋고 최신식 유통센터가 외부에 많이 지어졌지만 계속해서 선두주자가 될 만큼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주를 한다면 이러한 네트워크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주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서울시가 처

음 제시한 안은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계획안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없었

다. 하지만 전체상권이 이주할 수 있을 만큼이 토지가 제공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 들

어 이주에 관해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수 있었다.”

- 상인대표 B의 인터뷰 중에서 -

“처음에는 이주에 관해 협상을 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간접 보상식으로 15만평을 개발해주겠

다고 이야기를 하고 비록 15만평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울시가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은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협상을 하였다.”

- 상인대표 F와의 인터뷰 중에서 -

결국 서울시는 상인과의 협상을 통해 이주상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 등을 고려하여 송파

구 문정동에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게 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개요

- 위치 : 송파구 문정동 280번지 일  약154,603평(515,084㎡)

- 이주단지 부지규모 : 총 25,365평(83,852㎡)

- 조성시설 : 청계천에서 이주할 6,138점포와 관련 편의시설

- 용지공급 : 분양

- 개발방식 : SH 공사에 의한 공공개발

② 추진현황

- 2003년 6월 21일 : 서울시장과 상인 표 면담 및 이주단지 조성 합의 

- 2003년 6월 25일 : 이주단지 조성관련 서울시 기본방침 통보 

- 2003년 11월 15일 : 이주단지조성 추진 시장방침(No.797)

· 청계천상가 이주단지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이주단지조성업무 추진체계 조정

· 선진국 전문상가 시찰

- 2003년 11월 18일 : 이주단지조성관련 관계부서 회의

- 2003년 12월 12일 : 문정지구 종합상가 조성업무협의회(1차)

- 2003년 12월 23일 : 문정지구 종합상가 조성업무협의회(2차)

- 2004년 1월 15일 : 문정지구 종합상가 조성업무협의회(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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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월 12일 : 문정지구 종합상가 조성업무협의회(4차)

- 2004년 7월 15일 : 청계천상가 문정동 이주 상자 선정계획 방침

- 2004년 7월 19일 : 제1차 이주심의 위원회1) 개최 (업종, 자격기준 등  심의)

- 2004년 7월 29일 : 제2차 이주심의 위원회 개최(모집공고 확정)

- 2004년 8월 16일~ 9월 15일 : 이주신청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실시 → 접수인원 : 6,390건

∙ 시간적 기준 : 2003년 7월 1일 현재

∙ 공간적 기준 : 원칙적으로 청계천로에 직접 접한 업종 및 상가 

∙ 업종별 기준 : 전문상가 조성을 목적으로 50명 이상의 동종업종 단위

∙ 영 업 기 준 : 2003년 7월 1일 현재 영업중(사업자등록 등)이면서 이주 전문상가로 실제 이주할 자(1인 1건만 가능)

                → 심사의 중점은 개인자격(시간, 공간, 영업 기준 등) 및 이주업종 적합여부 임 

표 3-2-8. 이주단지 업종 및 입주대상자 - 관련 공고내용

- 2004년 11월 8일 ~ 2005년 2월 : 이주신청자 현장실태 조사 실시

- 2005년 2~3월 : 전문가 자문 및 상인 의견수렴, 이주심의위원회 개최(4회)

- 2005년 6월 : 청계천 이주 상자 심의 선정(총 6,138명)

· 의류·신발(31%), 산업용재(판매, 26%), 전기·전자(26%), 산업용재(제조, 8%), 생활용품(8%)

③ 업종 선정 기준(안)

  - 선정기준 관련 공고 내용

대상 내용

동일업종 범위 전문상가단지를 조성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청계천변에 직접 접한 50명 이상의 동종 업종 단위로 구성

대상업종 업종 선정시 청계천에서 계속 영업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종은 이주대상에서 제외

기타 지역여건이나 업종의 특성상 이주의 필요성이 특히 인정되는 경우 이주대상 에 포함 

표 3-2-9. 이주단지 선정기준 관련 공고내용

 

  - 신청자 분류 현황 →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분류로 구분 

1) 이주심의위원회는 총 10인(시공무원2, SH공사1, 상인대표3, 외부전문가4)으로 구성되며 이주대상자 선정기준심의, 이주업종 및 대상자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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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신청현황

5개 분야 6,390

산업용재 1,645

전기전자 1,670

산업용재(제조) 500

의류/신발 1,973

생활용품/기타업종 602

표 3-2-10. 이주단지 신청자 분류현황 

④ 개인자격 심사 기준(안)

분야 대분류 세분류 비고

1. 지역적 범위
1) 청계천 양 블록

2) 청계천 지역 외 비대상

↓

2. 시간적 범위

1) 2003. 7. 1일 현재 영업 

2) 2003. 7. 1일 이후 영업
① 근거자료 제출자 심사대상

② 근거자료 미제출자 (비대상) 비대상

↓

3. 신청자 

적격유무

1)신청자격 

① 본인 명의

② 가족명의 신청 (부부, 부자, 형제자매 - 호적상 동일)  

③ 자격 미비자 신청 비대상

2)신청유형

① 1점포 2인 이상 신청 (재임대 및 공동사업자 포함)

② 1가구 2인 이상 신청

③ 1인 2점포 이상 신청 (2건 이상) 비대상

3)형태관련
① 노점 및 영업장 미비자 신청 등 기타

② 취하원 제출 비대상

↓

4. 영업 기준

(사 업 자 

등록여부)

1) 사업자 등록증 有

2) 사업자 등록증 無

   (임대차 계약서 有)

① 본인명의 근거서류 구비

상인의견 수렴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② 가족,상호로 근거 서류 제출 

③ 전 소유자 명의 근거 서류 제출

④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확인 (금융기관)

⑤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확인 (임대인)

⑥ 전기등 공동사용 확인

⑦ 본인(인근상인) 해명서 제출

⑧ 임차 계약서외 근거 미비 

표 3-2-11. 개인자격 기준 총괄표

⑤ 세부 검토 사항

• 지역적 범위

- 원칙적으로 청계천로에 직접 접한 상가 및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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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축
남북축

비고
종로방향(북측) 중구방향(남측)

동아일보 ~ 신답철교(고산자교)
종로 - 흥인문로 사거리 

- 신설동 사거리 - 하정로

을지로 - 동대문운동장역 

- 신당역-왕십리길

청계천

양블럭

표 3-2-12. 이주단지 지역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3년 7월 1일(사업자 등록 등 기준)

• 신청자 적격 유무

- 신청자격 관련 → 2003년 7월 1일 현재 실제영업한 자

- 신청유형 : 본인, 가족명의, 자격 미비자 신청

- 현황자료 분석 

• 가족 명의 신청(특수한 신분관계 - 민법상 가족) 

• 자격 미비자 신청 : 종업원 등

- 중점토의 사항 

• 가족 명의 신청의 경우 적정 여부

• 신청유형 관련 → 1인 1건 신청에 한함

- 현황자료 분석 

· 1인 2건 이상 신청

ex1> 1가구 2건 이상 신청 : 동일 가족(직계 존비속)이 청계천변에 2점포 이상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소유로 되어 있어 동일가족이 2건 이상을 신청한 경우

ex2> 1점포 2건 이상 신청 : 동일한 점포에 2인 이상이 영업하면서 1점포에 2건 이상 신청한 경우

와 원임 자가 점포 일정 부분을 재임 하여 2건 이상 신청한 경우

• 신청형태 관련 → 청계천변에 영업하면서 실제로 이주하여 영업할 상가

- 현황자료 분석 

· 영업장 미비자 : 영업장은 없으나 전자 상거래 등으로 영업한 경우 및 명백한 거주지 

및 창고로만 사용되어 영업장소로 적당하지 않는 경우

· 취하원 제출자 : 본인의 의사에 의해 신청을 취하한 경우

• 사업자 등록여부

- 사업자 등록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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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7월 1일 현재 청계천에서 영업중(사업자등록 등)인자

    ·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영업사실을 증명할 경우 심사에 의하여 상자 선정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유형 

       · 관련 증빙서류 (200년 7월 1일 현재 영업여부 확인 서류)

       · 근거서류 제출별 유형

유형 비고

본인명의 근거서류 구비 본인명의로 전화·전기 등이 객관적으로 사용한 근거가 인정된 경우

가족, 상호명으로 근거 서류 제출 가족, 또는 상호명으로 전화·전기 등이 객관적으로 사용한 근거가 인정된 경우

전 소유자 명의 근거 서류 제출 전소유자 명의로 전화·전기 등이 객관적으로 사용한 근거가 인정된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확인

(금융기관)
임대인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입금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증명이 완비된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확인

(임대인)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 지급 영수증이나 납

부확인서를 임대인이 확인하여 준 경우

전기등 공동사용 확인 청계천 상가의 특성상 전기나 전화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원 소유자가 공동사용 했음을 인정(확인)해준 경우

본인(인근상인) 해명서 제출
객관적인 사실증명은 없으나, 장기간 본인이 영업했고 인근 주변 상인들이 확인하는 등 관련 해명서를 

제출한 경우

임차 계약서외 근거 미비 임차계약서외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 한 경우

표 3-2-13. 이주단지 근거서류 제출별 유형

  

• 기타 관련 증빙서류 적정 여부

  - 정부에서 주관한 2003년 사업체 통계조사 (2002년 12월 기준)시 조사된 영업장 

  - 황학동 삼일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하여 소음피해 등을 건설업체가 보상한 근거로 영업여부를 판단하는 방안

  - 2003년 상반기 중 청계천복원사업 반 의사를 정부 각 부처 등에 제출하기 위한 연명부(서

명명부)에 신청 상가( 표)등이 포함된 경우 

⑥ 이주대상자 선정결과 : 총 36개 단체 6,048명 선정(94%)

  - 개인자격 심의결과(1차~3차 이주심의위원회) : 250명 제외

     · 심의기준 : 공간·시간 등 적격여부

  - 이주업종 심의결과(4차 이주심의위원회) : 92명 제외

     · 음식점, 부동산, 슈퍼마켓 등 서비스업종 제외 

(4) 기타

① 청계천상인자녀 장학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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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공사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고교생 자녀들에게 수업

료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4년 5월 14일부터 6월 13일(30일간)까지 상인단체 및 

협회, 비단체 일반상인일 경우 해당구청 및 본부에서 직접 접수하였고 총 335명(21개상) 중 42명을 제외

한 293명이 지급 상자로 선정되었다.

• 추진근거

  - 시장 지시사항 (2004. 5. 4) - 청계천상인 표 면담시 (본부장방침 56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 시장지시사항 제54호(2003. 11. 3)

• 기본방향

  - 청계천 상인 자녀중 고교생을 상으로 하되, 장학금 지원 상자 및 지원기준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 소요 재원은 SH공사에서 우리시에 출연한 사회복지기금인 “청소년복지계정”에서 기금 확보

  - 지급받은 학생은 10년 후 자신이 재학한 고교에 장학금으로 기부 권고

• 2004년도 청계천상인자녀 장학금 집행 : 294명, 401백만 원

② 청계천 상인 마인드(Mind) 변화 강연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활성화, 친환경적인 상권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청계천상권 경쟁력 제

고를 위해 청계천 상인들을 상으로 유통·전자상거래·물류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였다. 

2004년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강연에서는 디지털시 의 유통환경의 변화와 

전망, 전문상가의 유통현황, 문제점, 책, 재래시장의 생존 및 발전전략, 인터넷(Internet) 전자상거래등 

상거래 변화 정보에 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상 : 청계천 상권 내 업종별·상가별 그룹(group)화 강연

     - 세운상가, 공구상협회 등 청계천 주변 주요 15개 단체 1,850여명 

• 장소 : 청계천 인근 다중 집합시설(청소년수련관, 국일관 등) 

     -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 공공장소 확보

    ※ 상인들의 관심사항인 동남권 유통단지 이주설명회 동시 개최  

• 강연결과 :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강연개최 취지나 강사 및 강연주제 선정에 하여는 긍정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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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실제 강연장에서는 상가단체 지도부나 젊은층 중심의 일부 상인들만 호응하고 부

분의 상인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

2) 상인분야의 갈등과 쟁점

(1) 이해당사자별 의견 및 쟁점

① 서울시

  - 청계천변 상인(청계천상권수호 책위원회, 의류상가 책위원회)에 한 서울시의 입장 : 서울시는 

상인들이 현실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손실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복원공사구간이 현재

의 도로 폭 이내로 한정되어 주변건물의 철거가 없다는 것이 복원공사의 기본전제여서 현행 법률

상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상인들은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고 경기가 침체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복

원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사

업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울시도 영업보상 불가

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안된다고 강하게 이야기 했다.(법률적으로 수용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안 된다고 주지시켰다)
- 청계천복원추진본부 협상자C 인터뷰 中 -

상인들은 청계천복원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물러설 수 없었다. 그러자 나중에는 착공을 2년 이상 연기해 달라고 하였다.
- 청계천복원추진본부 협상자 인터뷰 中 -

 

  - 청계천변 노점상에 한 서울시의 입장 : 노점상은 골목에 있으니 어떤 피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노점상은 '불법'이니 어떤 책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임.

노점상 대표 : 청계천복원 과정과 복원 후 노점상과 관련 이렇다 할 대책을 서울시는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서울시 담당공무원 : 노점상은 '상인'들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3년 6월 6일 경실련 주최 청계천복원사업 분야별 토론회 중에서)

노점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도로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점이 가로에서 영업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또한 앞으로 청계천에 환경이 바뀌면 현재와 같은 노점 상태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비

대상이자 불법이라고 보았다. 또한 노점상 = 이해당사자로 보고 시에서 직접 통제한다면 사업의 시작이 불

가능할 수도 있었다. 워낙 전국적으로 입지하고 투쟁의 역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노점상은 시정책, 전략상의 

문제로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다.
-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담당자 인터뷰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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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2)와 의류상가대책위원회3)

  - 청계천 상인들은 수십 년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청계천의 산업네트워크가 붕괴되는 현상을 

크게 우려함.

“청계천은 정부의 의도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곳으로 우리나라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주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의류, 기계, 공구, 전자제품 등이 한곳에 모여져 있는 곳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청계천에 가면 없는 게 없다’, ‘청계천에서는 탱크도 만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이 모여져 있는 종합 유통단지이다. 따라서 장시간 동안 형성된 이곳

의 유통문화를 보존해 주고 이곳을 하나의 명물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

다.”

- 상인대표 H 인터뷰 중에서 -

  - 또한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청계천복원에 따른 문제 인식(청계고가도로와 청계로 철거에 교통 혼

잡 가중,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로 상권에 부정적 영향),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장기 경기침체

에 따른 청계천 상권 전체의 영업 부진을 이유로 복원사업 반 함.

“청계천이 복원된 이후에 상가가 더 번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복원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

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 청계천을 통과하는 차량 중 대다수는 놀러 다니는 차량들이 아니라 

일을 보는 차량들이다. 그런데 공사로 교통에 불편이 생긴다면 싼 곳 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곳, 

가격은 비싸지만 가까운 곳에서 사려고 할 것이다.”

- 상인대표 F 인터뷰 중에서 -

③ 전국노점상연합회(청계천노점상생존권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

  - 청계천 인근의 노점상들은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노점상에 해서는 별다른 

책을 세워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 일 가 그간 가져온 가치에 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청계천에서 생계를 이어온 청계천 빈민들과 영세서민들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복원

에 반  입장을 취함.

  - 노점상들은 노점상 생존권을 사수하고 생계 책을 강구4)해야 하며 청계천 도깨비시장을 풍물시

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함.

2) 청계천복원으로 인해 향후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였다. 따라서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의 초
기 구성원은 세운상가를 포함하는 청계 3~4가의 상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이하 상권수호위)는 2002년 8월13일 청계
3~4가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업종의 11개 단체(세운상가 시장협의회, 산업용재공구상가협회, 아세아상가, 광도상가, 대림상가, 현대상가, 청계상가 
상우회 등) 회원수 45,357명으로 ‘청계천복원 반대’라는 목적 아래 구성되었다. 상권수호위는 상가별 자생모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내부적인 결속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원사업 발표에 따른 상인들의 반대심리 확산으로 최대 21개 단
체가 참여하는 청계천복원 반대의 대표적인 단체로 각종 활동을 주도해왔다. 

3) 청계천 상권수호대책위원회의 반대활동이 시작되고 청계천복원사업의 발표로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동대문패션타운 내 의류상가 중 청계천변에 직
접 접해 있는 3개 상가(평화시장, 신평화시장, 동평화시장)가 주변에 위치한 다른 패션상가와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복원공사 착공 시 교통 불
편으로 상가쇠퇴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2003년 4월3일 구성되었다. 의류상가대책위원회는 의류라는 동일업종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동일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단결이 잘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노점상 생존권 사수 및 생계대책 강구 : 조업주차장폐쇄에 따른 노점상 생계대책 강구, 조업주차장 토요일 주차요금 폐지, 교통질서요원을 공익요
원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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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과정

① 청계천 주변 상인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의류상가대책위원회

청계천 상권은 청계천 상인들이 스스로 청계천 상권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는 것처럼, 국내 최고의 공산품 상권으로 전국적인 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청계천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상인들 부분이 임차상인으로 종업원 시절부터 20년 이상 청계

천에서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어, 상인들 상호간의 연 성이 강하고 청계천 상권에 해 많은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계천 지역 상인들은 청계천 상권의 크기와 영향권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을 쉽게 착수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하에 청계천복원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

러나 청계천복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한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고, 취임과 동시에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추진체계가 정립되자 본격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청계천을 통과하는 청계고가도로와 청계로를 전면 철거하면 영업의 기반시설인 도로가 축소되어 교통 혼

잡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청계천복원사업 기간 중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를 비롯

한 다양한 불편을 유발하여 청계천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인

식은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청계천 상권 전체의 영업 부진과 결합되면서 청계천복

원사업에 한 반 는 상권 전체로 확산되었다. 결국 청계천 상인들은 복원반 단체(청계천상권수호 책

위원회와 의류상가 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회 등 반 활동을 시작했다. 

        <그림 3-2-6> 2003.04.24 상인시위                 <그림 3-2-7> 2003.04.24 상인시위

        <그림 3-2-8> 2003.05.22 상인시위                 <그림 3-2-9> 2003.06.11 상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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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상권수호 책위원회는 청계천복원 반 의 표적인 단체로서 서울시와의 갈등의 해소단계에서 면

담, 상인 책 협의, 홍보물 배포, 복원반  플래카드 게시, 호소문(진정서) 제출, 집회, 설문조사 발표 등 

다양한 반 활동을 진행하였다. 청계천상권수호 책위원회의 반 활동은 기존의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갈

등 응전략으로 사용했던 무조건적인 집단행동(시위, 집회)을 먼저 표출하기보다 다양한 공식루트를 병행

하는 등 반 의사를 표현하는 채널을 다양화하였다.

의류상가 책위원회 역시 시장단 면담, 상인 책협의, 관련홍보물 배포, 복원반  플래카드 게시, 호소문

(진정) 제출, 집단행동 실시 등의 반 활동을 전개하였다.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의류상가대책위원회

결성일자 2003.8.12 2003.4

대표자
2003년 7월 이전 : 이웅재

2003년 7월 이후 : 박창기
이근규

가입단체 및 

회원수

일자 단체수(회원수)

2003.1 : 3개단체 4,417명
2002.8 8개단체 2,500명

2003.5 18개단체 4,000명

2003.7 21개 단체 5,233명

성향

∙ 청계천복원반대의 대표적 단체이며, 상가별 자생모임

의 연합체 형태임

∙ 각종집회 및 반대논리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청계천변과 연접한 동대문패션타운 내 의류상가연합회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와 복원반대주도

∙ 동일업종(의류)상가들로 연대감이 강하고 주변 패션물

과 경쟁업체로 복원사업과 관련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많음

활동상황

∙ 집회실시 : 6회

∙ 호소문(진정)제출 : 3회

  ▷ 2002.12, 2003.5, 2003.8 : 국회, 중앙부처, 정당 등

∙ 복원반대 현수막 게첨 : 29곳

∙ 관련홍보물 배포 : 7회

∙ 서울시와 상인대책협의 : 7회

∙ 시장단 면담 : 3회

∙ 집회실시 : 4회

∙ 호소문(진정)제출 : 2회

∙ 복원반대 현수막 게첨 : 2곳

∙ 관련 홍보물 배포 : 4회

∙ 서울시와 상인대책협의 : 7회

∙ 시장단 면담 : 2회

기타

∙ 2003년 7월 소속회원사의 의견차이로 2개단체로 분열됨

∙ 상인대책협의회 참여 : 7명

   - 제1기 : 이웅재, 정인호, 김태구

   - 제2기 : 박창기, 이관우, 안규호, 명성근

∙ 상인대책협의회 참여 : 3명

   - 이근규, 이상철, 이문성

표 3-2-14. 청계천복원 반대단체들의 현황

청계천상권수호 책위원회와 의류상가 책위원회의 반 활동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고 산발

적인 진정과 청원, 집단행동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상인이라는 조건과 청계천이라는 공간적 조건의 차

이로 인해 전체역량의 결집은 상 적으로 쉽지 않았고, 집단행동을 통한 의견결집 역시 힘들었다. 상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며, 이해관계에 따

라 이익이 있는 곳으로 쉽게 이동하므로 단일한 목소리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청계

천이 포괄하는 다양한 업종은 어느 단체도 전체의 이해관계를 변하는 집단으로 자리할 수 없게 하여 복

원반 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의 등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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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점상

청계천주변에는 1,000여개에 달하는 노점좌판과 30,000여개에 달하는 영세상가가 존재하고 있었

으며 이들은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해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잃어버릴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에 

청계천지역 노점상은 2003년 2월 ‘청계천노점상생존권사수 투쟁위원회(청투위)’를 결성하면서 청

계천복원사업을 극단적으로 반 하였고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여 그들의 의

사를 표현하였다. 

시기 구성원 장소 내용

2003. 4.17
도깨비지역 노점상등

약 150여명
황학동 삼일아파트 앞 노점 집회

2003. 4.22
도깨비지역 노점상등

약 250여명
시의회 본관 및 시청앞 광장 노점집회, 화물차량 동원

2003. 5. 2
중구 지역장 등

400여명
황학동 삼일아파트 노점 집회

2003. 5.25 안호등 100여명 신답초등학교 하이서울걷기대회 행사시 시위

2003. 6.13 전노총련 약 2000명 종묘공원 종로로 행진중 시청사본관 진입 시청후정 무단점거

2003. 6.30 청투위 300여명 청계 7~8가
청계고가 기습시위(20여명이 청계 8가 고가로 올라가
쇠사슬로 몸과 도로난간을 연결하여 묶고 시위)

2003. 7. 1 청투위 600여명 훈련원 공원
청계천 노점상과 영세상인에 대한 생존권 대책이
없는 청계천복원사업 중단 촉구

표 3-2-15. 기공식 이전 노점상 시위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했다.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상 상자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입장은 기공식까지 변함이 없었다. 이에 청계천복원사업 기공식이 시작된 2003년 7월 1일

에도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청계천 홍보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훈련원공원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약 

600여명이 집회를 한 후 을지로 6가에서 2가까지 행진을 하였다. 또한 전국노점상연합회와 도깨비노점상연

합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후 200여명이 인간띠 행진을 하며 기공식장으로 진입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노점상들의 반 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시작되었고 서울시의 입장도 변화되지 않자 노점상

들 또한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시기 구성원 장소 내용

2003. 7. 2 전노련 의장 청계천홍보관 천막
전노력 의장의 단식 농성
출퇴근 시간대에 청계2가~8가 순회 가두방송
2003.7.14까지 연속집회(1일 300여명씩 참가)

2003. 7. 9 청투위 60여명 시청앞
의류좌판을 통한 노점 시위
청계천홍보관앞 공사장에 100여명이 대형망치와 쇠파이프로 난입하여
공사중이던 크레인파량 시설물 파손

2003. 7.11 청투위 150여명 시청앞
의류좌판을 통한 노점 시위
광교 단식농성장에 집합 해산

2003. 7.15 전노련 약 1200여명 훈련원 공원 훈련원 공원에서 외환은행까지 행진 후 해산

2003. 7.16 노점대표 6명 건설기획국장실 건실기획국장실 항의방문 및 시위

2003. 7.23 전노련 2명 건설행정과장실 건설행정과장실 항의방문 및 실무면담

2003. 9. 2 육교노점상 200여명 삼일아파트 앞 청계천 육교철거에 따른 보상요구

2003. 9.18 전노련 약 100여명 신평화시장 육교철거공사 방해

표 3-2-16. 기공식 이후 노점상 시위 



III.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

268

2003년 11월 서울시는 청계천복원공사지역인 청계 2~9가 전역을 ‘노점상 절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전까지 일부 구간에서만 금지하던 것을 사실상 천변 전체로 확 하였다. 이에 노점상들의 집단행동의 수

위가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계획 로 2003년 11월 30일 오전부터 청계2가부터 9가까지 노점상 

일제 정비5)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상인들이 각종 시설물을 태우며 극렬히 저항

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그림 3-2-10> 노점상 시위모습 1                  <그림 3-2-11> 노점상 시위모습 2

철거작업을 통해 서울시는 청계2가∼9가의 노점 680여 개를 완전 철거하고, 기초적인 도로주변 정비를 마

쳤다. 또한 서울시는 청투위 표와 실무팀을 구성하여 청계천 노점상과 서울전역의 노점상 문제를 논의

하고 풍물시장, 청계천 노점상 피해 상담센터 등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3) 청계천 주변 상인 갈등관리

(1) 사전대책

① 전략의 수립

전략 1 : 지피지기(知彼知己) 전략

협상은 상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피지기를 위한 정보 수집은 전략을 구사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

다. 서울시 협상팀은 청계천복원사업이 청계천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점포 및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청계천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사전준비단계에서 청계천 상권에 한 현장

조사부터 시작하였다. 청계고가도로의 철거와 하천의 복원 및 근린공원 조성 등의 계획은 현재의 청계천 

인근지역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고, 이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상인 및 사업장 소유주들에게는 근린공원 조성과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

5)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옛 청계고가 입구인 광교부터 청계 9가까지 주변 도로를 통제한 뒤 포장마차와 노점상 적치물의 강제 철거에 들
어갔다. 인도의 폭을 3m까지 줄이기 위한 이날 노점 철거작업에는 지게차와 덤프트럭, 대형 굴착기 등의 철거장비와 공무원과 철거 용역업체 직
원 3500여명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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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변화가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는 새로운 조건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김성국 외, 2003). 

청계천변 상인들은 영업 손실과 권리금 하락, 교통소통문제, 주차문제 등과 같은 문제발생에 한 우려로 인해 

복원사업을 반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런 전제하에 서울시는 상인들에 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상

인 책을 마련하였다. 2002년 8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청계천로 주변 일 를 상으로 상가현황, 업종별 운

영형태, 업종별 시스템 등에 한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상인종합 책의 기본방향이 되는 토 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현장조사는 협상팀으로 하여금 협상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집단에 하여 빠르게 처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 도시정부 주도형 도시 개발사업의 갈등관리 사례에서 갈등관리의 실패요인으로 현장 상황에 한 정

확한 인식의 부재가 적잖게 제시되고 있다. 관료적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했다면 현장 상황을 간과하기 쉽

고 또 이렇게 세워진 이해당사자 관련 책 수립은 현실과의 괴리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어

렵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 협상팀은 청계천복원 비 상인 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청계천 상인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화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또 허점은 무엇인지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협상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의 경험은 서울시에 유리한 협상국면을 이끌어 가는 데 기초가 되었다. 협상에서는 상 방을 잘 알고 있

는 자가 강력한 협상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준비를 통해 서울시는 상인과의 협상과정에 참여하기 이전에 손실보상 불가, 청계천복원공사 7

월 착공 연기불가라는 두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실제 도시정부 주도형 도시 개발사업의 갈등관리가 정

확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이유는 명확한 원칙의 설정, 즉 시행주체 측의 한계를 이해당사

자에게 정확히 이해시키지 않는 데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이해당사자들은 시행주체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무제한으로 제시하게 되며, 이는 협상을 지연시키고 협상 이슈를 지속적

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함으로써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었다. 하지만 청계천복원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는 원칙을 일관되게 제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상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략 2 : 이원화 전략

서울시 협상팀은 사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상인들과 화를 하는 과정에서 청계천 상인들마다 생

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서 청계천 상인들의 서로 다른 생각의 

틈새를 더욱 벌리거나 온건파를 통해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청계천상권 수호위원회 

내에서 온건파라 볼 수 있는 이주파를 설득하고, 마지막으로 상권수호위원회 표와 함께 가장 강성인 의

류상가 책위원회를 설득하는 전략을 수행하였다.

서울시는 협상 이전단계에서 청계천 상인들의 성향과 요구사항 등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였다. 이 과

정에서 청계천복원에 반 하는 상인집단 내에도 온건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집단(실리를 추

구하는 집단)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강경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과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집단 

간의 의견 차이를 유도하였다.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집단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집단의 행동을 

비판하게끔 유도한 것이다. 이로써 온건파가 주장하는 이주단지 조성으로 협상이슈가 좁혀지게 되었

고, 이주 책을 서울시에 먼저 제안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청계천상권수호 책위원회 내 온건파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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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와 강경파인 재개발파의 의견 차이는 결국 집단 전체의 내부결속력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집단은 실리를 추구하는 집단에게 견인되어 서울시의 안에 동의하게 됐다. 

한편, 강성인 의류상가 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는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권수호

책위원회 표와 함께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다. 

결국, 서울시의 온건파의 강경파 설득전략은 상인들과 단계별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데 적중하였다. 하지

만 온건파의 강경파 설득전략은 이해관계자가 내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박차고 나갈 우려도 없지 않으므

로 매우 은밀하고 기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였던 부분이기도 했다. 

전략 3 : 협상파트너 전략

현 사회에서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주체간, 부문간, 지역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그 해결이 쉽

지 않다. 이처럼 다양성, 분절성, 복잡성 등으로 표되는 현 사회에서 이해관계의 범위와 영향은 확 되

거나 증 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갈등관계가 초래되기 쉽다. 조직이론에서는 이해당사자

(stakeholder)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나 개인’으로 

정의한다. 즉, 어떤 집단이 조직의 활동측면에서 정당한 이해를 갖는다면 이해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본다(강신겸, 1999). 특정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당사자들은 광범위하고 폭넓게 정

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Bryson ＆ Crosby, 1992)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당사자의 범주에는 정책이나 

계획, 또는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직간접적인 개인이나 집단, 조직 모두가 포함된다. 이러한 집단이나 개

인, 조직이 갖는 이해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태적이며,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상호관계는 예측하기 힘든 갈등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집단, 즉 협상파트너가 될 주체는 토지 및 건물소유주, 세

입상인, 노점상, 지역거주민, 시민단체, 운수업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서울시는 상

인, 노점상, 그리고 시민 또는 시민단체 등과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기에 이중에서 누구를 협상파트

너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두되었다. 

건물주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업지역의 거주민들은 사업의 주된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들 지

역거주민이나 건물주(예를 들어 근처 청계벽산아파트 주민들)는 복원공사 후에 지가의 상승이나 건물의 

재산상의 가치가 증 될 것이라고 기 하기 때문에 사업수용의 행태를 띠게 된다(사업시행 후의 용적률의 

확 나 업종 변경 시 정부로부터의 지원방안을 기 하는 계층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 소음문제 등은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을 반 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청계천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상인( 부분의 세입상인들과 일부노점상들)은 보상 혹은 상가지역

의 이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사업집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청계천복원사업에서 주요 갈등 소지자는 지역거주민이나 상인임을 알 수 있다. 이중 지역거주민은 

투표권이라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서울시에 강자일 수밖에 없다. 비합법

적이고 무리한 요구, 극단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서울시는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은 부안사태,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등의 갈등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단체 등 외부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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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경부고속철 부산지역 

금정산-천성산 구간 노선결정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핵폐기장

갈등

주체

정부 vs

종교계, 시민단체, 주민

정부 vs

종교계, 시민단체, 주민

정부 vs

시민단체, 종교계 등

정부 vs

주민, 시민단체

갈등

원인

∙ 여론수렴 부족

∙ 정보의 비공개

∙ 형식적 사전 조사

∙ 시민 참여 부족

∙ 대화와 타협의 부재

∙ 환경피해에 대한 고려 

부족

∙ 정부의 늦장대처

∙ 사전조사 부족

∙ 사회적 합의 부족

∙ 정책 결정의 일관성 결여

∙ 일차적인 이해당사자들의 

배제와 쟁점의 변질

∙ 미성숙 프로젝트와 

사회운동

∙ 절차적 정당성의 부족

∙ 일관성 없는 대책

∙ 언론의 보도행태

∙ 허점투성이 보고서

정부의

갈등관리
∙ 역지사지를 통한 양보

∙ 협의기구 조성을 통한 

의견수렴

∙ 민·관 공동조사를 통한 

정당성 확보
∙ 의견수렴 노력

황기연 외(2005), 프로젝트 청계천, 나남출판

표 3-2-17. 공공갈등 사례의 원인과 갈등관리 

따라서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이 갈등당사자일 경우에는 협상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사전에 주

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적인 홍보를 통해 인식을 전환하고 주민상인협의회와 같은 집단을 구성하여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었다. 이처럼 주민들이 외부단체와 접촉할 수 없게끔 외부통로를 차단하고 이들을 

보호한 서울시의 책은 주민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바탕이 되었다. 

협상 파트너로서의 청계천 상인들을 사회경제 문화적 조건으로 비추어 고려해 볼 수 있다. 청계천 상인들

의 경우 단체가 다양하고 결집력이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청계천 상인들의 상거래 행태는 구조적

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회수하여 상품을 유통시켜 자금을 회전시키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들은 실거래를 

위해서는 영업장을 지켜야 했으며, 물건과 자금의 흐름을 유지해야 했다. 이러한 조건은 청계천 상인들은 

극단적이고 장기적인 집단행동을 저해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구속과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경우, 개인적

으로 불이익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중에서 상인들을 협상파

트너로 선정하여 협상에 임했다. 이로써 개발에 따른 이익의 직간접적인 수혜자인 지역의 거주민보다는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계천 상인들을 협상 파트너로 선정함으로써 실질

적인 이해당사자와의 협상을 유도해 낼 수 있었다. 

전략 4 : 역지사지 전략 

서울시는 청계천 상인 표와 인간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실제 협상은 인간관계를 떠나 이해관

계를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적 정서에서는 인간적인 신뢰에 기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신뢰관계의 형성이 갈등양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될 경우 이해당사자 집단 

내부의 고충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며, 공식적인 채널이 불가피하게 결렬될 경우에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협

상을 지속할 수 있다. 또 양보와 타협이라는 협상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신뢰와 강한 친화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신뢰는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상인들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 전략으로 상인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상인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상인들과 신뢰를 구

축하게끔 하였고 결국 상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갈등관리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수단(tool)도 중요하

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

272

② 청계천 상권의 기본조사 실시

현장조사의 실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사업구간에 한 상권현황 등에 한 철저한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예상되는 민원 등에 

하여 효율적인 응방안을 수립하고자 2002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12일간)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지역별 상권 현황 분포 등 상가현황, 사업구간내 건물 용도별 현황, 청계천로 주변 토지현황 

등이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구역 인구 세대 주민조직 건축물

계(4개구 13개동) 39,907명 15,848세대 101통 570반 8,031동

종로구

종로1,2,3,4, 가동 574 369 4/17 716

종로5,6가동 192 102 4/29 336

창신1동 3,489 1,736 10/5 730

숭인2동 2,774 1,255 9/46 438

중구

명동 516 314 5/20 353

을지로 3,4,5가동 946 506 4/28 1,033

광희동 245 136 2/6 41

신당1동 1,383 583 3/17 241

황학동 3,577 1.404 9/56 661

성동구
왕십리1동 10,033 3,466 16/114 1,223

마장동 8,411 2,981 16/118 1,047

동대문구
신설동 6,639 2,478 17/97 997

용두1동 1,128 518 2/17 215

범위 : 청계1가~청계9가(종로~을지로구간, 왕산로~마장로 구간)

표 3-2-18. 행정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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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주요품목(상가) 점포수(개소) 비고
4개구 7개 블럭 총계 62,783

종

로

구

청계3가

(종로1~4가동)

소계 8,725

관철·관수동

(고가입구~)
소방설비·공구 3,235

장사동

전자,전기,조명 3,990

광도전기백화점 350

세운(전자)상가 860 현대상가포함

아세아상가 290

청계4가

(종로1~4가동)

소계 10,250

예지동

전자,전기 3,750

시계,귀금속 1,500

원단,이불,의류소재 3,280 광장시장주변

광장시장(의류소재) 1,720

청계5가

(종로5,6가동)

소계 6,440

종로5가동
의류부소재,가방,기타잡화 3,597

청오시장 45

종로6가동
동대문시장 345

동대문종합시장 2,453

청계6가

(창신1동)

소계 2,607

창신동

신발도매상가APT 1,000

중국화성 186

신발 부자재 등 1,421

청계7가

(숭인2동)

소계 434

숭인동
삼일아파트 상가 231

숭인상가아파트 203

동대

문구

청계8가 신설동 배관자재, 기타 90

청계9가 용두1동 금속가공 24

중

구

청계3가

(을지3~5동)

소계 3,649

장교·수표·입정동 기계공구, 철물 2,031

산림동
대림상가(전자) 860

기계공구, 철물 758

청계4가

(을지3~5가동)

소계 2,657

주교동 기계공구, 철물 1,596

방산동 방산종합시장 1,061

청계5가

(을지3~5가동)

소계 13,996

방산·광희동1가 평화시장 2,069 헌책방:50개

광희동1가 두타, 밀레오레 등 11,865 소매상권

광희동 동대문지하상가 62

청계6가

(신당1동)

소계 12,147

신당동

신평화상가 1,080

동평화상가 1,268

청평화상가 878

기타 패션타운 8,921 도매상권 등

청계7가

(황학동)

소계 1,690

황학동
삼일아파트 상가 250

중고전자, 잡화 1,440

성동구
청계8가 왕십리1동 44

청계9가 마장동 기타 30

표 3-2-19. 구역별 주요상권 분포 현황

• 종사자 : 213,462명(1개 점포당 3.4명 - 2001년 사업체기초조사서 참고)

• 제조업체 : 약 2,000개소(등록공장 246개, 무등록공장 1,754개)

• 상가단체·협의체 : 66개 단체(상가별 상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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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책에 따른 법률 자문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이 현재 이용 중인 도로 폭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주변 상인에 한 피해가 없으

나, 법률적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여 사전에 처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다.

• 보상관련 법률 검토

  - 공특법, 토지수용법상 보상 상 목적물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임. → 공공사업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건물 등

  -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사업 지구 밖의 토지 또는 건물, 영업은 간접보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간접 보상 상

  - 관련규정 :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내지 제 23조의 7

  - 상 : 농경지 등에 한 간접보상, 건물 등의 간접보상, 소수 잔존자 보상, 영업의 간접보상, 

공작물 등의 간접보상, 잔여건물

             ※ 공익사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도로점유로 인한 통행불가, 분진·소음 및 영업피

해, 일조권 침해 등의 손해는 공특법 적용 상이 아님(건교부 토정58342-232 1998. 

2.24, 토정30124-1218 1992. 8.10)

• 영업의 간접보상

  - 관련규정 :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

  - 상 :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 

할 수 없는 경우

  - 예상 법적 분쟁사항

        · 사업시행지구외의 토지·건물 등에 한 간접보상 여부

   · 주변 상인단체에 의한 자체 연구용역을 토 로 주변의 토지·건물 가격하락 또는 상권의 

침체에 따른 손실보상, 공사 중 교통 불편(조업주차장 등)을 이유로 영업 손실 보상청구 

및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 법률자문 내용

  -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및 건물에 하여 공용수용 가능 여부

  - 장래의 재산가치 하락분에 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 교통 불편 등으로 영업이익 감소 시 영업 손실 보상가능 여부 및 공사금지(중지) 가처분 인용여부

  -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소음·분진·교통 불편·일조권피해 등의 보상가능 여부 및 가처분 인용여부

  - 상권변화로 상가권리금이 하락할 경우 권리금 보상 가능 여부

  - 상가 앞 노상에 설치한 조업주차장을 폐쇄할 경우 손해배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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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 결과

  - 주변 토지·건물 및 영업의 간접보상, 권리금 보상 등 자문사항 부분에 하여 보상불가 의견

으로 회시되었으나 토지·건물하락분에 한 보상, 영업의 간접보상에 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 가능 의견도 있었음.

  -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소음·분진에 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으나, 민법상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공사금지가처분 인용여부는 가처분이 인용될 만큼의 피 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보다는 시민으

로서의 수인한도 범위 내를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및 행정절차법 등의 제반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소음·분진, 통행불편, 일조권 피해 

등 생활권 피해에 사전 처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③ 유사사례 조사

영월댐 건설공사 - 공사 백지화 사례

  - 댐건설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댐 건설의 안정성, 댐 건설후의 기상변화 등 환경 악영향을 우려

하여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연 하여 반 투쟁

  - 수몰지역 주민들은 초창기에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댐 건설에 표면적으로 반 하였으나, 댐건설

에 한 반 여론이 높아지자 수몰지역 주민들은 댐건설 찬성 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시위 및 농성 

  - 언론이 경쟁적으로 반 민원을 집중 취재 방영, 보도하면서 지역주민 및 전국민의 반 여론 확산

경산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 공사 중단사례

  - 입지선정 시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이유로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반 하며 남산면 주민전체가 반

  - 주민성금 2억원을 모아 집단행동 및 집단민원을 수차에 걸쳐 관계 요도에 진정

  - 공사 중 중기 출입을 방해하며 집단 농성, 안 없이 무조건적 반

  - 소송사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무효 확인 소송(1,2심 경산시 패소하였으나, 법원에서 승

소), 손해배상청구소송(1심 계류 중)

산지천 복원조사 - 공사 성공사례

  - 공사구간 내 편입된 토지, 건물, 지장물 및 영업보상 등과 관련한 집단민원 및 이에 따른 소승 등 

→ 청계천복원사업과 무관

  - 공사 중 시공 잘못으로 인근 숙박업소 및 목욕탕 수질오염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요구 → 보상 상이 아님(건교부)

  - 노점상 및 무허가 건물세입자 영업보상 요구 → 보상불가 처리

  - 주요 민원 해결사례

        · 영세상인들에게 민속장(5일장)내에 영업장소(부스) 제공

        · 노점상은 장소를 강변으로 유도(이전)하여 영업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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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

  - 여의도광장 새마을 봉사 는 시장방침에 따라 정식 발 한 단체로 그동안 청소·질서경비를 하면서 

여의도광장을 모범적인 광장으로 유지해온 바,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으로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되었

으니 생계 책 강구 요구 

  - 민원해결 사례

        · 요구사항 수용 - 5건(매점위탁관리연고권 인정 등)

        · 수용불가 및 장기검토 - 10건(한강둔치 자전거 여금지 등)

(2) 지속적인 의견수렴

① 현장조사를 통한 민원수렴 

현장민원상담실 운영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에 한 사업안내 및 참여를 유도하고 상가동향 및 민원에 해 효과적 응

하기 위하여 동 문종합시장 앞 보도상 및 청계천 홍보관 내에 현장민원상담실을 운영하였다. 

  - 기간 : 2003년 1월 17일~2003년 8월 30일

  - 인원 : 민원상담도우미 4명(남2명, 여2명)

  - 운영 : 민간업체 용역

  - 실적 : 민원상담 13,800건, 현장 활동 283회 등

(간부)직원 현장 방문 및 면담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출범과 동시에 간부 및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상가·단체등을 현장 방문하여 

주변여론, 동향, 건의·민원사항을 파악하고 사업의 내용을 직접 홍보 및 설득하였다.

<그림 3-2-12>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직원

현장방문 및 면담모습1

<그림 3-2-13>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직원

현장방문 및 면담모습2

• 현장민원 종합 책

  - 기간 : 2002년 12월 23일~2003년 4월 9일

  - 실적 : 민원상담 2,304건, 현장활동 1,152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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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제목 주요내용

2003년 4월 7일 중구지역 주민설명회
- 장소 : 을지로 3,4,5가동 사무소

- 인원 : 50명

2003년 4월 10일 중구지역 주민설명회
- 장소 : 구민회관

- 인원 : 40명

2003년 4월 14일 동대문구지역 주민설명회
- 장소 : 구청강당

- 인원 : 240명

2003년 4월 15일 종로구지역 주민설명회
- 장소 : 종로5,6가동 사무소

- 인원 : 130명

2003년 4월 17일 종로구지역 주민설명회
- 장소 : 창신1동 사무소

- 인원 : 150명

2003년 4월 18일 성동구지역 주민설명회
- 장소 : 왕십리1동 사무소

- 인원 : 50명

표 3-2-20. 주민설명회 

• 청계천 주변지역 활동

  - 기간 : 2003년 4월 10일~2003년 6월 30일

  - 실적 : 민원상담 5,104건, 현장활동 2,552회 등

②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시는 2003년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청계천 인근 13개동 주민(주민설명회) 및 상인단체(상인설명

회) 등을 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 내용 및 주요사항 검토

  - 설명회 내용 : 복원공사 시뮬레이션 상영, 주요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답변

  - 추진실적 : 23회 2,543명(주민 6회 660명, 상인 11회 630명, 기타 6회 1,2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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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제목 주요내용

2003년 3월 26일 세운상가 주변 상인 사업설명회
- 장소 : 청계4가 바다극장

- 인원 : 350명

2003년 4월 2일 대림,청계상가 상인 사업설명회
- 장소 : 청계상가사무실(5층)

- 인원 : 4명

22003년 4월 2일 동평화시장 상인 사업설명회
- 장소 : 동평화시장 상인회 사무실

- 인원 : 15명

2003년 4월 7일 신평화시장 지주대표 사업설명회
- 장소 : 추진본부 사무실

- 인원 : 4명

2003년 4월 8일 통일상가 상인회 사업설명회
- 장소 : 상가내 새마을금고 회의실

- 인원 : 19명

2003년 4월 21일 동대문종합시장 사업설명회
- 장소 : 관리사무소

- 인원 : 40명

2003년 4월 22일 관철동 주변 상인 사업설명회
- 장소 : 관철동 교원빌딩 2층

- 인원 : 60명

2003년 4월 23일 동신상가 상인회 사업설명회
- 장소 : 상가내 1층 복도

- 인원 : 60명

2003년 4월 28일 이주업종(신발,황학동,수족관) 사업설명회
- 장소 : 각 상가 사무실

- 인원 : 12명

2003년 5월 6일 숭인피혁상가 상인회 사업설명회
- 장소 : 상가 2층 복도

- 인원 : 35명

2003년 5월 14일 아트프라자 상인회 사업 설명회
- 장소 : 상가로비

- 인원 : 80명

2003년 5월 26일 동대문 여성저축회 사업설명회
- 장소 : 계림정

- 인원 : 80명

2003년 6월 17일 무교다동번영회 사업설명회
- 장소 : 무교동 소재 브롱스

- 인원 : 70명

2003년 7월 3일 동대문신발상가 사업설명회 
- 장소 : 상가번영회 사무실

- 인원 : 18명

2003년 8월 6일 통일상가 상인회 사업설명회
- 장소 : 상가사무실

- 인원 : 10명

표 3-2-21. 상인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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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검토결과

영업손실보상 현행 법령상 보상 불가

공사 착공 연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금년 7월 착공

고가철거 등에 따른 

교통대책

양안도로 2차로 확보, 도심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도심진입 차량의 우회·분산 및 대중교통중심

의 교통대책 등 마련

교통통제 시범실시 후 공사 착공 지금까지 시범실시한 전례는 없으며, 충분한 교통대책 마련 후 시행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보

(평화시장, 동신·통일상가)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활용, 상가별 주변 여건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방안 검토

조업주차구간 확대

(신·동평화, 평화시장)
보도폭 5ｍ를 유지하고 그 중 2ｍ 내외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업주차구간으로 조성 예정

상가 리모델링시 재정 지원

(평화시장, 동신·통일상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의거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 상가별 10억원 범위 내에서 80% 

지원

영업불편에 따른 세제 지원

(평화시장, 동신·통일상가)

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사유로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보유세 중심의 지방세 감면은

임차상인에게 실익이 없음

이주대책 지원

(황학동 벼룩시장, 숭인피혁상가)

이주를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주상가단지를 조성하되,

이주희망 업종별로 이주지원  방안 강구

청계천 용수공급방법

(구별 공통) 
청계천 용수는 주변 지하철역 지하수와 한강원수 이용

홍수대책

(구별 공통, 동신상가, 

동대문종합시장 )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시간당 118㎜를 감당할 수 있는 200년 홍수빈도의 하천 계획

복원후 관리방안

(종로·중구)
복원 후 특별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관리 예정

홍보 강화

(의류상가 지주대표)
지속적인 홍보물 배부 및 청계천 주변 대형 조감도 설치 추진

청계천 주변지역 재개발 지원

(구별 공통, 세운·아세아 상가)
도심형 재개발사업 모델 개발 추진 

표 3-2-22. 사업설명회 주요 요구사항 및 검토결과 

추진결과

  - 사업설명회를 통해 복원공사의 7월 착공 불가피 사유와 상인 책 및 교통 책에 한 홍보

  -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상물 상영, 관계자의 설명 및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복

원사업에 한 주민·상인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됨

  - 주민설명회에는 시·구의원, 직능단체장 등 여론주도층이 많이 참석하였으나, 상인단체는 

상권수호위원회와의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설명회 개최요청이 상 적으로 적었음.

  - 주요 질문내용 및 요구사항 분석 결과, 현장활동을 통해 기존에 파악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고질적인 지역민원을 복원사업을 계기로 해결하려는 사례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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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상

공식적 협상 : 정책협의회 - 착공이전

공식적인 협상통로로서 정책협의회는 서울시와 청계천상인단체가 협상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

식적인 화의 장이었으며, 보상 문제, 합의안 도출, 사후 운영관리 등 공동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한 

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라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정책협의회는 총 7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와 

상인 간의 협상이슈 및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3-2-23>과 같다.

일시 협상주체 협상이슈 및 요구사항

2003년 2월 18일

(1차)

서울시 - 정책협의회 상견례

- 정책협의회 운영방안 토의

-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제반 토의상인대표

2003년 2월 27일

(2차)

서울시

- 손실 보상불가

- 영업 불편 최소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

- 대체부지 지정 시 적극 지원

상인대표

- 잔류, 이주희망, 영업불가 업종 구분 대책마련

- 영업 손실 보상 요구

- 대체부지 마련 요구

2003년 3월 13일

(3차)

서울시
- 청계천복원공사 7월 착공 연기 불가

- 간접 지원방안 검토

상인대표

- 청계천복원공사 7월 착공 연기

- 간접지원방안 마련요청

- 청계천주변 재개발과 관련한 청사진 제시 요망

- 스카이상가 적극 해결 요망

2003년 3월 20일

(4차)

서울시
- 청계천복원사업 설명과 건의사항 수렴

상인대표

2003년 4월 3일

(5차)

서울시
- 착공 연기, 손실보상을 둘러싼 논리 대결보다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제의

- 이주와 잔류팀으로 구분하여 주 1회 회의에 합의

상인대표 - 이주와 잔류팀으로 구분하여 주 1회 회의에 합의

2003년 4월 8일

(6차)

서울시
- 7월1일부터 청계천 교통 통제 안내 현수막 게시로 상인들이 반발하여 대화를

  하기보다는 입씨름으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상인들에 의해서 정책협의회 결렬
상인대표

정책협의회 결렬

2003년 6월 9일

(7차)

서울시
- 상권 활성화 노력 지속

- 대체부지 평수 검토 

상인대표
- 상권 활성화 노력 요구

- 대체부지 9만 평 외 추가 6만 평 요구

표 3-2-23. 정책협의회 

<표 3-2-23>에서 보듯이 제6차 정책협의회에서는 실질적인 화가 오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석되며 제

5차 정책협의회가 진행될 때까지 서울시와 상인 표 간의 주요 이슈는 ‘영업 보상’에 관한 부분이다. 상인

들은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상권은 크게 위축되고, 서울시가 이에 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전조사를 통해 영업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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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고수하였고, 청계천 상인들은 영업 보상을 최우선의 이슈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양자 간의 타협의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또 정책협의회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상인

표들의 요구사항들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 계획안을 설명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만한 이슈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더욱이 서울시가 2003년 7월 1일부터 실시할 ‘청계천 

교통 통제 안내’ 현수막 게시를 함으로 해서 상인들이 격앙되었기 때문에 제6차 정책협의회에서 원활한 

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3년 4월 11일에는 상인 표들이 서울시의 상인 책 미흡과 일방적인 사

업 추진경향을 비판하고 모든 화를 거부하면서 협상 중단을 선언하였다. 

정책협의회에서와 같이 공식적인 협상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극히 제한적이거나 절차적인 기능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단일하지 않고 서로 엇갈릴 경우 이해당사자들은 

단일한 의견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주체와의 화 역시 원론 수준에서 상호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10인 10색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과정에서 청계천 상인단체들은 청계천복원반

라는 원론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은 시행주체인 서울시가 정책협의회를 생산적인 화의 장

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내기 어렵게 하였다. 

공식적 협상 : 상인대책협의회 - 착공이후

2003년 6월 21일 서울시장과 상인 표 면담시 건의사항이었던 청계천 상권발전 방향과 상인 책을 지속

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상인 책협의기구를 구성하고자 3차의 준비회의를 거쳐 시장방침 798호 의거하여 

2003년 11월 15일부터 위원 위촉을 비롯한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일시 주요내용

2003.08.29 (1차)
- 협의기구를 구성하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안을 만들어 차기회의에서 결정

- 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토의

2003.10.02 (2차)
- 공사추진현황 설명 및 보도 장비, 사면벽체 공사 추진상황 설명

- 상인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축조심의

2003.10.17 (3차)

- 복원사업 관련 현안업무 설명 및 의견수렴

- 상인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의견수렴

- 이주단지 조성 기본계획(안) 설명 및 토의

표 3-2-24. 상권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준비회의 일시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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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요내용

2003.11.15 (1차)

- 위촉장 수여

- 상인건의사항 수렴

- 임시회의 및 대표간담회 실시 : 청계천변 노상적치물 자율정비 협조요청 외

2003.12.19 (2차)

- 청계천로 U턴 추가설치 방안외

- 이주단지 추진일정

- 상인건의사항 수렴 

2004.01.16 (3차)

- 문정지구토지이용계획(안) 설명

- 청계천로 U턴 추가 설치 방안

- 청계천로 가로등 설치 및 가로수 식재 관련 사항

- 화물조업주차공간 활용 방안 → 평화시장 및 신평화시장 앞

- 청계천상가 정상영업 홍보실적

2004.02.20 (4차)

- 청계천 주변 무료버스가 오히려 청계천로의 교통체증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일부 셔틀버스가

  훈련원로 주변도로를 무단점거하고 기사가 오침을 취하는 등 운영상에 문제 발생

- 새로 조성된 청계천로 화물조업주차장의 조속한 정상운영 실시 

- 청계천로 조업차량의 융통성 있는 불법주차 단속 요망 등 상인 건의사항 수렴

2004.03.19 (5차)

- 청계천 공사현장 문화재 관련 사항

- 청계천축제 관련 추진현황 및 상인협조사항

-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 추진현황

- 이주단지 조성 추진현황

- 청계천복원공사 추진 상황 등 설명

2004.04.14 (6차)

- 청계천복원사업 문화재 발굴관련 사항

- 청계천 축제 관련 상인 협조사항

- 공사진행사항

- 화물조업주차장 운영관련 등

- 기타 건의사항 수렴

2004.05.28~9 (7차)

- 청계천 상인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 청계천 축제 개최결과 평가 및 토의

- 기타 상인대책관련 사항 토의

2004.06.18 (8차)

- 이주대책추진일정 및 당면현안 사항 토의

- 이주대상자 심의위원회 구성은 본부에서 기본(안)을 마련한 후 상인대책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

2004.08.20 (9차) - 청계천상인대책 당면 추진상황 토의

2004.09.17 (10차)
- 청계천상인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정 

- 흥인문로사거리 청계천로 동서로 교통신호체계 보완 요구

2004.10.29 (11차)

-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추진현황

- 오간수교 U턴 건의사항 설명

- 이주관련 향후 일정설명

- 기타 재개발관련 임차상인 대책 설명

2004.11.19~20 (12차)
-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관련사항(전문상가 조성 관련)

- 기타 당면 현안사항

2004.12.21 (13차)
- 2004년 상인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기타 건의사항 수렴

2005.01.28 (14차)
- 전문상가 이주자격기준 및 이주대상업종 선정기준

- 전문상가 사업방식(조합구성 및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방식 등)

2005.02.18 (15차)
- 동남권유통단지 전문상가 개발 사업방식(공영개발방식/민관합동 개발방식/민간개발방식)

  자료 설명

2005.03.18 (16차) - 이주신청자 개인자격 심의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설명

2005.04.08 (17차)

- 광고물정비 추진계획

- 청계천로 가로수 식재

- 이주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표 3-2-25. 상인대책 협의회 일시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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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협상

비공식적인 협상통로는 공식적인 협상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도 토의하고 상호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장이다. 물밑협상이라고도 불리는 비공식적인 협상은 공식적인 협상의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공식적

인 협상이 존재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의존적 장치이다. 그러나 효과의 측면에서는 공식적인 협상을 능가

할 수도 있다. 제한요건이 많은 공식적인 협상에 비해, 비공식적인 협상은 제한이 적으며 상호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서울시 협상 팀과 청계천 

상인 표들은 협상에 있어 비공식적인 협상의 유용성과 가치에 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6) 

공무원 A : 비록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었지만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상인대표 B :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에서는 많은 대화를 할 수 없었

고,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상인대표 B : 실제 정책협의회는 ‘설득회’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짜여진 계획을 설명하고 설

득만 하려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공식적인 만남의 자리에서는 그 반대였다. 우리의 처지를 듣고 

반영하겠다는 의지 같은 것, 그게 보였다.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솔직히 반대를 위

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반대를 한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상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고 하였다.

비공식적인 협상을 통한 화는 청계천복원에 한 찬반을 둘러싼 논리싸움보다는 상인의 미래에 한 실

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정책협의회가 결렬되고 다시 재기되기까지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서

울시와 상인 표들은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안 찾기에 노력하게 되는 데 2개월간의 비공

식적인 협상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인대표 역시 존재한다. 한 상인대표는 비공식적으로 갖는 만남은 정보를 얻거나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
정적일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정이 들어서 이해당사자로서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도 서울시 협상팀과 인간적인 관계 때
문에 행동이나 언어의 사용에 적잖은 제한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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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요내용 비고

2003.04.17

- 이주단체를 적극 희망하는 상권수호 대책위 위원 2명과 면담

- 위원장이 이주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아 제대로 이해

를 하지 못해 강성으로 나갔음을 설명

- 서울시의 이주지원 대책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적극 찬성하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온건파가 서울시와 손잡는 계기(상권수호 

대책위는 분열이 시작되는 계기)

2003.04.18
- 상권수호위 위원 1명과 면담

- 이주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이 조금 이루어짐

2003.04.19

- 세운상가 협의회 2명과 오찬

- 4월 11일 상권수호위에서 20일까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하고 시위, 시민단체와의 연대, 공문 발송, 사회이슈화 시도 등 다양

한 반대행위를 한다고 했던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 및 현안사항 논의

2003.04.25
- 상권수호위 위원 1명과 오찬

- 이주희망 업종들은 서둘러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체화하고 싶어 함
온건파와 이주파의 분열이 가시화됨

2003.05.19

- 상권수호위 위원 4명과 면담

- 상권수호위 위원장에 대한 강한 비판

- 이주팀 협상창구 변경 요청

상권수호위 분열 시작

2003.05.24

- 상권수호위 위원 1명과 면담 및 설득

- 서울시는 상권수호위의 투쟁계획을 이미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웠다고 알려줌

-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인 이주대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한 이득

이 될 것이라고 설득

- 상권수호 위 위원장이 위기에 몰리지 않게끔 주변 상인 설득 부탁

2003.05.26

- 상권수호위 위원장과 면담

- 이주대책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이며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진전된 내용임을 주지시킴

위원장이 이주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

2003.05.27
- 시민위원회 토론회 참석 중 상인들과 만남

- 정책협의회 재개 및 상인피해액 산출 근거 제출 합의

2003.05.28

- 상권수호위 위원 1명과 면담

- 이주부지는 5층 기준으로 이주희망업체가 이주할 수 있는 면적으로 

조성하고 금융지원도 한다고 설명

- 서울시가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

2003.05.29
- 상권수호위 위원 1명과 면담

- 서울시의 방침을 거듭 설명하고 6·9집회 자제 요청

2003.05.30

- 상권수호위 위원 4명과 면담

- 이주단지에 청계천 상가 1/2 이 옮겨갈 수 있도록 10만 평을 추가

로 조성하면 의류상가 등을 포함한 반대단체 전부를 설득하여 이전

해 가고 복원에 찬성할 것이라 표명

최종 타협의 전기 마련

2003.06.01
- 상권수호위 위원장과 면담 - 면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용

- 강성 회원사 설득 필요시간 요구 - 합의사항은 언론에 보도하지 않음

강성인 위원장이 갑자기 이주로 돌아선 

배경을 설명

2003.06.02

- 의류상가위 위원장과 면담

- 현재의 주변상황을 설명하고 시위보다는 좀 불만스럽더라도 차선책

으로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책을 수용하도록 설득

수용으로 방향이 기울어진 것은 아니나 

대화에는 만족 

2003.06.03

- 상권수호위 위원 1명과 면담

- 이주와 관련된 서울시의 입장 설명

- 의류상가위 위원장과 면담

- 서울시에서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고 6･9 집회는 취소하도록 설득

개인으로서는 받아들이고 싶지만 회원사 

설득이 쉽지 않을 것임을 고민

2003.06.06

- 상권수호위 위원장, 의류상가 위원장 및 위원 2명과 면담

- 이전부지 특별 분양

-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취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음

표 3-2-26. 비공식적인 협상 일시 및 주요내용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285

<표 3-2-26>에서 볼 수 있듯이 비공식적 협상을 활용한 화는 공식적 채널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공식

적인 자리에서 나눌 수 없는 부분까지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져 상인 표들이 실질적인 안인 이주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3) 상인대책 관련 홍보

상인과 관련된 홍보는 착공이전과 이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 착공이전에는 청계천 상인들이 청계

천을 복원함에 따라 주변 건물 등의 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이러한 사실에 한 두려움과 강한 

반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취지 및 내용을 주변 상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주변 건물 등의 철거가 없기 때문에 복원과 관계없이 종전의 영업활동은 

보장되고 손실보상 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변 상인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

요한 기 감을 차단시켰다. 또한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한 상인 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다. 

홍보는 신문광고, 홍보물 제작 배포, 보도자료 제공,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자세한 사

항은 <표 3-2-27>, <표 3-2-28>과 같다. 

방법 내역 내용 비고

신문광고 1회 청계천 정상영업 홍보 전 일간지 1면

홍보물 제작 배포 3회 복원사업개요 및 상인대책 관련 홍보물
청계천 전역 및 

자치구(해당동)

보도자료 제공 3회 상인대책 관련 보도자료

현수막 등

대형현수막(통천) 9곳 복원사업으로 인한 청계천 지역 활성화 홍보 청계천상가

현판 5곳 복원사업으로 인한 청계천 지역 활성화 홍보

프랭카드 37곳
청계천 상가 정상영업(조업주차공간 및 편도 2차

로 확보)

시외곽-29개

청계천-8개

시 홍보매체

칼라전광판 표출 21회 청계천복원 공사 관련 상인대책 시내 54곳 컬러전광판

지하철 역사 

광고판영상매체
3회 청계천복원 공사 관련 상인대책

인터넷 전광판 연중 청계천복원 공사 관련 상인대책

열린마당(TV) 연중 청계천복원 공사 관련 상인대책

하이 서울 뉴스 수시 청계천복원 공사 관련 상인대책

표 3-2-27. 상인 홍보 현황  



III.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

286

<그림 3-2-14> 상인홍보물1 

<그림 3-2-15> 상인홍보물2 

홍보물명

 구분

청계천복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청계천지역 주민과 

상인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청계천복원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

배부일자 2002.10.25 2003.1 2003.3.31~4.3

규격 국 8절 미농 4절

제작매수 114,180 50,000 50,000

주요내용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홍보 리후렛(Q＆A)

청계천복원사업의 당위성과 공사방법 

및 관련 상인대책에 관한 홍보물

청계천복원사업 내용

2003년 7월 공사착공이 불가피한 사유

청계천주변 상인대책

배포지역
청계천인근 13개동 전세대 및 

인근상가

청계천 인근상가, 자치구, 홍보관, 

현장민원 상담실

청계천 인근상가, 자치구, 홍보관, 

현장민원상담실

표 3-2-28.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둘째, 착공이후에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공사 및 차로축소로 인한 청계천상인들의 영업 불편

을 해소하고 공사 중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계획이 수립되었다. 

홍보는 ①청계천의 미래상 및 상인들에게 희망과 비전 제시, ②공사기간 중 청계천상권의 변함없는 영업

활동 홍보, ③청계천상권의 영업 불편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표명, ④차량이용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문안 작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진전략과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 다양화 전략

   · 플래카드, 전광판, 형통천, 인터넷, 언론매체 등 활용 

  - 지역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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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 청계천 주변

   · 2단계 : 청계천 외부지역

  - 내용적 전략

   · 직접 청계천 상권지역 : 청계천의 미래상, 비전 제시

   · 청계천 외부지역 : 청계천상권 정상영업 및 청계천로 차량 통행 가능

  - 방법적 전략 

   · 1단계 : 플래카드, 전광판 홍보

   · 2단계 : 형통천, 인터넷,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중점추진사항

• 플래카드 이용

  - 청계천로 주변

   · 장소 : 청계천로 가로 및 인근 형 건물

   · 내용 : 청계천의 미래상, 비전 제시, 상권 활성화·영업 불편 해소를 위한 내용 전달

  - 청계천 외부지역

   · 장소 : 청계천 인근 4개구 지역

   · 내용 : 청계천상권의 정상영업 홍보, 공사 중 청계천로 차량통행 가능 안내 

• 전광판 활용

  - 일반 전광판 

   · 현황 : 54개(칼라)

   · 방법 : 문안(30자 이내) 1 ~ 2개 작성 후 관련 부서 통보(2주간 표출 가능)

  - 도로 전광판

   · 현황 : 126개

   · 방  법 : 문안작성(20자 이내) 후 관련 부서 통보

  - 홍보내용 : 기존의 청계고가 철거 및 청계천로 차량이용 진입 가능안내

(4)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상인 책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시 전 부서는 물론 중앙부처와 경찰, 관련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상인 책을 마련

하고 상인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일선 실무자들은 상인들의 입장을 최

한 고려한 책마련과 협의에 본연의 업무보다 더 많은 비중을 들일 정도였다. 이와 같은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상인 책에 총력전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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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부처 협의 내용

청계천복원사업의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착공전 중앙정부 관계기관에 복원사업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청계

천복원사업은 서울시가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의 규모나 성격 등으로 사업의 출발부터 중앙정부차

원에서도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상인 책, 교통 책, 하천복원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

행 초기 국무회의, 총리실,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경찰청등 유관 중

앙부처에의 지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보고는 청계천복원공사 시작일인 2003년 7월 1일 

이전인 5~6월에 주로 수행되었으며, 보고의 주요 내용은 청계천복원사업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상인

책, 정부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에서도 청계천복원사업의 당

위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게 되었다. 서울시와 중앙부처와의 협의내용을 정리하면 <표 

3-2-29>와 같다. 

협의개요 주요내용 비고

국무조정실 ·일시 : 2003.3 상인대책을 비롯한 청계천복원사업 설명 

서울지방경찰청

·일시 : 2003.4.18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정보회의실

·참석 : 

- 경찰청 : 정보1과장외 4개경찰서 정보형사
- 서울시 : 행정기획단장외 5명

상인대책 경찰협의

노점상대책 협의

집단행동 관련 대책협의

협의결과에 따라 분야별 관련

조치사항 이행

국무조정실

·일시 : 2003.5.17

·장소 : 국무조정실 경제심의관실

·참석 : 국무조정실, 건교부, 행자부

        환경부, 서울지방경찰청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상인대책 등

관계 부처간 협의 →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보완 후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실시

각 분야별로 해당부처와 협의실시

행정자치부

·일시 : 2003.5.21

·장소 : 행자부 차관보실

·참석

- 행자부 : 차관보외 2명

- 경찰청 : 정보관리, 교통지도부장

- 시 : 행정기획단장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업무보고 →

상인·노점상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며, 교통대책은

경찰과 긴밀한 협의필요

관련사항 보완실시

청와대

·일시 : 2003.5.30

·장소 : 청와대 정무비서실 

·참석 : 행정기획단장

청계천복원사업 설명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결과
각 분야별로 해당부처와 협의실시

청와대

·일시 : 2003.6.2

·장소 : 총리 집무실

·참석

- 시 : 시장 외 5명

- 청와대 : 국무조정실장 외 5명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업무보고

서울지방검찰청

·일시 : 2003.6.20

·장소 : 서울지검 935호실

·참석 : 

- 서울지검 : 김형렬 검사(공안부)

- 시 : 복원총괄담당관

청계천복원사업 내용, 상인대책, 상인동향 설명

사업추진 협조요청

· 복원사업 공감

· 관련사업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명분

   및 관련 사업으로 인한 비전제시 요망

표 3-2-29. 중앙부처 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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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업무협조내용

  - 정기 및 수시 책회의 개최

  - 동향 및 정보공유, 집단시위 등에 공동 처

• 업무협조체계

<그림 3-2-16> 청계천 상인대책관련 업무협조체제 구축

• 추진실적 : 10회

4) 청계천 노점상 갈등관리

(1) 노점정비 대책의 마련

① 기공식(2003년 7월 1일) 전후

서울시는 노점상에 해 기본적으로는 불법이고 청계천복원과 노점정비는 별개사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

며 법적으로 보상 불가 등 일관적인 응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시기조정, 업무의 이원화 등의 다양

한 전략을 수립하며 노점상의 갈등에 한 비책을 마련하였고 내부적으로 청계천 공사구간의 노점상에 

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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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조정 

청계천주변의 노점은 복원으로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 그 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비 상이었다. 

그러나 복원공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정비 상으로 정할 경우 교통문제, 상인 책 등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가져와 협상이나 정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상인 책과 교통 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청계고가 시

설물이 철거된 이후 시점부터 논의키로 전략을 세웠다. 이에 불법노점상은 절 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전 

등 별도의 책도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불법시위에 채증, 주동자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응하

였고 협조단체에 해서는 단속 유보 등의 화채널을 강화하였다.

공식, 비공식적 면담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화 상을 구분하여 노점단체를 만나면서 단계별로 화, 설득, 회유를 통해 상황

에 따라 수준별로 처하였고 비공식적으로는 핵심간부와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단체간 경쟁을 유도

하고 투쟁세력을 분리 추진하였다. 또한 면담과정에서 공사전·후 일제단속이 없음을 홍보하여 공사구간

내 노점상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업무의 이원화 

노점상 책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담당할 경우 노점상이 복원공사의 이해당사자로 간주되어 복원사

업 시작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 노점정비 업무를 건설기획국에서 일상적인 노점정비 업무로 담

당하도록 전략을 수립하였다.

② 노점 강제 정비(2003년 11월 30일) 이후

서울시는 복원공사 중 적극적인 순찰로 청계천로내에 있는 노점발생을 차단하였으며 동 문운동장에 임시 

가수용된 노점상인 풍물시장의 활성화 도모로 청계천로 재진출의 욕구를 억제하였다.

③ 청계천복원공사 준공(2005년 10월 1일) 이후

서울시는 공휴일 없이 24시간을 순찰 확행으로 노점의 재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호시탐탐 청계천로

의 진출을 모색하는 노점상을 즉시 강제 조치하였다. 

(2) 청계천 노점상의 강제 철거

① 청계천 위 육교 상가·노점 철거

청계4·5가 스카이 육교 상가 철거(2003. 9. 15)

• 정비 상 점포 : 2개 육교 133개 (청계4가 61, 청계5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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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년부터 허가받아 영업(청계4가는 의류부자재, 5가는 잡화)

  - 2003년 7월 14일 허가기간 만료로 자진 퇴거토록 수차례 계고

• 상인들 요구사항 : 청계천상인 이주 책에 포함 또는 체점포 제공 

• 철거과정

  - 상인 표들과 수차례 면담, 시의회 청원

  - 시에서 문정지구 이주 책에 포함하고 점포당 이사비로 30만원 지급(종로구청장) 결정 및 

상품 운반 인력 지원 

  - 2003년 9월 15일 : 부분 상인들이 자진철수, 9월 16일 부터 육교 철거 개시

세운상가 육교 노점상 철거(2004. 6. 11)

• 정비 상 노점상 : 54개(종로 세운상가와 중구 림상가 연결 육교위)

  - 1972년도부터 무단 점유 영업, 1개소당 약 7.2㎡
  - 전자제품 19, 섬유 7, 도장 5, 음반 등 20

• 노점상 요구사항 : 장지동 이주단지 입주 및 이사비용 30만원 지원 또는 점포당 2,000만원 보상 

• 철거과정

  - 노점실태조사 및 자진 철거 계도 : 2004. 4. 1~6. 10 

  - 노점상들이 LPG·신나통 설치, 항의 방문 시위 등으로 격렬 저항

  - 노점상 표들과 수차례 면담 및 막후 협상 설득

   - 2004년 6월 11일 : 자진 퇴거, 2004년 6월 1일 : 육교 철거

② 청계천 노점상 완전 철거(2003. 11. 30)

정비계획 수립

• 2003년 11월 13일 : 청계천 노점 일제 정비계획, 2003년 11월 28일 : 청계천노점 일제정비 보완계

획 수립

     ※ 강제철거전 자진철수토록 지속적으로 화설득 

• 청계천 노점상중 자진 철거하지 아니한 노점은 강제 철거 후 

     - 가수용시설(동 문축구장, 성동 응봉역 중랑천둔치)로 403개 이전

   • 서노련 233, 전노총련 20, 도깨비연합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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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문축구장 트랙에 노점(1mx2m)2열로 배치 400개를 11.3 0철거후 이전 조치  

   • 응봉역 중랑천 둔치에 노점(2mx2m)배치로 12. 6까지 300개 자진이전 수용

  - 이전거부 노점은 강제수거하여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운송 조치

   • 중노련 184개 및 기타 비회원 노점100여개

노점강제정비(2003. 11. 30)

• 철거 상 노점 : 총 514개

  - 단체회원 409개 (전노련 184, 서노련 225), 비회원 105개

  - 의류·신발 217, 생활잡화 229, 전자·공구 43, 먹거리 25

• 노점 일제 철거 과정 

  - 시, 구, 소방, 건설회사 등 유관기관 합동작전 실시 

    · 3개 지역, 10개 구역 50개 작업구간으로 분할 동시다발 정비

    · 1개 구역을 5개 작업구간(1개 작업구간 노점10개)으로 분할

    · 10개 구역에 10개 팀 배치, 50개 작업조 배치  

  - 투입 인력 : 총 3,580명 

    · 공무원 733(시 618, 구청 115), 건설회사 500

    · 용역 2,347(철거 2,000, 트럭 300, 지게차 47)

      ※ 경찰기동  42개 중  4,500명 지원

  - 투입장비 : 총 400여  

    · 트럭 300, 지게차 47, 소방차 23, 구급차 10, 견인차 25 

    · 포크레인, 무전기, 채증카메라, 노점패킹장비 등

• 철거 상황 및 노점상 동향 

  - 2003년 11월 29일 : 전노련 중구지역·서울·경기지역 지원세력 집결시작 

    · 20시 폐타이어, 폐가구, 쓰레기 등으로 2차선 점거 방화   

    · 23시 전노련 회원 등 약 2,000명 집결

  - 2003년 11월 30일 : 새벽 지속적으로 전노련 간부 설득 : 중노련 지원중단 종용 

    · 새벽 7시 청계7가R~8가R 방화 및 투석하면서 립

    · 07:00~09:00  청계2가 ~7가 구간 정비

    · 09:00~10:00 막판 협상했으나 결렬

    · 11:00경 강제정비 및 주요투쟁 주동자 체포 

    · 11:20부터 청계7부터 보도공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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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결과 

  - 부상자 총5명(용역4, 노점상1)

  - 노점좌판 등 수거 동 문운동장 및 난지하수처리장에 보관 수용

사후관리

  - 감시인력 600명 청계천로 전 구간에 배치 재 발생 방지

  - 수거물품 223개를 임시보관중이던 난지하수처리장에 전문용역 50명 24시간 배치근무 

  - 2004년 1월 15일 : 반환청구 접수 - 과태료 납부 영수증 확인 후 물품 반환

  - 2004년 5월 15일 : 난지하수처리장내 보관물품 완전 정리 후 보관소 폐쇄

(3) 동대문 풍물시장의 조성 및 관리

① 기본계획 수립(2003. 12. 11)

풍물시장의 조성·관리

  - 시장 명칭 : 동 문풍물시장

  - 1차 총416개 입점 (서노련 233, 저노총련 170, 전노련 종로지역 13)

   · 설치규모 : 노점 규모 2㎡, 노점상 공간 50㎝, 통행 공간 3m이내

   · 설치장소 : 축구장 트랙일부에 노점상단체 자율로 배치 

   · 불법전매, 비자격자 진입차단 등을 위하여 관리용역 50명 배치

  - 당면 지원사항 

   · 주차장간 휀스, 화장실, 전기, 수도 등 각종시설 확충 

   · 개장행사 개최, 현수막 게첨, 전단배포, 보도자료 배포 등 광고 홍보

   · 노점 다이 제작비(개당10만원)지원 등

노점상 일부 응봉동 이전계획 재검토

  - 동 문운동장에 수용되지 못한 노점상단체 비회원, 장애인등에 책으로 성동구 응봉역 아래 중

랑천 둔치에 주말 벼룩시장 검토하였으나 하천내 구조물설치로 장마시 수해피해 우려, 인근 성

동구 주민들의 반 (2003.12.22성동구청장), 비영리원칙인 나눔 장터에 영리 위주인 노점상 참

여 곤란 등의 이유로 응봉동 이전은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 2004년 2월 재활용부서에서 나눔 장터는 뚝섬 고수부지로 결정함.

② 동대문 풍물시장 개장(2004. 1.16)

  - 2003년 12월 20일 : 풍물시장을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12월 27로 1차 연기 후 노점상 400명 집회, 

완벽하게 준비하여 추후 개장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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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12월 22일 : 청계천 노점관리 전담반 발족

   • 명칭 : 청계천 가로환경개선추진반

   • 구성 : 총 6명 (4급1, 5급1, 6급이하 3, 기능직1)

    • 기능 : 청계천주변 단속정비 총괄, 노점상 지원시책 수립, 노점풍물시장(동 문운동장, 응봉역) 조성관리 등 

  - 2004년 1월 2일 : 청계천 노점상 책회의

    • 청계천 노점단속 용역 축소, 중랑천 주말 벼룩시장에 노점상 참여

  - 2004년 1월 5일 : 노점상실무위원회 개최

   · 노점상 표 : 6명(전노련 조직위원장 한기석, 중구지역 수석 부지역장 정병석, 광성지역장 김광엽, 

서노련 명예회장 안호, 전노총련 집행위원장 조덕휘, 도깨비연합 사무국장 양선화)

   · 요구사항 : 차양막 설치, 노점상 간부 고소, 고발 취하 요구, 894명 명단 조속 제출 요구, 추가입주 

불가 청계천로상에서 노점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퇴거, 향후 6인 실무위원회와 지속적

인 논의, 풍물시장은 16일경 개장 예정, 일간지에 광고 게재 등 홍보 요구 

  - 2004년 1월 7일 : 풍물시장 추가 수용 스티커 478매 배부7)

   · 전노련 중구 및 광성지구 추가수용 (전노련 조직위원장 한기석)

   · 부적격자 판명시 퇴거조치, 풍물시장 참여자격 매매·임 금지 각서징구 

  - 2004년 1월 15일 : 노점상 표 한기석등 8명 면담

   · 1월 16일 무조건 개장하고 개장 행사비 1,800만원 지원 결정

  - 2004년 1월 16일 : 11시부터 약 700명 참가한 개장행사 개최

  - 이후 풍물시장 입점요구 시위 : 장애인 노점상(박승기등 15인), 황학동에서 풍물시장을 하던 청계

천상인조합(고관주), 타지역에서 노점한 노점상등이 동 문운동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집단 시위, 

사무실 방문 자해, 항의, 공갈, 민원제출 등 수차례 요구

③ 풍물시장 안정화 지원

풍물시장 대표단 면담(2004. 1.19)

  - 시장 표 : 한기석, 조덕휘, 정병석, 양선화, 김혜경, 권영희, 최정운

  - 동의사항 : 입주노점상 명단제출 동의, 좌판면적2㎡ 제한, 자치위원회 구성, 주차장침범 

복귀조치, 본인점매·전 금지, 차량영업을 좌판형태로 전환, 트랙동측 형천막 정리

  - 풍물시장 요구사항 : 차양막 설치, 안전휀스 철거, 화장실 확충, 조업용 무료주차권 50매 요구, 

상수도 추가설치, 좌판제작비 지원, 에드벌룬 추가설치,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홍보공간 별도확보

풍물시장 편의시설 확충 결정(2004. 1.27)  

  - 전기시설 설치 : 축구장 배전반(1,000㎾) 활용 모자계량기 설치

7) 기존 416매 포함 총 894매(전노련 491, 서노련 233, 전노총련 170)가 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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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양막 설치 : 시에서 설치 불가, 노점상 자체설치 허용가능

  - 상수도 설치 : 동북쪽 기설치 수도 사용, 서측 공동수도 추가 설치

  - 화장실 확충 : 이동식 화장실 설치, 추후 증설 

  - 북문출입구 통로 좌판  정비는 보류

  - 스탠드 밑 통로휀스 철거요구는 입주상가보호를 위해 불가

  - 북문입구에 입간판 설치, 에드벌룬 추가설치 불가

  - 시장 개장 행사비 1,800만원은 공사2담당관에서 집행 

  - 좌판제작비 지원 불가

  - 조업용 무료주차권 1일2시간용 20매 지원

  - 사무실은 무상제공 불가

  - 풍물시장과 주차장간 안전 휀스 설치

개장 후 지원 사항 : 총 20여종 4억여원 지원

- 시설지원 : 전기배전판 설치(2004. 3.14), 화장실 보완, 배수로 보완(2005. 7.14), 공동상수도 2개

소 10개 가설(2004. 3.16), 하수도 준설(2004년, 2005년), 주차장간 휀스 210M 설치

(2004. 4. 2)

- 운영지원 : 사무실 제공(2005. 3. 3), 1일2시간 무료조업 주차권 제공(2004. 2. 9 20매, 2005.10. 1 

900매), 소형소화기 설치(2004. 11월), 개장행사 지원(2004. 1.16), 용역 경비 (2004. 4. 

1부터), 동측출입구 개방(2005. 7)

- 각종 홍보 : 홍보용 간판설치(2004. 7.31 3개, 2005. 9.26 재설치), 무 설치 및 이벤트 사업 지

원 (2005. 5.13), 신문 방송 보도 안내

- 기타 : 나눔 장터 개최(2005.11.26 예정, 아름다운가게 주관)

      ※ 노점 자체 처리 : 좌판 제작(2004. 1.16), 차양막 설치(2004. 11) 및 전기가설 예치금 예치(보증

보험) 및 개별계량기 설치 (2004. 11), 좌판 번호표 부착(2005. 8. 1)

5) 갈등의 해소

(1) 청계천 주변 상인

2003년 6월 21일, 시장 및 서울시 표 3명과 청계천상권수호 책위원장 및 상인 표 6명이 시장 접견실

에서 상인 책과 관련하여 최종협상을 벌였고 상인들은 이주단지 15만평 이상, 공사기간 4년, 융자조건(5

년 거치 3년 상환), 점포면적 7평, 특별 분양, 공영개발이라는 6가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인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한 서울시는 <표 3-2-30>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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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요구사항 검토결과

면적 15만평 이상
이주상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와 송파지역 주민의 편익,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5만평 규모의 대규모 상가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업종을 유치 예정

공사기간 4년
물류유통단지 조성은 2007년말, 추가단지 조성은 2008년말 완료예정

 - 공사기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음.

융 자 조 건

(5년거치 3년상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설자금융자에 준하여 조치예정(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점포면적 7평
현재 영업 중인 점포면적과 유사업종의 점포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점포당 전용면적 기준 평균 7평 수준으로 조성 예정

특별 분양
공사착공일 현재 청계천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 중이며,

실제 이주상가단지로 이주하여 영업할 상인에게 특별 분양 예정

공 영 개 발
상가부지 조성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고, 상가 건립은 이주상인들이

원하는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임.

표 3-2-30. 상인요구사항 및 검토결과 

2003년 6월 25일, 서울시는 최종협상결과와 이주상가단지 조성에 한 공문을 상인들에게 전달했는데 이 

공문의 결과를 두고 상인들간에 의견이 분분하게 되었다. 즉, 책위원회 집행부와 상인 사이에 상가 잔

류와 이전을 놓고 견해차가 심해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일부 상인은 집행부의 서울시 

조건 수용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독자적으로 공사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와 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상인들이 있는 반면 서울시가 이주를 시켜준다고 약속했는데 굳이 공사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있었고 상권수호 책위원장의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내놓은 상설피

해 책기구 구성과 이를 통한 보상책 마련에 기 를 걸었다. 결국, 상인들은 내부의견조율부족과 서울시

가 공문에 기재 한 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기 감으로 2003년 7월 1일 서울시의 사업진행에 협조하게 됐다. 

갈등이 해소되고 착공이 시작되자 부분의 청계천 주변상인들은 공정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점

과 화물조업주차장 운영개선, 동 문운동장 무료주차권 2시간 확 , 상권안정 및 활성화 홍보, 경영안정

자금 융자 등 서울시의 후속 책 추진에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동 문 주변의 의류

상가는 교통 및 주차환경 변화에 따라 상가별로 자율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복원반  현수막을 철거한 후 

자체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 하는 등 능동적으로 처하고 있으며, 여름철 비수기를 이용하여 추석 및 가

을상품을 준비하는 등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상권수호 책위원회는 이주를 희망하는 상가를 중심으로 7월 24일 위원장이 교체되었고 전임 위원

장을 중심으로는 재개발 책위원회라는 새로운 상가단체가 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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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점상

노점상 정비가 시작되면서 청계천복원사업에 한 반 활동이 극심해 지자 이명박 시장이 노점상인 표

와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동 문운동장을 활용해 노점상을 위한 자리 마련을 

제안하게 되었다. 아울러 ‘노점상 전업지원 상담센터’를 통해 전업을 위한 무료 직업교육 및 상담을 실시

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뉴타운이나 청계천복원사업에 일자리를 만들어 노점상들의 전업기반을 마련

할 방침을 세웠다. 이 노점정책은 획기적이고 선례가 없는 제안이었고, 노점상은 이를 받아들여 동 문 

운동장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부 노점상들은 로에서 방화를 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

이기도 했지만 시와 경찰의 협조로 하루 만에 정비 되었다. 

청계천 노점 일제정비 후 영세노점상에 한 생계 책 일환으로 2004년 1월 16일 서울 동 문운동장 풍

물 벼룩시장을 개장하였다. 

        <그림 3-2-17> 동대문 풍물벼룩시장1                 <그림 3-2-18> 동대문 풍물벼룩시장2

2004년 1월 16일 기준으로 동 문 풍물시장에는 894개의 노점(중노련 438, 서울노련 233, 도깨비 170, 

광성 40, 종로 13개)이 입점하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불황으로 매출이 줄어들다가 청계천복원 

이후에는 폭 증가 추세이다. 동 문 풍물시장에는 가게마다 다양한 상품을 확보하여 현재 평일 3만명, 

주말 8만명이 찾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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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청계천복원사업을 처음 시도할 때 가장 우려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은 교통 란이 온다는 

문제였다.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승용차 운전자들을 중교통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좋은 생각

이지만 시민, 학계, 중앙정부, 시민단체 등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고 이 때문에 7월 

1일 착공을 반 하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업무를 분담하고, 사전 책 마련, 지속적

인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표 3-2-31>과 같은 교통 책을 마련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통대책 주요내용

기존 청계고가,

청계천로 이용

승용차에 대한 대책

- 청계천로 주변 통행체계 개선

- 두무개길 연결로 정비

- 도심진입교통 안내 및 우회분산대책 

대중교통

수송능력 제고

- 지하철 수송능력 향상

- 천호대로~하정로 중앙버스차로 설치 

- 대중교통이용 참여 유도

- 도심순환버스 도입 

도심 교통수요관리

- 불법 주정차 기획단속 

- 도심주차요금 상향조정을 통한 진입교통량 억제 

- 대중교통이용 시민참여 유도

- 교통유발업체의 승용차 줄이기 협조요청 및 제도강화 

청계천 상가 및

이용고객 교통대책

- 청계천로 왕복 4차로 확보 

- 청계천로 화물차 및 조업주차 

- 청계천상가 이용시민을 위한 대책 : 동대문운동장 대형주차장 추가설치 제공, 청계천상가에

  대한 주차장 요금 1시간 무료, 청계천로 기존운행 버스 노선 최대한 존치 등

표 3-2-31. 청계천 교통대책 

1) 청계천복원사업의 교통대책

(1) 기존 청계고가 위를 이용하던 승용차에 대한 대책

마장로와 을지로 간 연결도로 개설로 도심 진출입 소통능력 향상

• 사업목적 : 마장로∼을지로(418m)의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도심 진출입 연결로 신설, 도심 진출입 교

통량 분산 및 소통능력 향상

• 위치 : 중구 을지로 동 문야구장 뒤~신당동 경찰기동  앞

• 규모 : 폭 25m (5차로), 연장 418m

• 개통일 : 2003년 6월 16일

• 효과 : 도심방향 2차로 처리용량 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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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로 가변차로 시행으로 도심 진출입 소통능력 향상

• 사업목적 : 마장로와 왕십리길에 혼잡시간  도심 진·출입 차로를 확

• 현행 : 흥인사거리∼도선사거리(2.3km) 폭 2차로

• 개선 : 폭 3차로로 확장, 도심 진출입 오전·오후 각각 가변운행(2:1)

  - 오전 시간 (06:00~13:00) : 도심방향 2차로, 외곽방향 1차로

  - 오후 시간 (13:00~익일06:00) : 도심방향 1차로, 외곽방향 2차로

• 시행일 : 2003년 6월 16일

• 효과 : 도심방향 2차로 처리용량 증 효과

왕십리길 가변차로 시행(오전, 오후)으로 도심 진출입 소통능력 향상

• 현행 : 한양공고삼거리∼왕십리로터리(1.8km), 오전시간 만 도심 진입 가변차로(도심방향 4차로, 

외곽방향 2차로)

• 개선 : 오후시간 에도 외곽 진출 가변차로(도심방향 2차로, 외곽방향 4차로)

  - 오전 시간 (06:00∼10:00) : 도심방향 4차로, 외곽방향 2차로

  - 오후 시간 (17:00∼21:00) : 도심방향 2차로, 외곽방향 4차로

  - 그외 시간  : 도심방향 및 외곽방향 각각 3차로

• 시행일 : 2003년 6월 16일

• 효과 : 외곽방향 처리용량 증 (오후시간 )

대학로·창경궁로 일방통행 및 차등차로제 시행으로 소통능력 향상

• 사업목적 : 학로(종로5가 → 이화동 4개 차로), 창경궁로(종로4 → 원남동 4개 차로)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동북부지역에서의 도심 진입 접속부 도로의 소통능력 향상

• 사업내용

  - 학로

   • 종로5~이화4거리(일방4)

   • 이화4거리~혜화R(차등4:2)

  - 창경궁로

   • 종로4~원남4거리(일방4)

   • 원남4거리~혜화R(차등4:2)

• 시행일 : 2003년 6월 22일

• 통행체계 변경

  - 도심 → 미아방향 차량은 학로를 이용, 미아 → 도심방향 차량은 창경궁로를 이용

  - 광화문 → 미아리 방향은 원남교차로를 지나 이화교차로에서 좌회전 

  - 미아리 → 동 문방향은 혜화교차로를 지나 원남교차로에서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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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교병원 주변 연건동, 이화동은 혜화교차로 → 이화교차로, 원남교차로 → 혜화교차로 

방향 2차로 이용 가능

• 효과 : 교차로 효율증 로 도심방향 시간당 600  이상 처리용량 증 효과

두무개길 연결로 정비로 양방향 4개차로 우회도로 확보

• 사업목적 : 청계천복원 공사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동남부(광진, 성동, 강동)지역의 도심 진·출입 

및 강변북로 이용차량 분산 처리

• 관련사업

  - 용비교 체교량 건설

  - 한남 교∼동호 교 간 강변로 확장

  - 옥수역∼금호동길 간 강변로 정비

  - 용비교∼강변북로 간 연결로 정비

  - 성수교 하부도로 정비

  - 성동교 하부도로 건설

  - 중랑하수처리장 앞길 재포장 등

• 개통일 : 2003년 6월 25일

• 이용경로 : 강변북로, 광나룻길, 중랑하수처리장 앞길 → 성수 교북단 → 용비교 →두무개길 → 한
남로, 반포로, 한강로 → 도심

<그림 3-2-19> 두무개길 연결로 정비안 

• 효과 

  - 현재 동남부지역에서의 도심 진입 교통량은 주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청계고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강변북로를 이용할 경우 한강 교 북단으로만 도심 진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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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무개길을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도심 진입 경로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로 정체도 

해소됨.

  - 도심방향 2차로(약1,500 /시) 처리 용량증

도심 진입 교통안내 및 우회분산 유도

• 안내표지 등 285개소 설치하여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교통안내

<그림 3-2-20> 우회안내표시 예시 

  - 설치기간 : 2003년 4월 1일∼12월 31일 

  - 내용 : 청계고가 철거공사와 중교통이용 홍보, 우회도로 안내

  - 설치노선 : 천호 로 외 52개 노선

  - 설치내용 : 현판 105개소, 현수막 19개소, 입간판 140개소, 배너 21개소

• 교통관리시스템(도로전광표지) 126개소를 활용한 교통안내 강화

  - 도로전광표지 위치 : 내부순환로 65, 올림픽 로 13, 남산권 14, 북부간선 및 강변북로 34

  - 안내개시 : 2003년 4월 1일~

  - 안내내용 : 청계고가 철거관련 중교통이용 홍보 및 주요지점 우회도로 안내

• 경찰과 합동으로 모범운전자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교통관리안내 강화

  - 기간 : 2003년 7월 1일

  - 인원 : 모범운전자 6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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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용차 → 대중교통수단 전환을 위한 버스·지하철 수송능력 제고

지하철 수송능력 향상

 • 4호선 : 비상 기전동차 4편성 주요 역에 배치 추가투입

  - 방법 : 승객폭주로 운행간격 발생 시 기차량 투입으로 혼잡해소 및 속도 향상

  - 상노선 : 4호선 창동기지(2), 한성 입구(1), 서울역(1)

  - 효과 : 4호선(당고개~서울역) 운행시간 5분 단축(44분 → 39분) 운행속도 3.6㎞향상, 수송능

력 증  약 1만 5천명

 • 5호선 : 증차 1편성 및 비상 기열차 1편성 추가투입

   - 방법 : 예비전동차 1편성 추가투입, 비상전동차 1편성 기·투입

   · 예비전동차는 혼잡 피크시간 (08:15~08:25)에 추가투입

   · 군자역에 비상 기전동차 기후 승객폭주 시 즉시 투입

  - 효과 : 혼잡도 완화, 수송능력 증  첨두시 약 4,500명

• 1호선 : 비상 기전동차 1편성(군자기지) 추가운행 : 첨두시 3,700명 증

• 2호선 : 비상 기전동차 4편성(홍 입구, 삼성역, 신정기지, 군자기기) 추가운행, 첨두시 15,000명 

수송능력 증

• 3호선 : 비상 기전동차 2편성(수서, 지축기지) 추가운행, 첨두시 7,400명 수송능력 증

• 6호선 및 7호선 :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나, 6호선 새절역, 7호선 청담역에 비

상 기 전동차 배치하여 승객혼잡시 즉시투입

천호대로·하정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설치로 버스수송능력 확충

• 중앙차로 연장구간 : 천호 로(신답사거리)~하정로(신설동교차로) 3.1㎞
• 시행일 : 2003년 7월 1일

• 효과 : 도심 진입 버스속도의 향상(19.4㎞ →35㎞/h 이상)으로 수송능력 증 효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 시행

• 단속구간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행 전지역

  - 간선 연계도로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불법주정차 차량 적 단속 병행

• 집중단속기간 : 2003년 5월 19일 ~

• 단속사항 : 버스전용차로 소통방해요인

  - 가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

  -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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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도심순환버스 노선도 

  - 버스정류소 주변 질서방해 차량 등

※ 도봉·미아로 축에 한 단속은 2003년 5월 19일부터 집중시행

   · 단속인력 : 총 33개조 179명 투입(행정 서포터즈 80명 포함)

   · 사전조치 : 플래카드 19개소 게첨, 지역주민 상인에 한 사전계도

• 단속효과 : 통행속도 약 2㎞/h이상 향상 (2003.4.10~4.30 단속 결과)  

도심순환버스 운영

• 도입목적 : 도심내 중교통 순환노선을 신설하여 승용차수요를 중교통으로 전환

<그림 3-2-21> 도심순환버스 

• 도입노선 : 도심지역 2개 노선

  - 노선1 : 11.4㎞, 25개 정류소, 8분 간격, 8 (중형CNG버스)

     · 동 문운동장 → 종로6, 5가 → 을지로4, 3, 2, 1가 → 시청 → 교보빌딩 → 세종문화회관 → 
덕수궁 → 서울역 → 남 문시장 → 을지로 → 동 문운동장

  - 노선2 : 12.05 km, 23개 정류소, 10분 간격, 8 (중형 CNG버스)

     · 동 문운동장 → 을지로6,5가 → 퇴계로 → 충무로역 → 명동 → 남 문 → 태평로 → 롯데백

화점 → 서울역 → 명동 → 퇴계로 → 돈화문로 → 을지로 → 동 문운동장

• 운행시간 : 06:30~24:00

• 운행개시일 : 2003년 6월 10일

• 도입효과 : 1일 9,100명 수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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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용차 도심 진입 억제효과를 위한 도심 교통수요관리 강화

도심 및 도심접속도로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상주단속 시행

• 서울시 직원 실·국별 책임구역제 상주단속

  - 단속지역 : 청계천영향지역 도심 및 진입부 등 4개 구청 19개 블록 118개 지점

  - 단속인력 : 시 전체 실·국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472명 투입단속

  - 단속방법 : 실·국장 책임 하에 책임구역 내 상주하여 견인위주로 단속

  - 근무시간 : 오전 07:00~12:00, 오후 15:00~20:00

• Hi-Seoul 교통순찰  운영

  - 단속지역 : 청계천 준영향권 8개 구청 관할지역 50개 지점

               도심 및 진입부 중 특히 불법주차가 심한지역에 해 기동단속

  - 단속인력 : 단속전문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민간단체 등 400명

  - 근무시간 : 오전 07:00~15:00, 오후 14:30~22:30

• 자치구 지역별 집중단속

  - 단속지역 : 25개 자치구 전역, 상습취약지역 위주로 단속

  - 단속인력 : 4,100명

도심주차요금 상향조정을 통한 진입교통량 억제

• 공영일반주차장 : 25~30% 인상(2003년 3월 15일부터)

  - 노상주차장 : 1,000원/10분(현행) → 1,300원/10분(변경)

  - 노외주차장 : 800원/10분(현행) → 1,000원/10분(변경)

•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2003.5.1부터 지속추진)

  - 500원/10분(현행) → 1,000원/10분(변경)

대중교통이용 시민참여 유도

• 자치구 및 주민단체와 함께 중교통이용 캠페인 지속시행

• 차량부착용 중교통이용 홍보스티커 제작·부착

  - 모범운전자회, 택시조합을 통해 전 택시(7만 ) 스티커 부착(6월말까지)

  -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녹색어머니회, 여성단체 등을 통한 중교통이용실천 회·캠
페인 및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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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학생을 통한 가정용 중교통이용 홍보물 제작배포

  - 2003년 4월 16일 : 홍보 리플렛 38만매 배포 완료

• 공영주차장에 중교통이용 홍보 플래카드 부착 : 시영주차장 141개소

기업체 대상 승용차이용 줄이기 협조요청 및 제도적 뒷받침 강화

• 2003년 4월 10일 : 시내 기업체·학교 등 규모 교통유발시설에 한 승용차이용 줄이기 협조요청 

서울시장 공문 발송 

  - 서울소재 기업본사 및 계열사, 형판매점 등 총 4,555개사

  - 초, 중, 고, 학교 1,335개교 교장·총장

  - 협조요청 내용

   · 승용차 이용자제 및 10부제 참여 협조 요청 

   · 통근버스 운영 및 기업체 수요관리제도 참여 협조 요청

   · 해당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방문객의 중교통이용 유도

• 2003년 4월 24일 : 30  기업그룹 총무담당임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이 직접 승용차이용 

줄이기 협조요청

• 6개 교통관련단체가 협의회 구성하여 도심지역 기업체 방문 협조요청

  - 2003년 4월 15일부터 도심권 형건물 직접 순회방문, 승용차이용 줄이기 협조요청 

• 업종별 기업체 초청 설명 및 협조요청 계획

  - 상시설 : 규모 교통유발업체

   · 형판매시설, 종합병원, 형숙박시설, 형복합시설, 예식장 등

  - 홍보내용 

   · 수요관리 참여( 중교통이용하기)시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방안 

   · 업종별｢ 중교통이용/승용차이용 줄이기｣프로그램 상담창구 운영

(4) 청계천 상가 및 방문고객에 대한 교통대책

청계천로 이용 화물차 및 조업주차 대책

• 복원공사 중에도 청계천로 왕복 4개차로 확보 이용

• 청계천로 복원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물조업주차면 684면 확보 및 조업주차 혼잡 개선

• 동 문운동장 형주차장 추가설치 확보

• 청계천 상가에서 인근 형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1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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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상가 이용 시민을 위한 대책

• 청계천로를 주 운행계통으로 한 기존버스 존치로 버스이용 편의 제공

• 청계천로 상가와 인근 형주차장을 잇는 무료셔틀버스 운행

⑤ 동북부 교통대책 보완

도봉·미아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소통능력 향상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주정차 차량 집중단속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전이라도 버

스속도 최 한 확보

• 2003년 5월 19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소통방해요인 집중단속

지하철 4호선 수송능력 증대

• 승객폭주로 운행간격 발생시 기차량 투입으로 혼잡해소 및 속도 향상

  - 4호선 창동기지(2편성), 한성 입구(1편성), 서울역(1편성)

  - 4호선 운행시간 5분 단축(44분 → 39분) 운행속도 3.6㎞향상

승용차이용 줄이기 추진

• 중교통이용 주민참여 유도 : 자치구 주도로 주민단체와 함께 홍보전개

• 권역 내 승용차 이용수요 억제를 위한 단속병행

  - 간선도로변, 상가 앞 보도 불법주차, 지선도로 소통방해 차량 등

2) 교통 분야의 갈등과 쟁점

(1) 이해당사자별 의견 및 쟁점

① 서울시

  - 청계천복원사업은 시민들의 일상교통생활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시와 시민이 함께 풀어나가는 

공동노력으로 추진하여야 함. 

  - 청계천복원공사 착수 이전까지 가능한 단기 책에 우선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전반적인 교통체

계개편사업도 별도로 병행추진하면 착공이후의 교통 혼란을 막을 수 있음. 

② 학계

  - 교통학회를 중심으로 시민불편과 교통상황 악화를 이유로 청계천복원사업을 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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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교통학회 등 전문가 그룹에서조차 시큰둥한 반응

을 보이고 있다.(2003년 5월 1일자인용)

“조중래(趙重來) 명지대 교수(교통공학)는 청계천복원사업이 함께 추진되면 교통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승용차 수요를 10% 이상 감소시키고, 퇴계로와 

남대문로, 새문안길 등 우회 경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 2003년 2월 

15일자인용)

③ 중앙정부

  -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서울시 교통 책이 발표된 이후 교통 혼란 유발과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미비를 이유로 청계천복원사업 7월 1일 착공을 반 함.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분석 결과가 오는 9월말쯤 나올 예정”이라면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교통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 주장처럼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인 7월에 복원

공사를 강행할 경우, 엄청난 교통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다.(서울신문 2003년 2월 15일자

인용)

“서울시는 교통대책 가운데 핵심인 도심 일방 통행제와 중앙차로제, 교통신호체계 변경 등은 경

찰이 결정할 사항인데도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경찰의 자체 교통량 분석,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거치려면 7월 이전에 교통대책을 확정짓기는 어렵다.(2003년 2월 13일 한국일보 인용)

④ 시민단체

  -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시민불편을 이유로 청계천복원사업 7월 1일 착공 반 함.

“청계천 축의 용량감소와 교통체계 변화가 동시에 이뤄지게 되면 그 충격강도는 가히 메가톤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청계천복원뿐만 아니라 안

전 문제 측면에서도 청계고가의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7월 1일 착공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선결해야 할 요건은 아니다.(2003년 5월 1일 문화일보 인용)
-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2) 갈등과정

2003년 2월 11일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공사 착공에 따른 서울시 교통 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해 시

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갈등주체들은 책이 너무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

러한 책으로는 서울시민들과 정책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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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책으로는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이후에 교통 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 하면서 교통문제에 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교통 책에 한 갈등은 사업을 무사히 착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한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다. 

3) 서울시의 갈등관리

(1) 추진체계 확립을 통한 업무분담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업무의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국,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을 구성하고 청계천복원 교통 분야 책은 청계

천복원추진본부 추진단장 주재의 교통 분야 주요관계관회의를 통해 사안별 책을 결정하였다. 

추진부서 업무내용

교 통 국  도시교통체계개편(도심 교통체계 개편 포함) 연구용역 및 사업시행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복원구간의 교통대책 연구용역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구간 교통대책과 도심교통체계 개편 내용 사전 조율 및 협조체제 구축

출처 : 서울시, 2003,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내부자료

표 3-2-32. 추진부서별 업무내용 

추진체계는 청계천복원 교통 책은 교통국에서 주관하는 청계천복원공사 비 교통처리종합 책과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에서 주관하는 도로 공사장 교통처리계획으로 나뉘는데, 서울시 교통국에서 주관하는 청계천

복원공사 비 교통처리종합 책은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서울시 전체 교통흐름에 한 책

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주관하는 도로 공사장 교통처리계획은 청계천복원공사가 진행되는 공사구

간 내 교통처리를 위한 책이다.

<그림 3-2-23> 청계천복원 교통대책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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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통체계개편(도심교통체계 개편 포함) 연구는 서울시 도심 전체 교통에 한 사항이므로 서울시 

교통국에서 주관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도심교통체계개편계획 수립은 2002년까지 완료하고 개선공사는 철

거 1개월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신 도심통행방법 개선방안 및 청계천로 화물조업주차, 

버스노선 조정방안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조속히 확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도심교통체계개편계획은 곧 

청계천복원기본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청계천복원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공사장교통처리계획은 청계천복원구간에 한 ｢도로 공사장 교통처리계획｣이며, 그 이외의 사항은 도심

교통체계개편사업에 포함하여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002년 8월 10일 부시장 주관 하에 결정되었

다. 도심교통체계개편 계획 수립 시 청계천로는 편도 2차로 정도의 차로를 확보하고 교차부는 교량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되었다. 청계천복원 공사장교통처리계획은 추진본부와 청계천복원지원연

구단에서 도심교통체계개편과 관련하여 검토한 자료를 서울시 교통국에 통보하고, 교통국에서는 자료를 

넘겨받아 관리하는 동시에 시설에 한 검토 후 관련 시민분과위원회 및 도시교통정책심의회에 상정하기

로 했다. 또한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도심교통체계개편 및 공사장 교통처리계획은 매주 화요일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복원계획반으로 통보해 관리하기로 추진체계가 잡혔다. 

① 교통 분야 주요관회의

공사 비 교통처리 책은 교통 분야 추진 관계관회의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2002년 8월 10일 부시장 주

관 하에 교통 분야 추진체계 변경시 도심교통체계개편사업은 서울시 교통국에서 주관토록 결정되어 추진

본부에서는 공사 구간에 국한된 교통처리시설 설치와 교통계획만 시행하도록 결정되었다. 단, 교통국에서

는 도심교통체계개편 계획을 수립하되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교통관리계획은 청계천기본계획에 

그 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계획의 성격상 도심교통체계개편사업은 넓은 의미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한 교통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로 공사장 처리계획은 선행 도

심교통체계개편 결과에 맞게 최적 안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 1차 - 2002년 9월 12일

공사장 교통처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청계천로 주변 가로별 통행방법 및 버스노선 조정, 조업주차 개선

방안과 보행환경 개선방안, 불법주차 단속 등 도심교통체계개편계획 수립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 2차 - 2002년 10월 4일

공사에 따른 교통 책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사된 교통현황 파악은 주요관계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이다. 또한 청계램프와 삼일고가, 공사시점 등에 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논의했고,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도심교통체계개편 및 공사장 교통처리계획에 해서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복원계획반으로 매주 화요

일 정기적으로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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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 2002년 10월 21일

청계고가 세종호텔 앞 교차로와 청계램프 및 광통교 부분 처리방안, 기타 교통 분야 업무 추진에 해 논

의했다. 우선 청계고가 세종호텔 앞 교차로는 교차로 운영방안(평면처리 및 고가차도 설치)을 교통국에서 

검토한 후 최종 보고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현행 교통량과 신호현시에 해 교통국에서 추가 자료를 마련

하기로 했다. 한편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교통국 교차로 운영방안에 해 도면작성을 용역업체인 유

신코퍼레이션의 협조를 얻어 제공키로 하고, 현행 교통량 및 신호현시를 이용한 운영방안별 시뮬레이션을 

시정개발연구원에 협의 요청키로 했다. 

청계램프와 광통교부분에서 우선 청계램프는 철거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고, 마장램프의 천호 로 진출

램프의 연장 설치는 교통국 도심교통체계개편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광통교부분의 교통문제는 시청 앞 광장 

개선계획과 광통교 복원 문제를 전제로 검토가 필요한데, 광통교를 시점으로 할 경우 광통교의 복원에 어려

움이 있으며, 광통교 → 태평로 방향으로 흐르는 물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타당성이 희박하다. 태

평로를 시점으로 할 경우 시청 앞 광장 교통처리를 위하여 무교동길을 북쪽으로 일방 처리하여 청계천로를 

통하여 태평로로 진입토록 되어있어 하천복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교통과 광통교 복원을 위한 안

으로 무교동길을 기점으로 하천복원을 시행하는 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상호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후 청계고가 세종호텔 앞 교차로는 개선방안 및 시뮬레이션을 2002년 10월 24일까지 마무리하고 교통

국에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 협의하기로 했으며, 광통교 부분 시점 및 청계램프는 시청 앞 광장계획을 

교통국에서 통보받아 역시 2002년 10월 24일까지 도면 및 추진방향을 작성하여 추진본부에서 내부 협의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외 교통운영개선반은 도심의 교통체계에 하여만 검토하고, 버스 수요관리, 조업

주차 등 다른 세부정책은 교통기획과에서 취합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교통운영개선반에서 의견

을 제시해 도심에 한 세부 교통정책과 추진일정, 담당팀을 지정하여 교통기획과로 통보토록 하였다. 또

한 교통량, O/D(Origin-Destination) 조사 및 시뮬레이션 툴에 해서는 교통량 조사 및 도심 통과교통

량 파악을 위한 차량번호판 조사는 교통국에서 수행하고 조사 자료는 추진본부와 공유키로 하였고, 시뮬

레이션 툴은 시정연과 교통운영개선반이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교통 분야 관련부서 협의

서울시(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

와 협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했으며 주요 협의내용은 <표 3-2-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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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협의내용

2002. 09. 12 도심교통체계 개편 수립시 우선 검토사항 

2002. 09. 26 공사장 교통처리계획 추진 및 교통분과위원회 상정안

2002. 10. 04 교통현황조사, 공사시점 결정, 청계램프 및 삼일고가 추진방안 등

2002. 10. 21 청계고가 세종호텔앞 교차로, 청계램프 및 광통교 부분 처리 방안등 

2002. 12. 07 복원구간내 교통국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협의 

2002. 12. 18 복원공사 시점부 교통처리계획 협의 관련

2002. 12. 20 복원공사 시점부 교통처리계획 협의 관련

2003. 02. 26 청계천로 종점부 및 사근동길 일방통행 검토의견 통보

표 3-2-33. 교통분야 관련부서 협의내용 

③ 도로 공사장 교통자문회의

2003년 1월 14일 청계천복원사업추진단장실에는 청계천복원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하여 복원계획반

장, 복원사업반장, 도심교통개선반장, 교통운영담당관, 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유신코퍼레이션, 동명엔지니어링, 복원계획반 교통계획팀장 등 청계천복원사업 교통 분야 관련자

들이 모두 모여 7월 착공을 앞두고 공사장교통처리계획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회의의 주요 안건

은 원활한 착공을 위해 공사장교통처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교통국 교통현황분석 및 

개선 책을 2월까지 제공하고 지방경찰청 협의를 거쳐 3월 이내에 공사장교통처리계획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공사장교통처리계획서는 공사 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우선 1단계를 처리하는 것

으로 했다. 즉, 우선 철거구간(램프-본선 등)을 선정하고 1단계 처리계획서의 범위를 정하여 추진

하며, 2단계부터는 실시설계적격자가 공사장처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 후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

다. 또한 청계천 버스노선 조정 등 교통국 협의사항에 해서는 해당부서의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별도로 협의하며, 청계천복원교통 책은 교통국에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하

여 작성키로 하였다. 

교통국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지원연구단

• 청계천복원구간 이외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장교통관 리지침 제

6조 및 제9조의 교통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분석 결과에 따른 교통대책 도면

• 청계천복원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 제6조 및 

제9조의 교통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지원연구단)

• 1단계 철거범위(우선심의분)선정 및 일정별, 공정별 고가도로 

철거계획 및 도면(복원사업반)

• 고가도로 철거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수준의 교통처리 계획 및 

도면(복원계획반)

출처 : 서울시, 2003,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내부자료

표 3-2-34. 공사장교통처리계획 부서별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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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대책마련

① 교통대책 추진 

서울시는 2002년 7월 교통현황 조사(도심 및 청계천로 주변) 및 교통영향분석을 시작으로 <표 3-2-35>

와 같이 청계천복원공사 착공 이후에 발생할 교통문제에 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날짜 주요내용

2002.07 교통현황 조사 및 교통영향분석

2002.09 청계천복원 기본계획(교통부문) 수립 착수

2002.09.11 청계천복원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2002.10.07~08 청계천로 주변 심야시간 버스주차실태조사

2002.12 교통처리기본원칙 수립

2003.02.14 청계천복원공사 대비 교통처리종합대책 추진계획수립

2003.02.20 청계천복원 대비 교통처리종합대책 마련

2003.02.25 마장2교 교차로 처리방안 검토

2003.03 청계천복원관련 도로표지정비계획 수립

2003.03.13~14 서울도심교통체계 개편관련 국제토론회 개최

2003.03.31 교통처리기본원칙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서 작성

2003.04.01 동대문운동장에 주차장 설치

2003.04 경찰청 등 교통처리 사전협의

2003.04.07 도로 공사장 교통자문회의 심의

2003.04.16~18 청계천복원대비 주요지점 교통안내 추가설치지점 조사

2003.04.30 공사장 교통처리 규제심의 신청

2003.05.10 도심순환버스 운행

2003.05 청계천주변 버스노선개편

2003.05.12 청계천복원 대비 교통처리보완대책 발표

2003.05.27 경찰청 교통처리 협의내용 통보

2003.06.10 불법주정차단속계획 수립

2003.06.11 공사장 교통처리 규제심의 재신청

표 3-2-35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대책 추진경위

사전 책마련에서 주목할 점은 2002년 9월 11일에는 교통영향평가 상여부를 검토하였다는 것이다. 환

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과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하천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은 하천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계획법과 하천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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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관련법령 대상범위 심의시기

도로사업 도시계획법 제3조 제6호

총길이 2.5㎞이상 신설노선 중 인

터체인지,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

도로와 접속부

실시계획 인가 전(도시계획법제61조제2항)

도로사업 도로법제11조

총길이 2.5㎞이상 신설노선 중 인

터체인지,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

도로와 접속부

도로구역 결정전(도로법제25조)

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 부지면적 5만㎡이상
시행계획 인가 전(도시재개발법제22조 내지 제24조)

※ 자치단체 시행시 사업계획 고시전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법 제3조 제4호 부지면적 2만5천㎡이상 도시계획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제2호 부지면적 5만㎡이상 실시계획 인가 전(도시개발법제17조제2항)

※ 지방교통영향심의회 심의 대상

※ 재개발 사업 및 지구단위 계획은 청계천 철거 및 복원사업과 분리하여 추진하고 부지면적 및 사업 시행자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별도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계천 철거 및 복원 사업과는 관련성이 미흡

표 3-2-36.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청계천복원사업관련)

그러나 공사로 인하여 기존 도로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비 도시계획법상 도

로 사업으로 평가 상여부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일정 연장8) 이상의 신설노선에 하여만 

교통영향평가 상이 되는데,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현행 법령상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사업의 중요성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도심교통체계 개편사업을 시행하

여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8) 평가대상 : 총길이 2.5㎞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 접속부(도시계획법제61조제2항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전, 지
방교통영향심의회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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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도로)결정

결정근거 구분
규모(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폭원 연장

건고 제177호

(‘62. 12. 8)

결정 광로 50 2,750 세종로광장 오간수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광로 50 5,000 오간수교 답십리동

건고 제738호

(‘63. 12. 24)

기정 광로 50 5,000 오간수교 답십리동 노 선 연 장

사업구간 외곽변경 광로 50~60 9,000 오간수교 광진교앞

건고 제172호

(‘71. 4. 1)

기정 광로 50 2,750 세종로광장 오간수교 시점에서 70m구간 노폭 

10m축소 변경 광로 40~50 2,750 세종로광장 오간수교

건고 제198호

(‘71. 4. 7)

기정 광로 50~60 9,000 오간수교 광진교앞 노 선 연 장

사업구간 외곽변경 광로 50~60 16,500 오간수교 상일동시계

• 도시계획(고가도로)결정

결정근거 구분
규모(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폭원 연장

건고 제782호

(‘67. 12. 8)
결정

고가

도로
16 6,000 용두동 세종로

건고 제8호

(‘76. 1. 21)

기정
고가

도로
16 6,000 용두동 세종로 용두동측 연장

변경
고가

도로
16 6,373 용두동 세종로

• 하천 결정 현황

 - 하천명 : 청계천 (지방1급 하천) 

 - 개  요 : 평균 하폭 84m, 연장 3,670m

 - 유로면적 : 323,000㎡, 유역면적 62.8㎢

 - 구  간 : 신설동 성북천 합류지점 ~ 중랑천 합류지점

 - 하천지정 고시일 : ‘83. 4. 30

표 3-2-37.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청계천복원 공사장 주변 교통처리 책은 도심 전체의 교통체계 범위 내에서 유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했기 

때문에 공사장 교통처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도심교통체계개편 계획 시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청계천로 

주변 가로별 통행방법, 청계천로 버스노선 조정, 청계천로 조업주차 개선방안 마련, 청계천로 보행환경 개

선, 청계천로 불법주차 단속 등과 같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안들은 

2002년 9월 청계천복원추진단장이 주재하는 교통 분야 추진 관계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이후에도 사업

추진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례회의를 가졌다. 이에 따라 교통국에서는 추진본부

에서 미리 통보한 청계천로 차로확보 및 교량 설치계획을 참고하여 도심교통체계개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같은 우선 검토를 위해서는 청계천 주변의 교통현황 파악도 필요했다. 추진본부에서는 사전자료조사를 

통하여 차로현황 등 기본 도면을 작성했다. 자료는 (주)교통과학연구원에서 작성한 도심전체 CAD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교통국 교통축개선사업 자료 및 교통영향평가 자료,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 보고서를 요청

받아 자료를 보완하였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기본도면을 작성하였다.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사항목 및 내

용에 해서는 용역업체인 (주)유신코퍼레이션에서 조사범위와 조사항목 및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도심교통체계개편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교통국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추진본부가 파악에 들어간 청계천주변 교통현황은 버스노선과 주차장, 버스전용차로, 그리고 도심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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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교통량 및 통행속도 등 2002년 7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계램프와 삼일고가, 공사시

점 등에 한 기본적인 논의도 시정개발연구원과 추진본부가 협의하여 교통국에 통보하고 교통국에서는 

시설에 한 검토 후 관련 시민분과위원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회에 상정할 것을 결정했다. 

② 교통처리원칙의 마련

• 도심교통체계 개편 전까지 현행 교통체계 유지

• 편도 2차로 및 조업주차 공간 확보

• 철거 및 복원공정에 따른 교통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차량통제시 심야시간 이용 및 우회도로 안내

• 공사 전·중 각종 매체와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

(3) 홍보대책의 수립

① 청계천복원공사 착공 및 공사시행 안내표지 설치

서울시는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을 앞두고 “7월1일 청계천복원공사 착공” 안내표지(현판, 현수막, 배너, 입

간판)를 4월 1일부터 설치하여 홍보하였고, 청계천 진입 간선도로 이외 기타 주요노선에도 시민홍보 확

를 위해 2003년 5월 6일부터 추가로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사 중 안내표시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하였다.

설치현황

• 상도로 : 마장로, 미아로, 동부간선, 천호 로 등 36개 노선

• 계획수량 : 191개(현판 56, 현수막 15, 입간판 81, 배너 39)

• 설치수량(2003년 4월 24일 현재)

  - 총 107개(현판 21, 현수막 12, 입간판 53, 배너 21)

  - 미부착 현판·현수막 38개는 기존 부착물 부착기한 등을 감안 5월 1일 이후 부착 예정

  - 우회안내 입간판·배너 46개는 5월 20일 이후 부착예정

        ※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교통전광표지 126개소에 “7월1일부터 철거” 홍보 중

추가설치 - 주요간선도로에 현판·현수막 추가설치

• 상도로 : 강변북로(성수 교~천호 교 구간), 화곡로, 공항로, 송파 로, 방로 등 외곽 진입주요간선도로

• 설치수량 : 31개(현판 16, 현수막 15)

  ※ 보도육교 19, 교량난간 5, 지하차도 1, 터널 6(남산 2, 3호, 금호·옥수는 기설치, 남산1호는 근접

육교에 5월 10일 설치 예정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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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간 : 5월 6일 부터 부착

  ※ 교통국이 시행중인 표지판 설치 사업에 포함 추가 설치하되 세부추진일정은 기존 부착물 부착기

한을 감안, 구청과 협의 시행

<그림 3-2-24> 한강교량상 배너 설치   <그림 3-2-25> 입간판 설치       <그림 3-2-26> 안내현판 설치

② 안내방송

교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교통안내

• 기 설치된 교통관리시스템(도로전광표지)을 활용하여 청계고가 철거홍보 및 우회도로 안내 강화(도

로전광표지 126개소, 이동식 전광표지 12개)

• 1단계(2003년 4월 1일~6월 30일) 

  - 청계고가 철거관련 승용차이용 자제로 중교통이용 홍보(주요지점 우회도로 안내 병행)

청계고가 철거관련 대중교통이용 홍보 표출

7월1일 청계고가 철거

버스·지하철로 출퇴근합시다

  - 126개소 : 내부순환로 65개소, 올림픽 로 13개소, 남산권 14개소, 북부간선 및 강변북로 34개소

• 2단계(2003년 7월 1일 이후) 

  - 청계고가 폐쇄에 따른 구체적인 우회도로 안내 강화

  - 도시고속도로 본선을 제외한 주요접근 간선도로에 설치된 68개소 (고정식 : 65 개소, 이동식 : 3

개소)에서 도로전광표지를 활용하여 우회 가능한 지점은 우회 도로 안내

(도로 표지 표출 시)
7월1일 청계고가 철거

나루길 우회 요망

  - 직접적으로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남산1호터널) 등 주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317

요도로 8개소에서 우회 안내

·본선(①,②) : 5개소 (강변북로 → 사근진출램프 방면)

·하부도로(③,④,⑤) : 3개소 (고산자로 1개소, 천호 로 1개소, 남산권역 1개소)

① 청계고가 폐쇄청계 

나가는 곳 이용불가   
② 청계고가 이용불가

사근 나가는곳 이용 

③ 청계고가 폐쇄

하정로 우회 요망   
④ 청계고가 폐쇄

사근진입로 이용 

⑤ 3.1고가 폐쇄

남산1호터  정체 

  -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본선 및 우회도로 128개소중 우회안내가 가능

한 지역은 우회 안내

청계고가 폐쇄

청계 나가는 곳 이용불가   

청계고가 폐쇄

나루길 우회 요망   

  - 소통정보 제공 및 공사, 유지보수용으로 활용중인 이동형 도로전광표지 12 중 실시간 정

보제공이 가능한 교통관리센터용 3  활용 - 청계고가도로와 직접 연계되는 천호 로중 사

전에 우회 가능한 교차로(광장동 사거리, 군자교 사거리, 신답사거리 등)를 중심으로 배치

하여 우회 유도

교통방송을 통한 청계천주변 교통정보 제공

• 청계천복원사업 종합 홍보방송 실시

  - 방송내용 : 청계천복원사업 홍보, 교통 종합 책, 청계천복원사업 진행사항 안내 등

  - 프로그램별 홍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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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코너명 일시 출연자

상쾌한 아침 ｢청계천 Q & A｣ 매주 목요일 오전 8시35분 청계천복원팀

교통 시대
｢청계천이 살아난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5분 청계천복원사업 단위별 

담당간부 및 실무자｢서울시 소식｣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함께가는 저녁길 ｢Hi! 서울, Hi! 청계천｣ 매일 오후 7시15분~ 김경오 총괄기획팀장

지금 서울은 ｢청계천이 달라진다｣ 매주 수·목 오후 9시40분
청계천복원사업 단위별 
담당간부 및 실무자

음악이

있는 거리
｢시정단신｣ 매일 오전 9시15분~ 원고처리

50분 교통정보 ｢청계천주변 교통정보｣ 매일 06:50 ~ 20:50 원고처리

표 3-2-38. 청계천복원사업 프로그램별 홍보계획 

 시민홍보현판 설치

• 설치개소 : 13개소

• 설치일 및 장소

  - 2003년 6월 5일 : 청계고가 시점부, 삼일고가 시점부 및 삼일로 시점부 육교

  - 2003년 6월 7일 : 청계천로 남북방향(청계 3, 4, 5, 7, 8가 교차로)

• 문안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사로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청계고가 통행불가｣ 홍보

청계고가 폐쇄 전날인 6월 30일 시 홍보 사, 추진본부 및 교통국 직원 합동으로 07:00~09:00, 

17:00~19:00 2회에 걸쳐｢폐쇄 및 우회안내｣를 홍보하였다. 

• 위치 : 청계고가 시점 과 종점 의 고가진입램프 직전 횡단보도 앞 안전지  및 1호터널 매표소

• 홍보방법

  - 시점과 종점지역에서는 청계고가 진입을 위하여 횡단보도 앞 2개 차선에서 신호 기중인 차량에 접근하여 홍보물과 선물 전달

  - 남산 1호 터널 매표소에서는 매표소 통과를 위해 기 중인 차량에 접근하여 홍보물과 선물전달

⑤ 현수막 설치

  - 공사 시·종점부 및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간선도로상에 현수막 설치

  - 현수막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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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공사(청계고가철거)입니다.

200•년 •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불편하신 사항은 연락 주세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과 •••(TEL ••••-••••)

표 3-2-39. 현수막 내용 

      주 : 바탕 : 흰색,   글씨 : 검은색

4) 갈등의 해소

청계천복원사업은 시유지에서 행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그러나 청계천복원사업은 도로공사가 포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교통 책에 있어서, 특히 착공 당일부터 

시작되는 공사장 교통처리를 위해서는 담당기관인 경찰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공사 착공을 

앞두고 서울시와 경찰청은 청계천 교통 책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미비로 인해 갈등이 발생되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2003년 4월 서울경찰청과 교통처리계획에 해 협의를 하였고, 서울시의 교통

처리계획 협조에 해 6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답변을 보냈다. 경찰청의 회신에는 교통영향분석에 

한 서울시와의 이견과 현장 모니터링에 한 몇 가지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이에 한 

답변을 조목조목 설명함으로써 공사장 교통처리에 한 협조 문제가 비로소 해결됐다. 서울경찰청의 교통

처리 협의 회신내용 및 그에 한 서울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구분 회신내용

문제점 

지적사항

①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에서 주요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비해 속도 감소

   (강북도  심에서 2.7㎞/h)가 적게 분석되어 신뢰성이 떨어짐

② 도심 및 진입도로 소통향상을 위한 가변차로제, 일방통행제 등 운영관리방안은 국소적

   용량 증대효과만 예상되고 광범위한 교통영향에 대한 효과가 없을 것임

③ 양방향 4차로 두무개길은 이동성이 저하된 국지도로로 처리용량이 낮을 것임

④ 복개도로 철거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은 6월말 시공업체 선정 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복개도로를 철거할 때가 교통상황이 가장 악화되는 시점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7월에 시행하는 것은 무리임

⑤ 청계천공사 중 교통흐름의 변화는 강남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광역적인 영향권에 대한 신호운영체계의 개편

   작업이 필요하나 엄청난 수의 신호교차로 운영을 조정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경찰의 부담이 됨

⑥ 도봉·미아축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시행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역주민 반발로 무산될위기에 있어

   승용차를 흡수할 수 없는 계획이 되고 있음

현장 시범차단 후 

모니터링을 통한 

교통영향분석

① 신뢰성 낮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고가 철거 전에 일정기간 청계고가 진입을

   차단하고 청계천로를 편도 2차로로 유지하여 교통영향 및 패턴변화를 분석 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②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서울경찰청, 서울시, 교통전문가가 공동으로 자료수집 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③ 조속한 시행을 촉구함

출처 : 서울시, 2003,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내부자료

표 3-2-40. 서울시의 교통처리협의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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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서울경찰청의 문제점 

분석에 대한 설명

①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에서 주요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비해 속도 감소

   (강북도  심에서 2.7㎞/h)가 적게 분석되어 신뢰성이 떨어짐

② 도심 및 진입도로 소통향상을 위한 가변차로제, 일방통행제 등 운영관리방안은 국소적 용량증대효과만

   예상되고 광범위한 교통영향에 대한 효과가 없을 것임

③ 양방향 4차로 두무개길은 이동성이 저하된 국지도로로 처리용량이 낮을 것임

④ 복개도로 철거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은 6월말 시공업체 선정 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복개도로를

   철거할 때가 교통상황이 가장 악화되는 시점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7월에 시행하는 것은 무리임

⑤ 청계천공사 중 교통흐름의 변화는 강남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광역적인 영향권에 대한 신호운영체계

   의 개편작업이 필요하나 엄청난 수의 신호교차로 운영을 조정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경찰의 부담이 됨

⑥ 도봉·미아축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시행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역주민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있어 승용차를 흡수할 수 없는 계획이 되고 있음

출처 : 서울시, 2003,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내부자료

표 3-2-41. 경찰청 문제점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회신

한편 경찰청의 협조 문제는 단순히 협조공문 몇 장으로 해결되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시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와 서울경찰청의 관계는 서울시와 경찰청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 나아가 지방정부인 서울

시와 중앙정부, 또는 청와 와의 관계로도 볼 수 있다. 청계천복원사업과 같은 규모 정부사업은 당시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감

안할 때 공사에 착공하기까지 서울시는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다. 

경찰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시장까지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통령

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청계천복원의 필요성과 의의, 명분,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조목

조목 설명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에서도 서울시 교통체계에 최

한 협조해 줄 것을 약속했고, 청계천복원사업은 7월 1일 무사히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시민위원회, 연구지원단 등 청계천복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거버넌스들에 한 

활용이 돋보였다. 특히 시장과 시공무원, 시민위원회 주요 임원과 연구단 연구자들의 노력은 청계천을 반

드시 복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순수한 열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어떤 정부사업에서도 볼 수 없었던 조

직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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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문화

1) 청계천 문화유적조사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는서울의 역사성 회복과 문화공간의 

창출이라는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적 보존을 우선으로 하되, 현실적인 여건9) 고려, 유적 

복원과 함께 무형의 전통문화 재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역사문화의 복원방안 확정이라는 기본방향을 설

정하고 <그림 3-2-27>과 같이 청계천 문화유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2-27> 청계천 문화유적조사

(1) 문화재지표조사

청계천복원공사는 크게 청계천 복개구조물 및 고가도로의 철거공사와 하천 및 문화유적 복원공사

로 구분되는 사업으로 구조물 철거공사는 지표의 절토, 복토, 굴착 등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지표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하천 및 문화유적 복원공사는 교량건설, 양안의 도로정비, 

수변공원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지표조사의 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문화재보

호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청계천 문화유적 복원의 명분을 확보하며 철거공사와 복원공사를 분리하

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3년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명지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의

뢰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문화재지표조사 제도의 개요

• 법률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 건설공사 시 공사지역에 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 확인

  -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복토·굴착·수몰 등)의 현상변경을 초래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9) 현실적인 고려요인 : ①홍수에 안전한 하천기능 유지, ②청계천 상인들의 최소한의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교통관리 : 영업차로 및 조업주차 공간 
확보(13.5m), ③평시 건천의 청계천에 맑은 물 공급 : 생태공원 및 상시 친수 기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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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및 절차

  - 문화재지표조사는 공사지역의 지표면에 드러난 유적이나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분석하

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해 설시되며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② 조사범위

• 지역적 범위 : 중구 서린동 동아미디어센터 건물~동 문구 용두동 신답철교 전

③ 조사결과 및 조사자의 의견

다리의 경우 광통교를 제외한 나머지 다리가 있었던 지점에서는 부재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소량 발견되고 

있는 것 외에 주목할 만한 유구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간수문이 있었던 지역의 경우 성곽이 있었던 곳

이므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 적으로 많은 석재들이 발견되었으나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다. 석

축의 경우 양안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일제강점기 때 청계천에 한 개수공사와 교량개축, 그리고 1958년 이후 복개공사와 

청계고가도로 건설공사과정에서 옛 다리를 포함한 하상과 양안 등 청계천의 원래 모습이 심하게 훼손되었

던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되며, 청계천 지하의 복개구조물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게 해준다. 또한 

지표조사 상구간이 일반적인 지표가 아닌 하상이었기 때문에 유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상의 지형변화나 

유구의 유실 등도 어느 정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계천 하상에서 수집된 자기편(磁器片)과 와편(瓦片)은 상류에서 떠내려 왔거나 주변 민가에서 버려진 것

들로 추정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청계천이 도심의 생활하천이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이

며, 체로 조선 후기 내지 말기의 유물이고 오히려 20세기 유물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청계천의 

하수를 분리하면서 하상이 침식되어 당시의 상태로까지 내려간 것으로 추측된다. 청계천복원사업 상구

간(문화재지표조사구역)은 아니나 청계천과 관련된 유적으로는 현재 장충단공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표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8호)와 동 문구 청량리동 세종 왕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는 수표(보물 제838

호)가 있는데,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 또한 광통교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현재 창덕궁 규장각 이문원(摛文
院) 복원공사장 뒷산에 난간석 6기가 보관되어 있다.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으나 옛 광통교의 모습을 유

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현재 교각, 교  등이 그 로 현장에 남아 있는 광통교는 이번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이전, 복원 등 적절한 보존 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먼저 안전진단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

시하여 유적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창덕궁에 보관되어 있는 광통교 난간석은 

광통교 복원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부재의 강도 등에 문제가 있어

서 그 로 활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광통교과 관련된 유적을 한 곳에 모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표교와 수표의 경우 현재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이전 자체에 신중한 검토가 필

요하겠지만, 청계천복원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원래 위치를 찾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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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화재 원형의 안전한 보존이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하며, 수표교와 수표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원위치에 이전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천의 양안의 경우 청계천 역사문화환경의 골격이 되는 옛 다리를 복원할 경우, 그 주변만이라도 옛 양

안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이다.

오간수문이 있었던 지점의 경우 다른 지점에 비하여 상 적으로 부재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하상공사 시에는 문화재 전문가의 입회하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 해서는 출

토될 수도 있는 유적이나 유물의 보존을 위해 공사 방법상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④ 조사결과에 따른 서울시의 조치 및 문화재청 결정

서울시는 2003년 4월 17일 지표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5월 16일에는 문화재위원회(매장문화

재분과)의 1차 심의 및 6월 12일 문화재위원들의 청계천 현장조사를 거쳐, 6월 29일 2차 심의에서 유구잔

존가능성이 있는 지역, 퇴적층이 양호한 지역 등에 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되었다. 

(2) 시굴조사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개공사시 개발의 논리에 밀려 땅속에 묻힌 옛 다리의 흔적을 확인하고, 청계천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옛 사람들의 자취를 확인하고자 청계천복원구간에 한 시굴조사를 중앙문화재위원회

에 의뢰하였으며, 문화재청 허가(제2003-429호)후 청계천 하상에 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계천복원구간내 유적 시굴조사는 광통교 하류에서부터 복개구간이 끝나는 용두동 신답철교 부근까지 약 

5.84km에 해당되는 구간이었다. 시굴조사 상지역은 부분 약 6m간격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복개되

어 있었기 때문에 시굴조사 트렌치는 복개 구조물을 피하여 청계천의 하상 흐름 방향과 동일하게 설치해 

조선시 에 놓여진 옛 다리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옛 다리가 놓인 것으로 확실시 되는 곳에 

하여는 정밀조사를 위하여 종·횡방향의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퇴적층 조사는 하상의 흐름과 동일하게 지그재그로 파내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퇴적층 조사는 토

층상태와 각 구간별로 퇴적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층별로 유물을 수습하며 조사를 진행하였

다. 그러나 퇴적층조사는 현 복개도로의 교각이 청계천을 따라 6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생토

면까지 파내려가는 것은 교각의 붕괴 위험이 많았으며, 하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1m정도만 파내려가도 

물이 스며들고, 토사가 흘러내려 실질적인 조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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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굴조사 결과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청계천복원구간내 유적에 한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계천 복개와 함께 완전히 

멸실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던 수표교지, 하량교지, 효경교지, 오간수문지 등에 하여 그 기초석의 존재

를 통해 원 위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모전교 주변의 양안조사를 통해 무교동사거리 부근에서 

조선시  좌안석축이 확인되었고, 한국관광공사 북편에서 일제 때 쌓은 우안 석축이 확인되어 청계천의 

하상 변화상을 살필 수 있었다. 아울러 이들 유적의 확인으로 청계천복원의 역사적 의미를 제도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옛 다리 가운데 광제교와 장통교, 마전교, 영도교 등의 기초와 흔적은 여

러 번에 걸친 청계천의 준설과 고가도로 기초 및 복개구조물의 기초 등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방향의 시굴조사를 통해 청계천변에서 행해진 현 인의 생활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옛 다리를 

제외한 추가적인 문화유적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청계천의 상류와 중류, 하류 지역에서의 횡방

향 트렌치 조사를 통해 하상의 변화상을 살필 수 있었고, 상류의 경우 양안 층위에 급격히 퇴적된 모래층

이 포함되어 있어 하상의 변화가 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성북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한 퇴적

층 조사를 통해 상류지역은 깊이 180~200cm에서 마사토층(풍화 화강암반층)이 노출되어 있고, 그 상부는 모두 

현 의 생활 폐기물이 쌓인 층이 노출되어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준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단은 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된 모전교지 주변 석축, 광통교, 수표교지, 하랑교지, 효경교지, 오간수문

지 등은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며, 옛 다리 주변 및 하상에 흩어져 있는 조선시  석재들은 일정한 장소에 옮

겨 보관한 후 청계천복원공사와 관련하여, 다리부분의 석재들은 원래 위치로 옮겨 활용하고, 기타 석재들은 수

습한 지역의 주변으로 옮겨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주교와 관수교는 모형제작을 하고, 다리구조물 일부와 함께 청계천 역사박물관

(가칭)에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계천 하상에 한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하여 하상의 흐름과 퇴적

층 구조에 한 입체구조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청계천복원구간 내 유적에 한 시굴조사 결과는 <표 3-2-42>와 같고 발굴조사가 필요한 상지역은 <표 3-2-43>와 같다.

구분 조사지점 조사결과

옛교량

장통교 유구없음

수표교 유구발견(하상 박석 추정되는 유구발견)

하랑교 유구발견(교각, 박석으로 추정되는 유구발견)

효경교 유구발견(잔족 석재발견, 지하침출수 유출)

마전교 유구없음

오간수문 유구발견(잔존석재 및 나무기둥 발견)

영도교 유구발견(일제강점기 다리 교각기초)

퇴적층 전지역 특이한 사항 없음

양 안 광통교 상류 4개 지점

·유구발견 1개소(무교동사거리 주변 50m)

·한국예금보험공사 앞 일제 때 석축 발견

·기타 2개소 특이한 사항 없음

기타 관수교, 주교

표 3-2-42. 시굴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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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유적의 위치 발굴면적

모전교주변석축 종로구 서린동 무교동 4거리 주변 800㎡

광통교 중구 남대문로 광통교 4거리 일대 864㎡

수표교지 중구 수표동 43번지 수표다리길 1,500㎡

하량교지 중구 입정동 1,500㎡

효경교지 중구 입정동 세경다리길 1,500㎡

오간수문지 청계6가 4거리 일대 4,240㎡

계 10,104㎡

표 3-2-43.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

시굴조사결과는 문화재청에 송부되었으며, 2003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

청의 지도하에 발굴된 유물, 유구에 한 처리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3)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결과(中央文化財硏究院, 2004, 『淸溪川 復元區間內 遺蹟 試掘調査報告書』試掘調査
報告 第04-2冊) 확인된 유적(광통교, 수표교지, 하랑교지, 효경교비, 오간수문지와 광통교 상류의 호안석

축 <그림 3-2-28>)을 중심으로 문화재청 허가 제 2003-616호(2003년 12월 2일)를 얻어 2003년 12월 11

일부터 2004년 7월 1일까지 180일간의 일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2-28> 청계천 하상 현황 및 발굴조사 지역 위치도

조사과정 중에 4차례에 걸친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광통교와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등

이 사적으로 가지정되는 등 여러 차례의 추가적인 회의를 거치면서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으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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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청계천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유구가 중심이며, 도성을 가로지는 성벽 하부에 축

조된 수문지가 있다. 또한 과거 천변에 위치한 건물지 등이 조사되어 당시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

다. 한편, 개천변의 양안에 축조된 호안석축은 조선 왕조의 개천을 관리하기 위한 정성을 알 수 있으며, 

시기별로 다르게 축조된 호안석축을 통해 토목기술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청계천 유적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다리유구는 광통교와 수표교지, 하랑교지, 효경교지 등이다.

이들 유구는 광통교의 조사결과 및 최근에 확보된 사진자료 등을 볼 때, 영조의 준천(1760년)이후에 증축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2단 교각의 형태로서 추정이 가능하며, 광통교 후

면 토층에서 초축 및 증축된 시기의 도로면 변화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천을 준설하고 주변 저

지 를 돋운 결과로 추정되며, 이것은 석축 배면에서 조사된 건물지의 층위 및 호안석축의 변화와도 일치

하고 있다. 이러한 다리의 증축은 당시 준천의 한계를 말하는 동시에 지형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즉, 

남 문로가 태종  광통교를 초축할 당시에는 현 도로면보다 230cm 정도 하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영

조  경진준천 이후, 도로와 다리가 130cm 가량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광통교의 서편, 수표교지의 동편, 하량교지 동편, 효경교지 동편으로 교각이 1~2열 덧붙여져 다리 

폭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도로 폭의 확장을 의미하며,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에 따른 도시 기능의 확 , 

즉 물류량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수표교지 서편 기단부 주변에서 채취한 목주의 연륜연  측정결과 벌채연도가 1486년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종 에 수표교와 관련된 공사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간수문은 한양 도성을 축조할 때 성내의 물길을 고려하여 축조되었으며, 당시 토목기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

다. 하부의 말복지정과 잡석다짐, 그리고 그 위에 기획된 홍예기초부의 배치와 수문부의 처리 등은 기술사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서편의 바닥석은 상류쪽으로 숙여져 있으며, 1호 홍예기초

의 경우 선수형(船首形)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오간수문지 서편에서 확인된 목주는 연륜연  측정 결과 벌채연

도가 1925년으로 나타나고 있어 1926년 순조의 장례를 위해 오간수교를 확장하였다는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호안에서 확인된 석축은 영조  정비된 개천의 너비를 의미하며, 도성 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역

작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석축은 상류에서부터 기초석을 낮추어 완만한 경사로 축조하였다. 또한 

석축의 후면에서 개천으로 유입되는 물길을 고려하여 입수구를 곳곳에 설치하여 천변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당시 중학천과 합류되는 지점 하류의 개천폭은 확인된 양안석축의 너비로 보아 약 17m에 이

르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광통교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당시의 하천 유로가 남편석축의 존재를 통해 확

인되었다. 시점부에서 직선으로 동류하던 하천이 광통교에서 북편으로 휘어 있으며, 개천의 폭 역시 광통

교의 폭에 맞추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당시 개천의 정비 과정에서 광통교를 그 로 두고 호안에 석축을 

축조한 결과로 보이며, 경진준천 당시에 광통교 바닥까지 준설하지 못하였음이 광통교 상·하류 호안석축 

기초부의 높이를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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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안석축 광통교 수표교지 하랑교지 효경교지 오간수문지

위치
시점부

~삼일교
광통교사거리

청계3가 

수표다리길

청계3가 

센츄럴호텔 부근

청계4가 

아세아전자상가 

부근

청계6가 

사거리

유구규모 총467m

길이 12.3m

폭 14.4m

높이  3.8m

길이 28m

폭 8m

길이 14m

폭 9m

길이21m

폭 11m

길이 32m

폭 30m

유구내용 양안석축
교각, 교대, 

귀틀석 등

교각 및 

수표기초석 등

다리기초 

및 바닥석

다리기초 

및 바닥석

홍예 및 

수문기초석

표 3-2-44. 발굴조사 결과

(4) 정밀실측조사

서울시는 발굴유구복원 및 보존에 비하여 청계천 발굴 유구 중 광통교(廣通橋), 수표교지(水標橋地), 하

랑교지(河浪橋地), 효경교지(孝經橋地), 양안석축(兩岸石築), 오간수문(五間水門)에 한 현황 및 해체 정

밀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분 광통교 수표교지 하랑교지 효경교지 양안석축 오간수문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43-3번지, 

관철동 291-1번지, 

중구 남대문 1가 

9번지 일대

수표동 43번지 ~ 

관수동 

20번지(청계2가 

수표다리길 

사거리)

입정도 5번지 ~ 

장사동 

20번지(청계3가 

센츄렁호텔 동편)

장사동 153번지 ~ 

주교동 125번지, 

산림동 

30번지(아세아전자

상가 동편)

청계천복원구간내 

발굴 석축 유구

흥인지문(동대문)

에서 남쪽으로 약 

120m 떨어진 

청계천상가 중심

표 3-2-45. 실측위치 

① 광통교 정밀실측조사

• 배치 및 평면

  - 길이 12.3m, 폭은 남측에 비해 북측이 넓은 사다리꼴 평면, 그 중심은 14.37m임.

  - 교각열은 동서축으로 2열, 남북 측으로 8열로 총 16개의 교각이 있으며, 그 중 북측 교각 1개소는 

콘크리트 교각으로 되어있음.

  - 동서축 교각열의 주칸은 비교적 일정하나 남북 측 교각열의 주칸은 큰 차이를 보임.

  - 하류측 6열의 교각은 일정한 주칸을 형성하며 특히 어칸은 다른 주칸에 비해 큼, 이에 비해 상류

쪽 2열의 주칸 중 북측 교각의 주칸은 하류쪽 주칸과 거의 일정하지만, 남측교각은 이에 비해 주

칸이 작음.

• 기초

  - 광통교에서 보이는 기초의 모습은 나무말뚝 기초공법으로 이것은 연약한 지반의 지지력 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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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생목을 지하수위 아래까지 박는 반영구적인 기초지반 보강공법임.

  - 자연퇴적 된 진흙층 위에 700㎜~800㎜ 높이의 나무말뚝으로 지정을 하고 잡석층으로 바닥석의 높

낮이를 맞추고 그 위에 300㎜~400㎜ 높이의 바닥박석을 올려놓은 형태임.

• 지 석

  - 교각을 효과적으로 받치기 위한 부재로 석주보다 크기가 큰 부재를 수평으로 놓고 그 위에 교각

석을 세웠음. 즉, 목조건물의 기둥을 받치는 주초석에 해당함.

  - 지 석의 평면크기는 평면적으로 1,000㎜~1,200㎜로 하부교각의 크기 600㎜~700㎜ 보다 300

㎜~500㎜ 정도가 더 넓은 석재를 사용하고 있음.

  - 지 석을 다리 발 아래에 둠으로 다리 상부의 하중을 지 석을 통하면서 지반에 넓게 분포시키는 역

할을 하고 있음.

• 교각석

  - 하천 폭이 넓어서 교 의 중간에 세운 기둥이나 쌓아 만든 받침을 교각이라고 하며 이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재임.

  - 남북측으로 2열, 열마 8개의 교각석으로 이루어져 있음.

  - 북쪽 열 상류 쪽으로부터 2번째 교각석은 콘트리트로 되어 있으며,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상류쪽 

교각 2열을 제외한 교각 6열은 하부 교각석 위에 그 보다 작은 상부 교각석을 올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상류쪽 2열의 교각은 낮은 하부 교각석 위에 긴 상부교각으로 구성되어 있어 확연한 차이

를 보임.

• 멍에석

  - 멍에석은 석교를 축조할 때 돌기둥 위에 가로 걸쳐 어 귀틀석을 받는 긴 돌을 말함.

  - 광통교에서 나온 멍에석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약 2,100㎜×650㎜×470㎜임.

  - 정릉의 만석이나 지 석으로 보이는 석재를 재사용함.

  - 멍에석은 교각열을 동서측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총 13개의 부재가 남았으며 그 형태는 좌우측 

단부에 귀틀석을 받기 위해 50㎜~70㎜정도의 턱을 만들어 놓음.

• 귀틀석

  - 석교에서 목조건물의 보처럼 물방향과 수직방향으로 길게 건너 는 돌, 이기석이라고도 함.

  - 현황조사에서 15개가 조사되었으며, 그 크기는 폭이 800㎜~1,000㎜, 높이 520㎜~750㎜, 길이 

4,000~4,700㎜로 다양하며 외부로 노출되거나 부재가 맞닿는 부분은 세밀하게 치석하고 그 외의 

밑면과 옆면 일부는 거칠게 치석하였음.

  - 상판선을 받는 부분의 경우 일반 귀틀의 경우가 높이가 100㎜~180㎜이고, 변귀틀의 경우 일반 

귀틀석보다 상 적으로 큰 치수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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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적으로 귀틀석이 24개가 있어야 하지만 멸실된 것이 9개로 파악됨.

  - 귀틀석의 위치는 교각 상부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몇 개의 귀틀석은 멍에석의 중간

부분에 걸쳐 놓은 것도 있음.

• 교 석

  - 교  패러핏 뒤쪽의 성토한 곳 위에 설치하는 판돌로 일반적으로 교 를 쌓은 돌을 말함.

  - 광통교에서는 교 석들이 화강석 장 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후 에 시설된 것으로 보이는 사

고석으로 축조된 부분도 함께 조사됨.

  - 교 폭은 장 석 교 석이 끝나는 부분의 상하류 쪽에서 실측하였을 때, 상류는 12.22m이고 하류

는 11.382m로 상류쪽 보다 상 적으로 1m가량 넓음.

  - 북측의 교 석 중 하부 1단과 2단석에서 정릉의 병풍석 6개와 우석 4개를 재사용하였는데, 2단석

의 경우 하수관로로 인해 많은 부분이 훼손됨.

• 난간석

  - 광통교에 사용되는 난간석은 엄지기둥, 난간주석, 난간동자, 돌란 임.

  - 광통교에서는 난간의 유구를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중 일부가 현재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어 복원

계획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임.

  - 현재 남아있는 난간 유구는 엄지기둥 2개, 난간주석 4개임.

• 기타 발굴유구

  - 광통교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수습된 석재 중 석교의 부재로 추정되는 것만 살펴보면, 광통교 상

판석으로 추정되는 석재와 난간석재 중 돌란 , 난간동자, 난간주석의 일부가 발견됨.

② 수표교지 유구 정밀실측조사

• 조사 전 현황

  - 수표교지의 유구는 복개구조물 상판바닥에서 약 4.3m 하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수표교지 상부 

1m 정도는 하상 퇴적토가 덮여 있었으며, 주변에는 여러 개의 교각 받침석이 이탈하여 있었음.

  - 복개구조물의 양측 옹벽 거리는 약 30m이며, 북측 옹벽 외부에서 남측으로 북측 교 가 설치되어 

있고, 남측의 옹벽은 수표교지 상부에 옹벽기초를 설치하였음.

  - 수표교지 주변의 상수관로는 수표교지를 훼손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며 남북 측으로는 상수관로가 

서측의 수표교와 수표사이에 수표교지의 교각 2열을 훼손하여 설치되었음.

• 배치 및 평면

  - 수표교는 중구 수표동 43번지와 종로구 관수동 20번지 사이에 놓였던 다리로 현재 청계2가 수표

다리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지적도상으로 보면 옛 청계천의 수로 중앙에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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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수표교지 배치도

<그림 3-2-30> 지적도상의 수표교 원위치 복원도

  - 장충동으로 옮겨진 수표교의 상판구조물은 남북으로 길이가 27.6m, 동서로 폭이 8.1m이며, 하부

교 간의 거리는 남·북 길이방향으로 27.1m이고 교각의 총 너비는 동서방향으로 7.2m임.

  - 발굴된 수표교 유구의 크기와 장충동 수표교~교 간의 거리를 비교하면 약 2.2m가 모자라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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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받침석은 남·북방향의 교 열이 모자라서, 일부의 유구가 남측에 묻혀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석축의 일부는 상수관로, 구조물의 설치로 인해 교각받침석이 유실됨.

• 교각받침석

  - 교각받침석은 단일 부재의 교각받침석과 두개의 장 석을 잇 어 만든 교각받침석의 2종류의 형

태를 보임.

• 기초 및 지정

  - 수표교지에 사용된 기초구축수법은 교각받침석과 교 하부의 왕모래층 속에 생목을 지하수위 아

래까지 조밀하게 박아 넣은 반영구적인 기초지반보강공법임.

  - 나무말뚝은 소나무와 참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각목과 환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세굴방지시설

  - 바닥석 해체과정에서 부재측면에 녹슨 철의 흔적이 다수 나타나 시료를 채취한 후 성분분석을 

실시함. 성분분석결과 암석에서 발견되지 않는 유황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으며, 이는 철을 녹

일 때 용융점을 낮추기 위해 유황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즉,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석 사

이에 유황을 섞어 만든 쇳물을 부어 일체화 시키는 공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③ 하랑교지 유구 정밀실측조사

• 조사 전 현황

  - 하랑교 유구 주변에 하랑교의 부재로 쓰인 것으로 판단되는 멍에석 등이 흩어져 있었으며, 하랑

교지 유구 상면 위로 1.1m정도의 하상 퇴적토가 덮여 있었음. 확인된 유구의 전면에 교각받침석

과 할석을 이용한 바닥석이 깔려있으며 남·북 방향으로 12m, 동·서 너비방향으로 9.8m정도의 

규모로 노출되었으며, 이는 남측 차집관로와 인접하여 설치된 상수관로와 북측 차집관로 사이에 위치함.

 

 <그림 3-2-31> 하랑교지 상부 복개구조물 하부(해체전)   <그림 3-2-32> 하랑교지 상부 복개구조물 하부(해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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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및 평면

  - 하랑교지는 입정동 5번지와 20번지 사이에 놓였던 다리로 현재 청계 3가 센츄럴 호텔 동편에 위

치하고 있음.

  - 하랑교의 교각받침석을 기준으로 상부 구조는 확인할 수 있는 유구가 남아 있지 않음. 다만, 남아

있는 바닥석과 교각받침석으로 추정하여 볼 때, 교각은 동·서 너비방향으로 4열이상, 남·북 길

이방향으로 5열 정도로 추정됨.

  - 주칸거리는 동·서 너비방향으로 서측으로부터 3열까지 175cm, 3열과 4열은 130cm 정도로 확인

되며, 동측 마지막 열은 기존 고가도로의 교각에 의해 훼손되어 확인 불가능한 상태임.

<그림 3-2-33> 하랑교지 바닥석, 지정말목 평면도

• 교각받침석

  - 교각받침석은 바닥석보다 약간 돌출된 상태로 설치됨.

• 기초 및 지정

  - 지반보강공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 지정말목으로 사용된 목재의 수종은 주로 소나무와 참나무로 확인됨.

• 세굴방지

  - 초축지와 확장지 모두 일정한 크기의 할석을 바닥석으로 사용하여 전면에 깔아서 세굴을 방지하

였으며 수표교와 같이 유황을 섞은 쇳물을 이용하여 일체화 시키는 공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짐.

④ 효경교지 유구 정밀실측조사

• 조사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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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경교지 발굴유구 지역의 복개구조물의 하상 폭은 약 30m이며, 남·북으로 차집관로가 위치하고, 

남측 차집관로에서 북측으로 2m폭의 상수관로가 동·서 방향으로 개천을 따라 설치되어 있음.

  - 유구 상면 0.5m정도의 하상 퇴적토가 쌓여 있었으며, 상수관로와 북편 차집관로 사이에서 효경교의 

상판에 관련한 부재들이 발견되었고 상판관련 부재 밑에서 바닥석으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발견되었음.

  - 남측 차집관로와 상수관로 3m 범위에서도 바닥석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었으나, 차집관로와 

상수관로의 매설로 인해 상당부분 훼손됨.

• 배치 및 평면

  - 효경교지는 장사동 153번지와 주교동 125번지, 산림동 30번지 사이에 위치한 유구로 현재 청계 4

가 세운상가 옆 아세아전자상가(구 아세아극장) 동편에 위치함.

  - 교각은 동·서 너비방향으로 3열, 남·북 길이방향으로 5열 정도가 확인되었으며, 주칸의 거리는 

동·서 너비방향으로 160m, 남·북 길이방향으로 200cm 정도임.

  - 남측 차집관로와 상수관로 사이의 유구에서 확인된 교각받침석과 상수관로 북측의 교각받침석 

간격이 600cm인 점을 감안하면, 남측 차집관로와 북측 차집관로 사이에 남·북 길이 방향으로 

최소한 8열의 교각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하천폭이 30m인 점을 감안하면, 14열의 교

각이 남·북 길이방향으로 배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동·서 너비방향으로는 동측 교각받침석에서 200cm정도 떨어진 동편에 기단의 흔적이 있으나 바닥

석이 석축 너머로 확장되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동측으로 확장된 교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3-2-34> 효경교지 바닥석, 지정말목 평면도

• 교각받침석

  - 교각받침석은 주변의 바닥석보다 5~10cm 정도 높게 설치되었음.

  - 부분의 교각받침석은 60㎝×85㎝~75㎝×95㎝정도의 괴석을 이용하였으며, 상수관로 주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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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일부에서는 장 석 2매를 덧댄 형태의 교각 받침석도 발견되었음.

• 기초 및 지정

  - 효경교의 바닥석과 교각받침석 하부로 서측 초축지에 지정말목이 노출되었는데 지정말목군이 서측 교

각받침석 3열까지의 범위에 치우쳐 있는 점으로 보아 동편의 1~2열은 차후에 확장된 것으로 판단됨.

• 세굴방지

  -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석은 30~50㎝ 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교각받침석 상면보다 약 

5~10㎝ 낮게 설치됨.

  - 바닥석의 경우 수표교, 하랑교와 마찬가지로 유황을 섞은 쇳물을 이용한 일체화 공법이 사용되었

을 것으로 보임.

⑤ 양안석축 유구 정밀실측조사

  - 청계천 호안석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축조되었음. 우선 적심석 위에 치석한 화강석을 매켜

마다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어 바른층 쌓기 한 석축이 있고, 적심석 위에 1단 또는 2단의 석재를 

가로로 바르게 쌓은 다음 장 석의 석재로 일정한 구간을 표시하듯 세로로 세워 쌓은 석축이 있

음. 전자는 전통석축의 일방적인 축조방식으로 청계천 호안석축뿐만 아니라, 창경궁 옥천교 옆 석

축과 창덕궁 금천교 옆 석축 등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지만, 후자의 방식은 청계천호안

석축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방식임.

  - 발굴된 호안석축의 위치는 크게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석축, 광통교 상류 남편 석축, 광통교 하류 남편 석

축으로 나누어지는데,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석축 내에는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유구,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북편 석축,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북편석축,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남편 석축, 시점부 남편 석축이 있음.

청계천양안석축 조사구간(m) 석재(개) 비고

모전교사거리

시점부석축

시점부북편유구 6.320 5 유구면적
 55.25㎡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북편 석축1(갑을빌딩 앞) 50.680 101 -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북편 석축2(유림낙지 앞) 32.825 201 -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남편 석축1(금호종합금융 앞) 49.740 46 -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남편 석축2(하나은행) 8.830 4 -

광통교 상류 남편석축(한국관광공사 앞) 87.295 163 유구면적
 234.90㎡

광통교 하류 남편석축(조흥은행~청계천홍보관 앞) 234.690 627 -

표 3-2-46. 청계천 양안석축 조사구간 분류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335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석축

구분 조사전 현황 축조방식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북편유구

- 콘크리트 박스를 중심으로 동·서측으로 석축이 발견됨

- 콘크리트 박스에서 동측방향의 석축은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남편석축과 함께 청계천 상류 양안의 폭을 짐

작할 수 있는 중요한 유구

- 서편석축 : 1단으로 다진 적심석위에 1단으로 쌓인 석축 

으로 길이는 6.3m, 중간에 석재들이 상당히 유실되어 

실제로 5개의 석재만을 실측함

- 동편석축 : 적심석과 장대석을 이용한 1단의 석축이 확

인 되었으며 그 상부는 잡석으로 인해 상당히 교란된 

상태로 남아 있음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북측석축1

- 전체길이 50.7m로 적심석 위에 최고 3단까지 석축이 남아 있음

- 석축은 저수면을 다지고 1단의 적심석을 깐 다음 적심

석 위에 1단의 석재를 쌓고, 2단과 3단은 바른층쌓기를 

기본으로 했는데, 중간에 제형의 석재를 끼워 넣은 축

조방식을 보임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북측석축2

- 모전교 사거리 부분은 통신선로와 지하매설물로 인해 

훼손되어 모전교지 및 연결석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거리부분에서 북측까지 사고석으로 쌓인 입수구 벽

석이 확인됨

- 일제시대 이후 개축된 부분으로 추정

- 석축은 저수면 1단의 적심석을 깔고 적심석 위에 치석한 

화강석을 쌓음

- 적심석에서 2단까지는 바른층쌓기로 하였는데, 총 31.9m 

길이로 최고 5단의 석재가 쌓여 있음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남편석축1

- 호안 남편석축의 전체길이는 49.7m정도이며 최고4단

의 석축이 남아있고 적심석 위에서 석축의 높이는 최

고 1.4m정도임

- 석축은 치석한 화강석을 적심석 위에 쌓았으며 기본적

으로 한 켜에서 석재의 높이가 동일하고 매 켜마다 가

로줄눈이 일직선으로 연속되게 쌓는 바른층쌓기로 함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남편석축2

- 통신박스 및 하수관로에 의해 금호종합금융앞 시점부 

남편석축 1에서 15m정도가 유실되고 모전교사거리 부

근에서 확인됨

- 상부석재는 유실되고 적심석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상부

석재로 추정되는 석재는 화강석으로 풍화도가 심함

표 3-2-47. 모전교 사거리 시점부 석축 현황 및 축조방식 

광통교 상류 남편석축

• 조사 전 현황

  - 광통교 상류측의 중앙부 복개구조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상류측으로 연결되는 서축이 확인되어 

조사를 실시함. 호안석축은 한국관광공사 앞에서 광통교 상류까지 연결됨.

• 축조방식

  - 석축은 광통교 상류측 제1~5호 건물지를 제외한 총 87.3m의 길이로서 최고 3단까지 존재하며 

높이는 적심석 위에서 1.2m정도 남은 상태임.

  - 석축 중간은 복개공사 시 생긴 콘크리트 기초로 절단된 부분과 유실된 부분이 보이지만 이괴석이

나 장 석을 세워쌓은 높이로 최고 3단으로 쌓은 것으로 유추가능함.

• 입수구

  - 1.77m 너비이며 길이는 5.89m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석재의 치석은 고운정다듬으로 하였고 석재크기도 고르며 1단의 적심석 위에 쌓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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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교 하류 남편석축

• 조사 전 현황

  - 석축은 광통교 하류로 연결되는 콘크리트 박스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광통교 교 에

서 10m 동편으로 남으로 3m 정도 밀려서 축조되었음.

  - 석축의 길이는 234.7m 가량으로 광통교 우측 교  끝부분부터 삼각동에서 흘러나온 소하천이 청

계천과 합수되는 지점 부근까지임.

  - 석축의 상부는 상당부분 유실 파손된 상태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할 수 있음.

• 축조방식

  - 석축은 광통교 하류에서 동쪽으로 234.7m가량 발굴되었고, 최고 4단까지 남아있으며 광통교 상

류 남편석축과 달리 세로로 쌓은 석재가 비교적 잘 남아있어서 적심석 위에서 석축의 최상단까지 

1.2~1.6m정도로 석축의 높이를 추정할 수 있음.

  - 석축은 1단의 적심석 위에 1~2단의 석재를 쌓고 다시 제형석재를 세워서 쌓았는데 세워놓은 석재

의 위치는 불규칙함. 그러나 매 켜의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한 바른층 쌓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하상의 변화에 따라 적심석 위치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서에서 동측으로 갈수록 낮아지나 중간에 

반 인 현상이 보임.

  - 적심석은 일정한 크기로 치석하지 않았고, 쐐기돌로 상부석재의 기울기를 교정하였으며 크기는 제각각임.

• 입수구

  - 입수구는 총 6개소가 발견되었는데 최소 1.8~4.0m 너비임.

⑥ 오간수문 정밀실측조사

오간수문 실측조사

• 기초

  - 오간수문의 기초시설은 홍예를 올리기 위한 지지기반임.

  - 가장 밑바닥에 하천바닥 원 지반에 나무 말뚝을 촘촘히 박고 그 위에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적은 

석재를 편평하게 깖.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석을 한 단 혹은 두 단으로 깔았는데 판석은 교각이나 

교 의 지 석 역할을 겸하고 있음. 교각과 교 는 잘 가공한 장 석 석재를 판석 위에 방형으로 

설치하였고, 교각 사이공간에는 물 흐름으로 인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잡석층을 설치하

였고, 그 위에 마무리 바닥판석을 설치함.

  - 교각의 물 가름돌 상단에서 약 3.5m정도까지 바닥판석 유구가 노출되어 있고, 하류측은 최소한 

4m정도는 하류 측으로 더 바닥 돌을 깐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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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및 교각

  - 양측 교 는 이미 손상된 상태였지만, 호안 석축에서 경사지게 날개벽을 설치하여 앞으로 돌출되

게 만든 다음 교 를 축조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됨. 남측교 는 양측 날개벽이 끝부분을 제외하

고는 비교적 잘 남아 있었으나, 북측교 는 동측 날개벽은 비교적 길게 남아 있었으나 서측 날개

벽은 일부분 일실되고 일부만 남아 있었음.

구분 교대길이(m) 잔존상태

남측

교대

직선구간 8.696 홍예기초석 위에 한 단의 홍예기석이 남아 있음

날개벽

(경사)

동 9.608 석재들 규격에 차이가 큼

서 13.032 석재들 규격은 비교적 균일한 편이나 직선구간 석재에 비해 규격이 작음

북측

교대

직선구간 8.392 홍예기초석 위에 한 단의 홍예기석이 남아있음

날개벽

(경사)

동 12.388 직선구간 옆과 끝 쪽의 규격차이 큼

서 4.496 석재 두 개만 남아 있음

표 3-2-48. 교대 유구 현황 

  - 남·북측 교 사이에는 4개의 교각과 남북 쪽의 교 를 이용한 5개의 홍예로 구성된 수구공간이 확인됨. 

<그림 3-2-35> 오간수문 발굴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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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각규모 교각잔존상태 사용된 석재길이 폭

제1교각
13.831~

14.100m

3.349~

3.411m
유구의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교각임 장대석과 내부에는 크고 작은 깬돌로 채움

제2교각
12.904~

12.931m

2.280~

2.419m

폭이 좁은 교각형식을 보이고 유구는 장대

석을 주로 사용
주로 장대석만 사용

제3교각
12.607~

12.926m

2.311~

2.432m

폭이 좁은 교각 유구를 보이고 면석으로 장

대석을 설치
주로 장대석만 사용

제4교각
13.214~

13.442m

2.877~

2.999m
유구 위에 복공기초가 있어 잔존상태가 가장 나쁨 장대석과 내부에는 크고 작은 깬돌로 채움

표 3-2-49. 오간수문의 교각비교 현황조사표

• 상판형식

  - 오간수문은 성곽시설의 일부로 통행에 편리하도록 홍예구조물인 수문의 아치 상부에 돌로 채운 

다음 그 상부에 일정 두께로 흙을 다져 만든 통로를 조성하였음.

• 부 시설

  - 수문철책 : 발굴시 조사된 철문용 문확석(門確石)과 준천시사열무도의 그림 등 당시에 그려진 여러 그림

으로 알 수 있듯이 오간수문이 헐려 없어지기 전까지 수문에는 철문이 설치되어 활용되었음.

<그림 3-2-36> 준천도상의 철책 <그림 3-2-37> 철문 문확돌

<그림 3-2-38> 철책 문확돌 <그림 3-2-39> 철책 장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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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문옆다리 : 오간수문으로 조성된 성벽의 주변 바닥 면보다 높게 조성된 성내의 회곽로로 통행

하려면 성 내측에서 계단을 올라 수문을 건넌 다음 다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그래서 수문의 내측 상류 측으로 홍예를 틀어 올린 교각의 홍

예기초부분을 길게 조성하여 성 내측으로 교각상류 측 노출공간에 판재형의 긴 석

재를 2줄로 나란히 걸쳐 주민들이 성벽을 오르지 않고 수문 옆으로 편리하게 다니

도록 간편한 다리를 함께 만듦.

  - 벽사시설(거북석 등) : 벽사시설은 물로 인해 일어나는 재앙을 막고자 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

로 오간수문의 경우 중간에 위치한 2개의 교각에는 보이지 않으나 가장자

리 2개소의 교각에서 상류측이 교각 상류측면으로 돌출된 물 가름돌 상부 

2지점에는 거북이 모양의 석수를 올려놓았음.

<그림 3-2-40> 오간수문 거북 석수(좌), 오간수문의 출토 석수(가운데), 창덕궁 금청교 석수(우)

유구해체 이전 및 실측조사

• 상돌해체 이전 및 실측조사

  - 상돌은 제2교각 주변의 것들과 남측에 있는 것들부터 해체 이전함.

<그림 3-2-41> 무너져 쌓여 있는 상돌들(좌), 상돌해체(가운데, 우) 

  - 상돌들은 부분 가공한 면이 있는 석재들이었으나 파손되거나 손상된 부분이 많은 것들도 적지 

않음. 이중에는 상부를 구성하였던 여러 가지 부재들이 섞여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홍예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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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는 것과 상판을 구성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석재들을 제외하고는 

부분 구체적인 용도와 사용위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음.

  - 제1교각 바로 옆에 위치하였던 상7번, 상8번, 상9번, 상12번 4개의 석재는 제1교각에 현재 남아있

던 교각석 바로 윗 단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음.

<그림 3-2-42> 상7

  

<그림 3-2-43> 상8

<그림 3-2-44> 상9

  

<그림 3-2-45> 상12

• 상단 바닥석 해체 이전 및 실측조사

  - 남측교 와 제1교각 사이, 제3교각과 제4교각 사이, 제4교각과 북측교  사이 세 곳에서는 상단 

바닥석재들이 각기 70개에서 80개 정도 조사되었으나, 제1교각과 제2교각 사이, 제2교각과 제3교

각 사이에는 각기 40개 정도의 석재만이 조사됨.

  - 이러한 수량의 차이는 석재의 크기 차이가 아니고 구간별 조사면적의 차이에 기인함.

  - 상단 바닥석들은 다음은 화강석과 자연석이 함께 사용됨.

  - 상단 바닥석수문부 구간별 평면설치 형태는 제4교각 남측 수문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서로 길게 

즉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길게 석재를 설치해 놓았으며, 제4교각 남측 수문부만 남북으로 길게 

석재를 설치함.

  - 상류 쪽과 하류 쪽에서 사용된 석재의 높이 차이는 제4교각 남측 수문부에서는 치수 차이를 확실

히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하류 쪽에 보다 높은 석재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구간들에서는 

뚜렷하게 차이를 느낄 정도로 구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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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석층 해체 이전 및 실측조사

  - 실측한 잡석층은 제4교각 남측 수문부와 북측교  남측 수문부의 두 곳임.

• 교각 해체 이전 및 실측조사

  - 현존 오간수문 유구에서 교각은 부분적인 손상을 제외하면 비교적 그 평면 형태가 완전하게 유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석재들도 가장 가공이 잘 되어있는 장 석들이 설치되어 있었음.

  - 총 4개의 교각의 석재를 조사함.

• 교  해체 이전 및 실측조사

  - 남측과 북측의 교 는 호안석축에 날개벽을 설치하여 앞으로 돌출되게 만든 다음 교 를 축조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발굴조사 당시 양측 교  모두 손상된 상태였음.

  - 남측교  발굴 잔존유구의 길이 : 직선구간 8,696㎜, 동측 날개벽 9,608㎜, 서측 날개벽 13,032㎜
  - 북측교  발굴 잔존유구의 길이 : 직선구간 8,392㎜, 동측 날개벽 12,388㎜, 서측 날개벽 4,496㎜

• 중단 바닥석 해체 이전 및 실측조사

  - 중단 바닥석은 잡석측 아래의 박석을 말함. 

  - 중단 바닥석들은 화강석과 자연석을 사용하였으며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었으나 윗면과 아랫면은 

부분 평탄한 상태에 가까워 어느 정도 가공을 하여 평탄하게 다듬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

부 석재는 아랫면 중앙부가 두텁고 테두리 쪽이 얇은 형상임.

• 하단 바닥석 해체 이전 및 실측조사

  - 하단 바닥석들도 화강석과 자연석을 사용하였고,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었으나 부분 윗면과 아

랫면은 평탄한 상태에 가까워 어느 정도 가공을 하여 평탄하게 다듬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일부 

석재는 아랫면 중앙부가 두텁고 테두리 쪽이 얇은 형상임.

• 지정말목 조사

  - 최하부에 말목지정이 설치되어 있었음.

  - 말목의 사이사이에는 잔 잡석들이 박혀있어 말목을 박고 잡석다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 

  - 말목은 1평방미터당 7~8개 정도씩 박혀 있었는데 말목의 직경은 100㎜ 정도이었고 길이는 1,500

㎜정도임. 말목은 뽑아내지 않고 원위치에 그 로 존치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일부 구간의 

말목만 샘플로 채취하였음. 그리고 북측교  남측 수문부에서는 상류쪽 일부에서 수평으로 말목

을 설치한 부분도 확인됨.

• 부 시설

  - 수문철책 : 수문철책은 파손되어 휘어진 상태로 일부가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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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책 받침쇠 : 상면은 정방형에서 가깝고 하부에는 종을 거꾸로 엎어놓은 형태의 둥근 돌기부분이 

있어 교 석이나 교각석에 파여진 홈에 고정되도록 제작되어 있는 철책받침쇠는 총 

4점이 발굴되었음.

  - 거북석 : 벽사시설로 판단되는 거북석은 총 2점이 발견되었으며 하나는 형체는 완전하였으나 표

면 마모가 심한 상태였고 다른 하나는 마모가 심한테다 머리와 몸통이 부러져 동강나 

있는 상태였음.

2) 역사문화분야의 갈등과 쟁점

청계천의 역사문화복원에 있어 서울시와 시민단체, 일부 시민위원들과의 갈등은 광통교와 수표교의 복원

방안에 한 상반된 견해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시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역사복원을 주장하였지만 시민단

체, 시민위원회 일부는 원형·원위치 복원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

굴조사, 정밀실측조사 등의 절차와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역사문화 복원은 단순히 서울

시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갈등당사자별 의견 및 쟁점

① 서울시

 - 광통교 복원방안 : 원형원위치 복원이 이상적이나 주변환경과 시민접근도를 고려하여 상류쪽으로 이전복원

     - 수표교 복원방안 : 수표교 모형 교량 건설

② 시민위원회(역사문화분과)

  - 광통교 복원방안 : 원위치·원형복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교통, 홍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도 광통교 원형을 청계천에 복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형은 해체 후 역사박물관 등으로 이전하고, 광통교는 모형으로 복원하여 설치토록 함.

  - 수표교 복원방안 : 수표교의 경우 계획하천 폭(23m)과 다리의 길이(26.5m)가 맞지 않아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장충단공원 수표교는 그 로 두되, 수표교 원위치 인근 교차로에 설

치되는 차도교에 수표교의 역사성을 반영하여, 난간 등을 수표교 형태로 재현하도록 함.

     ※ 일부위원 : 광통교, 수표교의 원형·원위치 복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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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재전문가

  - 광통교 복원방안 : 원위치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정밀조사 후 복원방법은 문화재전문가 의

견을 수렴하여 결정(2003년 7월 15일 역사문화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중)

  - 수표교 복원방안 : 이전복원시 훼손우려가 많으므로 원형은 현 위치에 보존하고 수표교 자

리에는 모형으로 복제가 바람직(2003년 7월 15일 역사문화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중)

④ 시민단체 및 일부 전문가

  - 광통교 복원방안 : 원형·원위치 복원

문화재는 한 번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를 나중에 바로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 2004년 4월 7일자 한겨레신문 인용

교통문제 때문에 광통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문화재 복원을 외면한 처사다

조광 고려대 교수, 2004년 4월 7일자 한겨레신문 인용

  - 수표교 복원방안 : 교각이 많아 원위치에 원형 또는 축소모형으로 복원할 경우 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각의 크기 등의 조정이 필요하며 원형이전의 경우 원부재의 50%이상이 훼손되기 때문

에 활용이 불가능함.

(2) 갈등과정

역사문화부분의 갈등은 문화재 복원에 한 관점 차이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청계

천복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발굴된 문화재는 모두 보존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는 있지만 청계천이 도

심의 빌딩 속에 있는 생활하천으로서 홍수시 급격히 물이 불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

과 재산보호라는 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변화된 상황하에서 최 한 복원

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일부위원은 문화재 복원은 

의지의 문제이며 홍수 및 교통 책의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2003년 7월 1일 청계천복원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다시는 청계천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감 보다 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조

건부 찬성을 하게 됐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복원사업의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던 터라 역사문화부분의 갈

등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공사가 시작되고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 중 하나인 다리 복원문제와 관련하여 광통교는 장소를 이전해 

복원하고 수표교는 원래 위치에 원형을 복제해 만들기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자 시민위원회일부는 원형·
원위치 복원을 요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확정안에 반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민위원회 일부위원과 

시민단체가 연합하여(황평우 문화연 , 김영주·홍성태 시민위원 등 총5명) 광통교, 수표교, 오간수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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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참석자 회의안건 주요회의내용 및 결과

제1차

2003.

03.04

문화재관련

전문가

8명

유적복원

기본계획수립

방향설정

∙ 광통교 복원방향

- 원형은 일단 해체 후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하되, 장기적으로 청계천역사관을 건립하

여 이전 보관하도록 하고, 

- 청계천에는 상류(SK빌딩 앞)에 모형으로 복원하는 방안 검토

∙ 수표교 복원방향

- 원형은 현재 자리에 그대로 보존하되,

- 차도교에 수표교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방안 또는 원위치 인근 지점에 모형으로 복원하는 방안 검토

∙ 기타사항

- 옛 다리는 장기적으로는 10개를 모두 복원하는 것으로 하되, 1차적으로 2~4개를 복

원하는 방안 검토

- 청계천이 주변에 일정 부지를 확보, 청계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 전시할 수 있는 역사관 건립 필요

- 현재 계획 중인 다리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국적인 전통미를 살려야한다는 의견과 옛 다리는 

옛 모습을 살리되, 새로운 다리는 새롭게 디자인 해야한다는 의견 등 상반된 의견제시

표 3-2-50. 문화재전문가 자문회의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변경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지만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모전교 부근

(현 동아일보사 앞) 석축 해체·이전과 관련하여 이명박 서울시장과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직무

유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일부는 서울

지검에 제출한 소장에서 ｢옛 모전교터(현 동아일보사 부근) 양쪽에서 조선 영조 때 쌓은 호안석축(하천제

방을 위해 쌓은 석축)이 원형 그 로 발굴되는 등 청계천 발굴현장에서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이명박 시장 등은 문화재 지도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준공일자를 맞추려고 호안석축을 

사전정밀조사 없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 서울시는 호안석축을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직무유기 등에 한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법적 문제도 없는 것으로 안다(국민일보, 2004년 3월 6일자 

인용)고 응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화재 복원에 한 갈등이 심해지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훼손 여부 및 사적 가지정 필

요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2004년 3월 5일 사적분과·건조물분과·매장문화재분과 합동으로 청계천 유적

에 한 문화재위원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2004년 3월 6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에서는 유적의 안전

한 보호를 위하여 발굴조사지역 10m 이내 발굴업무 외의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2004년 3월 11

일 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들이 광통교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등의 현장을 실사했다. 실사결과 사

적지정은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검토키로 하고,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 자문

위원회에서 문화유적 보존과 복원 등에 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서울시에서 적극 수용

토록 권고하였다. 또한 공사 등으로 인한 유구 보호와 홍수 안전 책 마련에 각별히 유의토록 촉구하였다. 

3) 복원방안의 다양한 검토

(1) 문화재전문가 자문

서울시는 문화재복원과 관련하여 2003년 3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3회에 걸쳐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

을 받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요회의 내용 및 결과는 <표 3-2-5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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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2003.

04.25

문화재관련

전문가

7명

유적복원 

기본계획(안) 

검토

∙ 광통교 : 2안 상류 형태복원 중 ① 하천 중앙에 복원

- 다리 구재(舊材)는 경복궁 영제교를 예로 볼 때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정밀

조사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활용여부 결정

∙ 수표교 : 원래 위치에 원래의 모양대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원형을 이전하여 복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함.

 ·시민단체에서는 원형을 옮겨 놓기를 원할 것임

 ·수표교는 현재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다리로서의 의미보다는 보호해야할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더 큼. 따라서 원형을 원위치에 복원했을 때 보존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됨

- 따라서 원형을 이전 복원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 후 결정할 사항임

∙ 기  타

- 현재 보도교로 계획된 ③번 다리의 경우 장통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가능하

다면 옛 장통교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도 좋음

- 기타 옛 다리는 중장기적으로 복원하고, 오간수문은 성곽복원 시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옛 다리 복원은 철저하게 하되, 나머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보도교는 21세기에 맞은

현대식 다리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옛 다리 복원설계 시 다리 주변의 일정지역을 함께 설계하여 다리와 호안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함.

제3차

2003.

07.15

역사문화분

과위원 : 3명

문화재 

전문가 : 3명

관련 전문가 

: 5명

유관기관 : 

3명

시 관계관

1공구 

기본설계 내용 

설명 및 

광통교·수표

교 복원방안 

검토

∙ 설계내용

-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일관성이 부족함. 따라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한 컨셉으

로 통일성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지속적인 보완 요망

- 청계천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통미를 가미하면

서도 변화된 현재의 도시환경과 조화되도록 조성

∙ 광통교, 수표교 복원

- 광통교, 수표교 원위치, 원형복원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자면 도로, 건물을 수용해야 하

며, 예산, 공기가 많이 증가하여 현실성이 떨어짐.

- 광통교, 수표교는 복원을 하되, 

∙ 수표교는 장충단공원의 원형은 옮겨올 수 없음. 원부재의 50%는 못 쓰게 되어 

결국다리하나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옴(※예 경복궁 영제교)

∙ 광통교는 제자리에 복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정밀조사 후 부재보존방법 및 

복원위치 등에 대해서 검토

    

            <그림 3-2-46> 자문회의 모습1                     <그림 3-2-47> 자문회의 모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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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수표교 이전복원 타당성 검토

｢서울시문화재위원회｣는 청계천 수표교 복원과 관련하여 이전복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23일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위원 총10명) 위원 다수(5명)는 수표교 이

전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일부의견으로는 원위치·원형이전복원(1명),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조사 

후 재논의(1명)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지도위원회는 시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 3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표 3-2-5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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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회의내용 및 결과 향후조치계획

2003.10.22

(1차)

∙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지검 부근에 환기 및 

채광시설 필요

∙ 현재 유구가 확인된 4개 지점에 대해서는 

본발굴조사를하되, 최종적인 발굴지역은 2차 

지도위원회에서 결정

∙ 광통교 상류 쪽은 양안 석축잔존 여부확인을 위한 

시굴조사 필요

∙ 퇴적층조사는 조사지점을 규칙적으로 정하여 

조사하되다리 부분 조사시 퇴적층 조사도 병행

∙ 광통교 기초부분에 대한 발굴조사 필요

∙ 수습된 유물은 층위별로 정리

∙ 조사와 하상 공사를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가완료되는 11월 6일에 재논의

∙ 11월 6일까지는 시굴조사와 관련 없는 복개구조물 

철거보도정비, 가로수 이설 등을 중심으로 공사를 

실시하되

∙ 2차 지도위원회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조사와관련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 발굴조사 지역이 확정될 경우 발굴허가 등 

사전준비기간이 60일정도 소요되므로 

문화재청·조사기관 등과협의, 시굴조사 기간 중 

발굴허가를 받는 등 발굴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

2003.11.06

(2차)

∙ 유구가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발굴조사 

준비

∙ 발굴조사를 위하여 우선 가운데 부분을 조사한 다음 

수로를 돌린 후 양측면을 조사

∙ 발굴조사지역에 대한 상판제거 등 

환경개선(상판제거,조명, 환기구 등 설치

∙ 퇴적층은 잦은 준설로 많이 훼손되었지만, 2~3곳을 

집중적으로 조사

∙ 발굴조사 대상지역 및 퇴적층 조사 진행 지역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조사기관과 협의

∙ 발굴조사 준비

- 11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허가를 받아 12월중으로 조

사 착수

- 발굴조사방법, 발굴조사기간 등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남은 시굴조사 기간 동안 퇴적층 집중조사

∙ 발굴조사 대상지역 및 퇴적층 조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공사 추진

∙ 개구부 설치, 조명 등 발굴조사 환경 개선은 

건설안전본부와 협의, 추진

2003.11.26

(3차)

∙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모전교지 주변 석축, 

광통교, 수표교지, 하랑교지, 효경교지, 오간수문지 등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지도위원회의를 거친 후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 처리함

∙ 옛 다리 주변 및 하상에 흩어져 있는 조선시대 

구조물과 관련된 석재들은 일정한 장소에 옮겨 추후 

청계천복원시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

∙ 일제시대 만들어진 주교와 관수교는 조사단에서 실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을 제작하여 향후 건립예정인 

청계천역사문화관(가칭)에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

∙ 퇴적층조사는 교각기초부, 고가도로 우물통기초부를 

포함하여 각종 시설물이 하상에 설치되어 있어 하천 

양쪽 벽면에 대한 조사는 한계, 따라서 각종 시설물을 

발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설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유구가 확인된 지점에 대해서는 지도위원회 회의 후 그 

하층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유구의 존재여부 

파악

∙ 유구가 확인된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범위이외에는 

청계천복원과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여도 될것으로 

판단되나, 공사는 발굴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발굴조사단과 협의하여 실시

∙ 기타 공사중 유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처리

∙ 유구가 확인된 지점에 대해서는 11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허가를 받아 12월중으로 조사 착수

∙ 퇴적층 조사는 조사기관과 협의, 남은 시굴조사 기간 

동안 집중조사

표 3-2-51. 지도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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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발굴조사 지도위원회는 하상에서의 조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유구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지역을 중심

으로 조사결과와 성과를 설명하고 유구의 처리방안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총 4차의 회의과정을 거쳤다.

일시 주요 내용

제1차

2004.02.09

- 수표교·하량교·효경교지 및 모전교 석축 유구처리방안   

조사완료된 구간에서 발굴된 유구는 조사기관 입회하에 문화재보수 전문기관에 의해 해체·반출하 추후 

이전복원 등의 자료로 활용

제2차

2004.02.18

- 오간수문 발굴유구 처리방안

조사완료된 구간에서 발굴된 유구는 조사기관 입회하에 문화재보수 전문기관에 의해 해체·반출하고 추

후 이전복원 등의 자료로 활용

제3차

2004.02.27

- 광통교 발굴유구 처리방안 

조사된 유구의 처리방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방안 강구(과거와 현대의 조

화 필요)

제4차

2004.04.28

- 모전교 상류에서 광통교 하류 쪽까지 확인된 호안석축은 발굴조사(실측조사 포함)을 완료한 후 퇴적층 조사를 실시할 것

- 유구의 보존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은 청계천 문화재 보전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황에 따라 처리할 것

표 3-2-52. 발굴조사지도위원회 

(5)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

2004년 2월 24일 문화재 발굴조사 3차지도위원회에서는 청계천문화재의 보존은 18세기 조선시 와 같이 

조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는 발굴유구 처리방안을 별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현 와 과

거｣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청계천문화재보존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위원, 청계천본부관계관, 문화재청 및 시문화재과 관계관, 발굴조사기

관관계자의 참여하에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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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안건 회의결과

제1차

2004.03.12

∙ 위원회 운영방향

∙ 청계천복원사업 추진현황 설명청취

∙ 청계천 발굴유적 보전방안 등

∙ 위원회 의결사항

  - 시민단체등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의견 청취 기회를 갖도록 함

∙ 현재의 설계도와 발굴유구가 다른 부분을 표기한 도면과 광통교·수표교 

의 가상복원도를 작성하여 제출 검토토록 함

제2차

2004.03.19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원형원위치 

복원의견, 원형원위치 복원의 문제점)

∙ 발굴유구처리현황도 및 가상복원도 

검토

∙ 모전교 주변석축, 효경교, 하랑교는 발굴유구를 복원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함. 

∙ 오간수문지는 현장에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된 유구는 문화재보수업체에서 안전하게 해체하여 박물관 또는 

청계천문화관 등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이전·보관토록 할 것

∙ 광통교, 수표교는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수해방지공사는 필요한 

실정이므로, 추가적인 발굴과 임시 가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발굴유구를 해체·이전토록하고, 구체적인 복원방안은 다음번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제3차

2004.03.26

∙ 수리전문가 의견청취(원형원위치 

복원의견, 원형원위치 복원 문제점)

∙ 모전교 석축 등 4개소에 대한 

공사시행여부 검토 등

∙ 모전교 주변 석축, 하랑교, 효경교, 오간수문지 등 4개소에서 발굴된 

유구는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함.   

구체적인 복원방법은 복원설계를 하여 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 서울시는 지금부터 발굴조사와는 별도로 문화재 실측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유적 전반에 대한 공학적인 현황실측 조사를 시행할 것.

제4차

2004.04.05
∙ 광통교 복원방안 검토

∙ 하랑교, 효경교에서 발굴된 바닥석은 복원설계 시 높이를 낮추어 이전 

복원하는 방안과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 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및 오간수문지는 사적으로 지정·보존할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키로 함

∙ 광통교는 현 위치에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도로가 근대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점과 현재의 도시여건 및 복원 후 광교의 문화재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상류로 이전 복원하여 광통교의 기능이 

현대도시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차

2004.04.16
∙ 광통교·수표교 복원방안 검토

∙ 수표교는 원위치에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설계 과정에서 

원위치 복원에 따른 구조적·수리적 문제를 관계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한 

후 다양한 복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본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함

∙ 광통교는 상류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이전위치는 현장 확인 

후 결정토록 하며, 광통교지는 현장에 원형 보존하도록 할 것

제6차

2004.04.30

∙ 양안석축 복원방안 및 광통교 

이전위치 검토(발굴석축 및 광통교 

이전위치 현장 확인)

∙ 시점부 광장부분에서 발굴된 석축은 현재 위치에 보존하고 강화유리로 

덮어 지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광통교 하류 좌안측의 석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시굴조사를 할 것을 권고 함

∙ 시점부 광장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추가 발굴된 석축 등 유구는 

발굴조사 완료 후 해체·이전하고, 퇴적층조사 실시 후 공사를 실시할 것

∙ 석축복원방안은 저수호안에 복원하는 방안, 고수호안에 복원하는 방안 

이외에 원위치에 복원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다음 번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제7차

2004.05.20

∙ 양안석축 복원방안 및 광통교 

이전위치 검토

∙ 광통교는 남북간 보행연결이 가능하고 전통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린공원 앞 북측호안으로 이전하도록 함

∙ 광통교와 연결되는 교량은 다리의 역사성을 재현하면서 관교와 대비할 수 

있도록 목재를 포함,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할 것

표 3-2-53.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 회의  



III.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

350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계속> 

일시 안건 회의결과

제8차

2004.06.25

∙ 양안석축 복원방안 및 광통교 

이전위치 검토

∙ 광통교 교대는 발굴된 원형대로 복원하고, 광통교지에는 발굴된 원형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할 것

∙ 발굴된 석축은 광통교 교대와 연결되는 고수호안 일정구간에 복원하고, 

동일구간의 저수호안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성할 것

∙ 광통교 남단에서 발굴된 석축 위치의 일정구간에 일단으로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 광통교지 보존방안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상세설계를 추진할 것

제9차

2004.8.12
∙ 광통교 및 양안석축 복원계획 검토

∙ 광통교 연결교량의 재질은 석재로 하되, 난간 및 상판은 광통교와 

차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바닥석은 발굴된 원형대로 복원토록 하되, 훼손 또는 멸실된 부분은 

보충하고, 상류 쪽 확장된 교각부분의 바닥석이 발굴되지 않은 지역은 

장대석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교량외곽지역은 상호 대칭되도록 

박석을 설치토록 함, 또한 연결 교량의 바닥석은 광통교와 차별화 

하도록 함

∙ 남·북쪽 교대의 복원범위는 발굴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좌·우대칭이 

될 수 있도록 복원함

∙ 양안석축은 고수호안 전체를 발굴된 석재로 복원으로 하되, 

  상단부 복원형태는 발굴된 석축의 대표적인 형태로 함

(6)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역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는 ① 지정 또는 가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기본적 시책 ②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③ 문화재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④ 국가가 매입할 문화

재의 평가 ⑤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한 보상금액 ⑥ 기타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하여 심

의한다. 특히 사적분과위원회는 기념물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활동내역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는 2004년 3월 11일 청계천 발굴유적 현황을 파악하고 사적지정 가치여부

를 검토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004년 4월 9일 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3개 유적을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2004년 4월 12일 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등 

사적 가지정 유적에 한 복원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주요 회의 내용은 <표 3-2-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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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회의결과

2004.04.12

(임시회의)
∙ 청계천 유적 현상변경허가신청사항 심의

2004.4.16

∙ 수표교와 오간수문은 원 위치에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함. 단, 상류로 이전복원키로 함

∙ 광통교이전복원의 구체적인 위치, 방법 및 터 보존방법은 추후 심의키로 함

∙ 3개소(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의 가지정지역의 긴급공사는 홍수대비 가시설로 한다는 전제하에 

문화재 원형, 원위치복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허가함.

2004.08.20 ∙ 광통교 복원 현상변경은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심의키로 함

2004.09.04

∙ 청계천문화재복원 관련 소위원회 운영방안

- 소위원회는 현행대로 존치함

- 황평우, 정동양 위원이 주장한 청계천 유적복원관련 소위원회 운영원칙은 문화재위원회 규정상 수용할 수 없음

- 사적분과위원은 ‘청계천유적문화재보존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사퇴하기로 함

2004.09.17 ∙ 청계천복원공사 현상변경 신청 건은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심의키로 함

2004.10.15

∙ 광통교 이전복원 : 조건부 가결

- 복원위치는 서린공원 앞(상류155m)으로 함

- 연결교량은 광통교와 차별되게 하고, 교각처럼 보이는 교대를 넓게 하여 교대로 보이게 설계 보완 후 제출받아 

검토, 처리함.

∙ 광통교지 교량건설 및 하천공사 : 조건부 가결

- 다리 상판에 원 광통교의 중요 유구에 대하여 오간수문의 경우와 같이 금속으로 구분·표시토록 함

∙ 오간수문지 하천공사 및 교량건설 : 조건부 가결

- 유구는 수평으로 복원하는 방안으로 하되, 유구를 최대한 보존하고, 유실방지를 위한 세부설계를 제출받아 검토 

처리키로 함

- 다리상판은 홍예교각 등 중요유구 부분에 대하여 금속으로 구분 표시토록 함

2004.12.17 ∙ 수표교지 하천공사 현상변경 심의

표 3-2-54.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회의

또한 문화재청은 청계천 유적 보전·복원 방안 강구를 위한 수리분야 등 문화재 분야 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4년 9월 17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는 서울시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하여 법정기구인 ‘문화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

의·의결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이에 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한 자문 및 검토를 하는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청계천 유적 복원 안전이 제출될 때 소집되었다. 

청계천문화재 복원관련 사적분과 소위원회 회의내용을 정리하면 <표 3-2-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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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회의결과

2004.08.28

(1차)

∙ 정동양, 황평우 위원이 ‘소위원회 운영원칙’이라는 유인물을 발표하며, 자문위원회 및 청계천관련 프로젝트 

참여자는 소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할 것을 주장

∙ 문화재청에서 위원 선임에 문제없음을 설명하였으나 위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며 퇴장하여, 회의결렬

2004.09.17

(2차)

∙ 황평우 위원이 소위원 중 청계천자문위원 사퇴 및 소위원회 운영방식, 토의안건 등에 대하여 원점부터 검토하자고 주장

∙ 이에 대하여 장승필, 정재훈, 조유전, 윤병만 위원 및 한영우 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 사적과장이 소위원회 구성 시 서울시와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내용을 중심으로 소위원회 구성 목적과 기능,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시간 관계상 안건 심의 없이 회의 

마침

2004.09.24

(3차)

∙ 부의된 안건 중 ‘오간수문지 교량건설 및 하천공사’에 대해서만 논의키로 함

- 해체이전 보관중인 오간수문 바닥돌(유구)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 보완, 설게토록 한 후 재검토키로 함

- 다리상판은 ‘오간수문터’임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재질 또는 색상 등으로 구분될 수 있게 보완, 설계 한 후 재검토

키로 함

2004.10.08

(4차)

∙ 청계천유적 오간수문지 교량건설 

및 하천공사

∙ 유구를 수평으로 복원하는 방안으로 설계, 보완토록 한 후 재검토키로 함

∙ 다리상판은 홍예교각 등 중요유구 부분에 대하여 금속(동판등)으로 구분 

표시토록 함.

∙ 청계천유적 광통교 이전 복원

∙ 광통교는 원위치에서 상류(서린공원 앞:155m)로 이전 복원키로 함

∙ 광통교 복원 제출(안)을 다음과 같이 설계보완토록 함

-연결교량은 광통교와 차별되게 재설계 할 것

- 교각처럼 보이는 교대는 넓게 해서 교대로 보이도록 하고 상부는 진입구

로 보이게 할 것(목재활용 등)

∙ 청계천유적 광통교지 교량건설 및 

하천공사

∙ 제출(안)을 다음과 같이 보완토록 함

- 다리 상판에 원 광통교의 중요유구에 대하여 오간수문의 경우와 같이 금

속(동판등)으로 구분표시토록 함

∙ 청계천 유적 수표교지 하천공사 ∙ 차기 위원회(소위원회)에서 재 논의키로 함

2004.12.03

(5차)

∙ 수표교지 하천공사

- 사적지에 대한 현상변경은 문화재 복원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 수표교지 부근 저수로를 일본식의 사면 형태가 아닌 전통방식의 직벽설치

- 수표교 복원을 위해서는 부근 50m정도만 물길을 돌리고, 북측 도로 밑에 통수 BOX 설치만으로도 수치상 문제가 없음

→ 다음의 회의 때 수표교 복원계획을 보고 받은 후 하천공사에 대한 현상변경사항을 검토키로 함

2004.12.17

(6차)

∙ 수표교지 하천공사 : 수표교를 원위치 원형 복원한다는 전제하에 임시시설로서 하천공사를 시행토록 함

- 원위치 복원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

- 조경공사는 전통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수표교 복원도의 시뮬레이션 제시 및 현장 게시할 것

- 우안지역에 대한 유구발굴조사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 추진할 것

표 3-2-55. 청계천문화재 복원관련 사적분과 소위원회 회의

4) 갈등의 해소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지만 역사문화복원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서

울시는 문화재청이 ‘청계천복원공사 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표 3-2-56>’에 따라 역

사문화복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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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계천복원공사 구간내의 문화재 복원방안 등은 ｢청계천 문화재보존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2. 구간 내 해체하여 이전된 석재들은 현장에 복원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청계천의 변화모습과 복개된 청계천의 모습, 이번 복원공사로 정비되는 청계천의 모습 등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후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청계천복원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문화재청, 2004.08.26

표 3-2-56. 청계천복원공사 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또한 <표 3-2-56>과 같은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 서울시는 1, 2번의 항목은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3의 항목은 청계천문화관에 반영하여 역사문화유적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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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단체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환경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엄청난 속도로 강화되

었다. 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성숙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 적 흐름으로 시

민단체는 특정 시설물의 입지와 관련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주민을 조직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시민단체들은 첫째, 직접적인 가담활동으로 지역주민조직과 연계하여 물리적·
비물리적 투쟁에 동참하여 지역주민들을 고무시키고 주민들의 전략기획역할을 맡기도 하며, 둘째, 간접적

인 지원활동으로 특정사업에 한 주민들의 반 를 일반 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지역주민들

의 반 활동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이은국외, 2003 : 47). 

따라서 시민단체가 정부정책에 해 찬성하느냐 혹은 반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에는 힘을 잃기도 하고 때

로는 얻기도 한다. 청계천복원사업에서 시민단체의 경우 청계천복원사업에 하여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었고 일부는 청계천시민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복원에 관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을 정당화하

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10). 하지만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환경/생태, 도시/건축, 사업추

진방식/일정 등에 있어 의견차이가 발생했고 다양한 세미나 활동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계획에 반

 입장을 제기하면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청계천복원공사에 찬성

하는 입장이었고 서울시와 지속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착공에 동의하게 되면서 갈등이 해소되었

다. 그러나 착공이후 역사복원문제에 있어 서울시와 시민단체간의 의견차이가 컸고 결국 이를 좁히지 못

해 2차 갈등에 직면했다.11)

1) 청계천복원사업에 의견을 제시한 시민단체 현황

청계천복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시민단체는 경실련, 녹색연합, 문화연 를 포함하여 

총 10개 단체이며 주로 교통, 상인, 역사 책의 미흡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10)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녹색연합은 “청계천에 버들치가 헤엄치게 하고, 서울에서 무지개를 볼 수 있게 하자”는 캐치프레이지 아래 서울시장
과 25개 구청장 후보에게 제안할 ‘녹색서울만들기 10대 녹색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조광권, 2005).

11) 2차갈등과 관련해서는 역사복원부분의 갈등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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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주참여자 주요주장 회원수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 박완기 

시민사업국장

∙ 교통대책 미흡

∙ 중저밀도 개발
35,000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 지속가능성 평가이행 15,000

문화연대(주관)
황평우 문화유산 전문위원

김태현 간사
∙ 역사문화복원 미흡 1,700

환경정의시민연대 오성규 사무처장 ∙ 영향평가 2,500

서울환경연합 양광일 사무처장 ∙ 지속가능개발 45,000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김혜경 서울지부장 ∙ 상인대책 (비공개)

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

양영미 간사
- 14,000

공간문화센타 -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권미정 간사 - 1,500

플라잉시티 - -

표 3-2-57. 청계천복원사업에 의견을 제시한 시민단체 현황 

2) 시민단체 건의 및 검토내용

(1) 환경·생태 복원관련

환경·생태 복원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과다한 인공 조경시설물 설치와 야간 조명연출의 배제, 다양한 

생물종 확보 및 보완, 친환경적인 용수확보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3-2-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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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요구내용 검토 의견

1. 과다한 인공 조경시

설물 설치와 야간 조명

연출은 배제되어야 한

다.

- 조경시설물은 안내시설, 수변데크, 산책로, 분수, 열주 등이 설계되어 있고, 각 공구별로 테마지역을 설정

하기 위하여 10경, 8경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시설계과정에서 경관의 연속성과 이용실태를 분석 적정

규모로 조정 하고 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하천 단면을 일부 복복단면으로 조정하고 있음

- 양안 2차로의 교통동선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제방과 계단 설치가 불가피하나 호안제방에 돌붙임과 입면

녹화를 통해 인공경관을 최대한 완화 하도록 설계하고 있음.

- 조명의 경우 야간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중점 조명구역(시점부, 동

대문 등)과 최소 조명구역(3공구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과 자연보전을 병행하도록 설계 조정중에 있음

2. 하천단면이 단조롭

다. 다양한 생물종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되

어야 한다.

- 청계천은 도시하천으로 하천양안의 도로구조, 하수관거, 기타 시설물 등의 구조물이 위치하여 구간별로 

직선화된 구조를 보이나 거시적으로는 사행하천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단면구조는 비대칭구조로 계획

되어 있고,  저수호안 조성시 자연석 공법과 수생식물, 갯버들 등의 식물을 식재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 하천 폭은 시점 부에서 종점 부로 갈수록 넓어지며 하류구간의 경우 천변습지를 조성하여 생물다양성을 확

보하고 소와 여울 그리고 다수의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수심의 변화를 주어 수중생물의 서식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3.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하천변에서 초

본류 및 교목 등 다양

한 식재를 통한 수변 

식생대가 확보되어야 

한다.

- 하천은 치수, 이수 및 환경 등 제반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기능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천이 정비되어야 함

- 청계천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저수로에는 상시 물이 흐르고 거석 놓기와 갯버들, 물억새 등 식물을 식재

하여 생태호안을 조성하며, 비교적 여건이 좋은 청계천 하류부에는 수양버들을 도입하여 수변 식생대를 조성함

- 하천 바닥에는 물고기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울과 소를 만들고 하천 폭이 넓은 곳은 습지, 중도 등 생태존

을  만들어 수변 식생대를 확보하게 됨

- 도입종으로 갯버들, 달뿌리풀, 물억새, 노랑꽃창포, 담쟁이 등 초·관목류를 식재하여 안정된 식생대를 조

성하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생태계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식생대 조성을 통해 곤충류, 

조류, 어류 등의 생물 서식환경을 조성하게 됨

4. 사람들의 접근을 줄

여 자연이 스스로 변

화, 발전할 수 있는 공

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 산책로는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전 구간에 걸쳐 조성되어 있으나, 시점부~방산시장 구간의 경우 

하천단면 구조를 복복단면으로 조성하여 한쪽으로만 주 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설계하고 있고 방산시장 

하류의 경우는 생물서식공간 확보를 위해 일정공간은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는 개념도 검토 하고 있음

- 독일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하천의 자생적 복원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자생적 복원은 유속이 느

리고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가능하나 청계천과 같이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속성복원이 우선되

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인위적 식생조성이 불가피하며, 복원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된 생태계

가 유지되도록 하겠음

5. 가시적이고 구체적

인 상류지천 복원계획

이 없다.

-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공청회시 청계천 상류에 위치한 

지천 복원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음. 이에 따라 백운동천 및 중학천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복개 하천

에 대한 현장조사, 복원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인 복원 Master Plan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2004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6. 친환경적인 유지용

수 확보에 대한 장기적

인 계획이 없다.

- 하천은 상류 지천으로부터 유하하는 계곡수나 물의 자연순환과정을 통하여 청계천으로 유입하는 자연수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청계천의 상류 유역인 인왕산(백운동천) 및 북악산(중학천), 남산계

곡 중 백운동천을 제외하고는 평시 흐르는 계곡수가 없으며 기 시가지화 된 지역여건으로 내린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도로 등을 따라 청계천으로 곧 바로 유입되고 있고, 주변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

위가 낮아져 강우시를 제외하고는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나 지하수가 없어 건천이 되는 청계천에 불가

피하게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것임.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중랑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와 한강수 및 청계천 유역 내에 위치하는 지하철 역

사에서 배출하는 지하수를 유지용수로 병행 사용할 예정이며 또한 2005년 말까지 청계천 상류에 위치하

는 백운동천 및 중학천 하수암거내에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계곡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도록 할 계획임.

- 장기적으로는 도시 발전에 따른 개발 행위로 인하여 지표면이 포장되어 불투수층화되므로써 빗물의 지중

침투량이 적어 지하수위가 저하되고, 하천이 건천화되며 최근의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시 도시형 홍

수피해가 증가하는 등 도시안전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 시행한 강우시 우수유출량을 저감하

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우수침투 및 저류시설 등의 설치사업을 장기 계획

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추진(건설기획국)할 계획이며 또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통하여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현재 시행(환경관리실)중에 있음

표 3-2-58. 환경·생태복원 관련 시민단체 건의 및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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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건축 관련

도시·건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시민중심의 수변부 계획, 교량디자인에 한 세밀한 고민, 다양한 의

견 수렴을 통한 재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3-2-59>와 같다. 

시민단체 요구내용 검토 의견

1. 수변부는 시민의 이

용형태를 치밀히 계획

하여 디자인되어야 한

다.

- 청계천 기본설계(안)은 입찰과정에서 설계경쟁개념이 도입되어 조경, 경관 교량분야 설계가 다소 장식적

이고 과다한 시설이 도입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하천의 연속성, 경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완하고  있음.

- 시민이용과 생태 공간 조성은 다소 상치되는 측면이 있음. 예로 시민 이용시설을 적극 설치하게 되면 생

태공간이 줄고, 생태공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이용을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음. 복원된 청계천이 

도시하천으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생태복원을 통해 도시전체 환경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능을 최적 배분하여 이용과 보전의 적절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음

2. 교량 디자인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

하다.

- 청계천의 교량계획은 복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계천의 남북이 하천으로 양분되어 생활 또는 상업동선

이 현재 상황보다 나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재 청계천을 남북 교차로(14개소), 육교(6개소), 

횡단보도(4개소) 등의 현황을 종합 고려하여, 복원후에도 현재 수준에 가깝도록 교차로에는 차도와 보도

를 겸한 교량(16개소)을 횡단보도 및 육교 위치에는 보도전용교량(5개소)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 교량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계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교량의 설계가 다소 장식적이고 화려하

게 설계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량 및  경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청계천 전체에 대한 교량계획

을 보완하여 청계천내 교량이 서울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주변지역 개발구상과 부합하며, 지역적 상징물

로서 조형성 및 예술성을 갖도록 보완하고 있으며

- 특히, 난간, 교량등주, 교명주 등의 설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 Master Architect를 선임하여 

활용하고 있음.

3. 하천 복원시 주변의 

구조물은 하천 생태환

경이 보호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현행 계획의 고수호안은 양안 2차도로와 2차도로 하부의 유수 소통 공간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로 보존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고수호안에 돌붙임＋식생공법과 저수호안의 친자연적 조성으로 최

대한 자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4. 청계천복원사업은 

주변지역 재개발과 치

밀한 계획속에 이루어

져야 한다.

-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중인 도심부 발전계획에서는 2000년도 수립된 바 있는 도심부관리계획의 기조를 

유지하여 도심의 문화·역사성 있는 주변 지역은 가능한 한 보존 또는 저밀개발토록 유도하고 환경정비

가 필요한 지역은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소단위 개발을 유도하는 등 고밀 개발을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도심이 수용할 수 있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수용 용량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심이 과밀화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임

-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구체적인 개발의 움직임이 있거나 공공에서 직접 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전략

개발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축선 후퇴를 통한 하천변 개방감 확보, 건축물 높

이, 형태, 개발규모 등 건축 기준을 마련하거나 민간협의 하에 사업방식, 개발규모 제시 등 합리적 개발

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임. 

표 3-2-59. 도시·건축 관련 시민단체 건의 및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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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방식·일정관련

사업추진방식·일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시민의견수렴, 법적·제도적 절차의 무시, 무리한 

사업일정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3-2-60>과 같다. 

시민단체 요구내용 검토 의견

1. 청계천복원사업에 

서울시민의 의견수렴은 

없다.

- 청계천 복개는 1960년대 국민소득이 87달러, 1970년대 250달러에 불과하던 시절에 눈에 보이는 혐오환

경을 차단하고, 복개위를 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시대의 논리에 의해 진행된 것임.

- 민선 3기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출발한 청계천복원사업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추세와 함께 서울

을 인간중심의 환경도시로 거듭나게 하자는 시민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복개공사와는 차원이 다름.

2. 꿰맞추기식 사업추

진에 법적, 제도적 절

차들이 무시되고 있다.

-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5년마다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계획으

로서 개별행위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청계천복원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시행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03. 5 변경결

정 되고 ’03. 6 실시계획인가 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임

- 청계천복원사업은 세계일류 도시건설을 목표로 서울도심을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하고, 하천복원을 통한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조성 및 노후된 기반시설의 철거를 통한 시민안위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

로서｢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 정책방향 등과 부합하므로 동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도 청계천복원 공사를 착수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할 것임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주

간선도로인 청계천로의 기능이 조정되고, 이에 따라 도심의 교통흐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

라, 장차 주변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재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따라 복원사업 착공 전 법적 절차에 이행하여 건

교부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았음. 

3. 신뢰성 없는 행정 

속에 청계천 주민의 삶

이 무너지고 있다.

-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상인대책은 공사구간이 청계천로 도로폭 이내로 한정되어 주변 건물철거나 영업

장소 침범이 없으며 종전의 영업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 중인 상인대책의 기본방향은 공사로 인한 영업 불

편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주변 재개발을 포함한 상권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주를 희망하는 업

종에 대해서는 이주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것임.

4. 무리한 사업일정 

(턴키 방식 등)

- 복원사업의 일정계획은 노후 구조물의 안전위험을 조속히 제거해야 하는 사업의 시급성이 고려되었고 복

원구상에 대하여는 이미 수년전부터 민간단체들의 복원구상이 있어, 이를 토대로 무리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추진하여 착공에 이른 것임.

- 현재로서는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은 공기최소화이며 우리시는 신속하고 안전

한 공사추진에 노력할 것임.

- 복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타당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

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턴키방식은 설계경쟁을 통해 상징성‧조형성이 우수한 복원설계안 선정이 가능하고

- 대형건설 업체의 참여로 설계, 시공 및 공정관리에 유리하며

- 다양한 공종이 포함된 하천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홍수 시 유실문제 발생 시에

도 하자의 일괄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 Fast-Track방식 적용으로 안전문제가 시급한 청계고가 철거공사의 우선 착공이 가능하여 사업기간 단축

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임.

표 3-2-60. 사업추진방식·일정 관련 시민단체 건의 및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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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단체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서울시는 시민단체가 주최가 되는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응방안을 마련해 나

갔으며 주요사항은 <표 3-2-61>와 같다.

구분 일시 주체 학회측의견 서울시의 대응

｢청계천복원 

관련｣ 
학술토론회

2003.

3.7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

학회

- 다양한 교통대책 검증, 구체적인 복원대 

책 수립 및 단계적 시행

- 생태, 역사성을 지향하고 개발보다 보전주의

적 관점에서 탐색해야 함

-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부족, 지하수위

를 고려하여 건천화 방지

-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서두르지 말아야 함

- 앞으로 복원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해 가면

서 좋은 의견들은 반영 계획임

- 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 제반절차들을 평가수준 이

상으로 충실히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

회 환경부등과 협의 의견 수렴해 나가겠음

｢서울시민이 

꿈꾸는 

청계천｣시민마

당 토론회

2003.

3.11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 7월 착공 시 문제 심각

- 지속가능한 복원의 전제조건은 역사성, 

생태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이며 전체

를 어우를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함

- 7월 착공이 이슈임

-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는 지천복원을 

통해 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으나 발원

지 용수가 없어 지하수, 한강수 등을 우

선적으로 사용

｢녹색위 청계천 

특위와 청계천 

본부간｣ 토론회

2003.

3.26

서울시

(환경국)

- 역사복원 개념을 하천복원에 반영하는 

원형복원

- 사업발주 감안하여 턴키 심사과정에서 

녹색위 참여방안 마련

- 안전 확보시 착공시기 연기하여 충실한 

준비 및 시민참여로 계획보완

- 청계천은 옛부터 하수배출 기능 하천이므

로 원형복원은 적합하지 않음

- 설계 심사 및 검토시에 녹색위 참여를 긍

정적으로 검토

- Beam의 전면교체가 필요한 시설을 보수

공사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 7월착공은 안전

관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항임. 복원 

실시설계가 10말까지므로 구체적이고 타

당한 제안은 수용하겠음

｢녹색위 

지속가능발전위

원회｣소위원회

2003.

4.3

서울시

(환경국)

- 특위의 활동과 별개로 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한 개의 녹색위에 서 두 

개의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청계천복원 지역은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없다고 보나, 서울 전체영향에 포지티브 

한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음

-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기자

회견

2003.

4.8

경실련 외 

7개단체

- 주변개발, 생태적, 역사성, 쾌적성을 따진

후 복원이 바람직 함.

- 고밀도 개발은 새로운 변모에 역행 할 수 있음

- 대중교통체계 전환후 복원사업 시행, 역사

복원, 생태복원 의견제시

- 일방적 기자회견으로 별도 의견개진의 기

회가 주어지지 않음

｢경실련 

간부｣1차 

간담회

2003.

4.28

서울시

(추진본부)

- 충분한 준비와 의견수렴 후 착공되어야 

함. 기본적으로는 협조입장

-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분야

별 토의 기회요청

- 시민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

야 함

- 교통, 상인문제는 분야별로 대책마련중임

｢경실련 

간부｣2차
간담회

2003.

5.7

서울시

(추진본부)

- 주변개발에 구체적인 수립, 추진일정, 개

발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착공전 

선행되어야 함

- 환경복원에 대한 스펙트럼이 다양하므로 

서울시가 채택하지 않은 관점에 대해 관

심을 가져주길 바람

- 주변지역 개발은 별도 추진되는 사업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분야별로 준비하고 

있음

- 출발은 기술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

표 3-2-61. 시민단체 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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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의 내용 <계속>

구분 일시 주체 학회측의견 서울시의 대응

｢녹색위 

지속가능한발전

위원회｣간담회

2003.

5.9

서울시

(환경국)

- 사업 성격상 복원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오해소지가 있으며, 본래 건천에 지하철 

지하수 및 하수처리장 처리수 이용하는 

외에는 대안이 없는지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계획은 질소, 인을 처리 

하기 위한 계획인데 사용시 문제는 없는지

- 복원의 의미는 그동안 시민위에서 제기되

었던 사항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힌 

하천을 고가와 복개를 걷어내 하천의 모

습으로 되살리는 의미임

- 평상시 상류 계곡수가 없어 외부로부터 

용수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임

｢청계천복원사업｣
교통대책 토론회

2003.

5.21
경실련

- 교통영향분석 축소, 미흡등 주장

- 철거시기가 너무 빠름

- 교통차단 후 모니터링하여 대책 보완 후 철거 시행

- 교통영향분석은 최악의 조건으로 수행한 것임

- 교통수요가 적고 고가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7월 착공은 바람직

- 시민대상 사전실험은 바람직하지 않음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시민토론

회

2003.

5.22

환경정의시민연대 

외 

7개 단체

- 의견수렴 절차 미흡

- 주변재개발, 교통대책 등과 연계하여 착

공 시 검토 필요

- 7월 착공 불가피

- 3년의 대보수 사업을 실시해야 함

｢청계천복원｣
시민위와 

시민단체간 

워크숍 개최

2003.

5.27

청계천복원시민위

원회

<자유토론>

- 광통교, 수표교는 원형, 원위치에 복원하고 오간수교 등 나머지 교량 7개교는 흔적이

라도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복원스케줄 작성 필요

- 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수자원, 상하수도, 도로, 구조 등 관련전문가 검토후 결정

- 2M 굴착을 하지 말고 하천 폭을 넓히는 것은 도시기능에 적합한지 검토

- 시민위는 설계 및 공사가 끝날 때 까지 심의, 검토할 것임.

｢청계천복원사

업｣주변재개발 

토론회

2003.

6.2
경실련

- 복원사업은 찬성하나 시각차이가 있음

- 소단위 개발보다는 합필에 의한 중·대규

모의 전면철거 재개발도 장점이 있으며, 

10~20년 후에는 더 나은 개발도 될 수 있음

-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하자를 일부에서 제기

- 시의 발제내용은 그 동안의 오해를 해소하

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음

- 주변개발은 민간의 몫이나 과도하고 과밀

한 개발이 안 되도록 서울시에서 기본계

획을 준비 중이며 각계 전문가, 상인 등 광

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임

- 친환경적이고 문화, 역사적 바탕 위에서 

개발활성화 등 현실을 감안한 누구나 공

감할 수 l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 것임

-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이행중 

｢청계천복원사

업｣상인대책 

토론회

2003.

06.04
경실련

- 지금까지 상인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
한 합의내용이 없었음

- 특별법, 조례 등 제정을 통한 보상대책 
방안 적극 검토

- 복원사업 이후 현상권 유지가능 여부 검토

- 서울시가 공영개발을 통한 이주단지 조
성계획을 마련 후 상인유도

- 공사 착공 후에도 상인 및 교통대책 계
속적인 협의, 문제점 보완

- 협의과정과 기술적인 결함으로 복원공사
계획 중지(노점상)

- 청계천변 노점상과 세입자들에 대한 생
계대책 마련(노점상)

- 노점상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채널 요
구 등

-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상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요구사항 

적극 반영 추진

- 우리시 대책 안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시 요구

- 보상을 위한 특별법,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소급 적용은 법체계의 혼란 우려 및 헌법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이주대책에 관련하여 강제적 성격을 배제

하기 위해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이

주단지 조성 및 개발방안 추진예정

- 노점상 대책은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책 필요 및 사회부조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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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정부12)

1) 수자원 공사와의 갈등

청계천복원공사가 마무리되는 청계천에는 하루 12만톤의 물이 흐르게 된다. 이 가운데 9만 8,000톤은 잠

실 교 인근 자양취수장에서 끌어들이는 한강물이며 2만 2,000톤은 지하철역 인근으로 흐르는 지하수이

다. 수자원 공사는 이 한강원수 9만 8,000톤에 해 1톤당 47원 93전의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전체 국가차원에서 혜택을 받아야 공익사업이며 청계천복원사업이 이루어지면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 특정지자체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강물 사용료는 댐 건설·관리 재원으로 쓰이는 것으로 

청계천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이다
- 한국일보 6월 5일자 수자원 공사측의 입장 인용 -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용수는 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규정가운데 공익성 및 기타 사유
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혀 입장 차이를 들어낸다.

• 하천법령 및 규칙

 - 유수사용허가(법 33조1항, 시행령 24조1항, 시행규칙 19조)

  · 유수 사용시 관리청(한강 : 한강홍수통제 사무소장)의 하천 점용허가

 - 법 38조 1항(점용료등의 징수)

   · 관리청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사용료를 징수

 - 점용료 등의 감면(법 29조 및 시행령 30조2항)

   ·유수의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사용료의 수납(법 35조1항)

    · 댐사용권자는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 건설 이전의 유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은 제외 

• 댐용수공급에관한규정 제20조의2

  -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 공사법

  - 사용계약 체결(법 15조1항)

    ·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에서 공급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

  - 물값 부과대상(댐용수 공급규정) : 생활, 공업, 농업용수

표 3-2-62. 관련법 규정

12) 청계천복원사업은 도심의 환경개선과 함께 서울의 산업구조 개편, 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또한 복원공사 착공 이후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복원사업의 1차 책임은 서울시이지
만, 2차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조 체제를 이룰때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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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물을 사용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불과 수십분 정도 방향을 틀어서 깨끗하게 정수해서 사용

하고 다시 한강으로 흘려보내는데 어떻게 물값을 받을 수 있냐? 수자원공사는 청계천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업이 있

을 수 있냐? 그렇게 나온다면 비 올 때 청계천에서 한강으로 흐르는 물값을 받아야 한다”

- 한국일보 2005년 6월 10일자 이명박 시장의 인터뷰 인용 -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게 되면 건천화 방지와 함께 주변 생태계 복원 효과도 크다. 청계천을 

통과한 물은 뚝도 정수장에서 부유물 침전, 여과소독을 통해 다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만큼 

수질까지 개선되는데 사용료 부과는 납득할 수 없다
- 한국일보 2005년 6월 5일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윤수길 복원사업담당관 인터뷰 인용 -

또한 서울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청계천복원공사는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600년 고도 서울

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회복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라고 밝히며, ‘1천만 서울시민과 국민들을 위한 기

환경 개선사업과 친환경적 하천 복원사업이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사업이 공익적 사업인지 

추병직 장관에게 묻고 싶다’ 라고 반박했다.  - 하이서울뉴스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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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건교부장관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인가?

오는 10월1일 청계천복원사업 준공식에 앞서, 청계천에 유입될 한강물에 대한 물 값을 내지 않으면 취수구를 폐쇄하

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지난 23일 발표에 대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의 쾌적한 삶과 행

복추구권을 무참히 짓밟으려는 엄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계천복원공사는 친환경적 도시 공간 창출과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성은 물론 문화성회복에 따라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이미 단순한 토목공사 이상의 의미와 함께 서울시 차원을 넘은 대역사(大役事)적인 획기적 사업으로 

지난해 국제적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건축상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와 같은 청계천복원사업이 공익적 사업이 아닌 만큼 한강물 사용도 공익목적에 반한 것으로 이에 따른 

물 사용료는 당연히 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사업의 의

미를 축소, 왜곡하면서 다된 밥에 재를 뿌리려는 건교부의 소아병적(小兒病的)인 발상에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1천만 서울시민과 많은 국민들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과 친환경적 하천복원사업이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사업이 공익적 사업인지 추병직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서해바다로 흘려보내는 임자 없는 한강물을 잠시(6km) 청계천으로 물코를 틀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온갖 구실을 부

쳐 연간 17억1445만원의 물세를 요구하며 또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취수구 폐쇄와 법적인 조치 운운하는 추장관이야말로 

조선시대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같은 한심한 발상으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청계천에 취수되는 98,000톤의 한강물은 6km의 청계천을 흐르는 동안 지하철 등에서 나오는 지하수 17,980톤이 늘어나 

총 115,980톤이 다시 한강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당초의 물보다 17,980톤이나 더 많은 물이 2급수로 정화되어 다시 한강으로 방류된다면 건교부에서는 오히려 서

울시에 연간 3억1069만원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백번 천 번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건교부는 댐용수 공급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소모적인 논쟁을 걷어치우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안목으로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부처로 거듭 날 것을 정중히 주문하고자 한다. 아울러 복원된 청계천에 흐르게 하는 한강물은 담수가 아닌 흐르는 물로

서, 또한 명백한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물로서 서울시는 하등의 물값 지불의무가 없다는 것을 거듭 밝혀 두는 바이다. 

2005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최 재 익

표 3-2-63. 서울시의회 성명서(2005년 8월 25일) 

2) 갈등의 해소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2005년 9월 5일에는 중앙하천

관리위원회의 유수분쟁조정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이 비영리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물값을 100%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수자원공사가 협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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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요내용

2002.10.19

청계천 유지용수 한강원수 활용방안 보고(주요관계관 회의시, 상수도사업본부)

<내용>

- 청계천 유지용수 공급은 2004년 폐쇄예정인 보광동 도수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 원수요금 부담 : 댐용수 공급규정에 생활, 공업, 농업용수에 대한 부과기준만 있으므로 하천유지용수에 대해서

는 건교부의 별도 지침 필요

<결과>

- 현재로서는 보광동 정수장 라인을 활용하는 방안 하나를 준비해도 될 것 같음

- 원수요금문제는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국 수자원공사(건설교통부)와 협의

2004.10.12 유지용수 감면대상 여부질의(서울시→건교부)

2004.12.28 유지용수 감면대상 여부질의 회신(건교부→서울시)

2004.12.30 유수사용 요금감면 협의(서울시→수자원공사)

2005.03.02

댐용수사용에 관한 법률자문(서울시)

- 김기섭(공익에 해당되므로 감면 타당)

- 박종복(감면사유 해당되나 수자원공사 재량이므로 조율 필요)

- 김장리(납부대상일 수 있으나 댐저수 사용여부는 의문임)

2005.03.08 댐용수사용료 납부 대상임을 통보(수자원공사→서울시)

2005.04.02 하천법 및 댐법관련 제도개선 건의(서울시→건교부)

2005.06.16 유지용수 분쟁관련 관련주체 회의(건교부)

2005.06.23 시험통수에 따른 물값납부 요청(수자원공사→서울시)

2005.07.15
이명박 시장이 TV 출연(손석희의 MBC 100분 토론)하여 수자원공사측의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납부할 의

사 없음 표명

2005.07.30
제141차 청계천복원 공정회의

- 지불이유가 없으므로 응대하지 말 것

2005.08.04 댐용수사용료 협의결과 이행촉구(수자원공사→서울시)

2005.08.22 댐용수사용료 관련 질의(수자원공사→서울시)

2005.08.25

댐저수 여부 및 감면대상여부 2차 법률자문(서울시)

- 고승덕, 정경식, 곽창욱 변호사 : 댐저수가 아니고 공익에 해당되나, 선 대응 보다 수자원공사 소송 제기시 응

소하는 것이 유리함

2005.08.31
댐용수사용료관련 질의회신(서울시→수자원공사)

- 댐저수가 아니므로 물값 납부대상이 아님

2005.09.05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유수분쟁조정(한국수자원공사 조정신청)

- 심의결과 생태계 복원과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물값 면제)

2005.09.09
제147차 청계천복원 공정회의

- 별도의 유수사용 하천점용허가는 이치에 맞지 않으며, 제도개선에 노력

2005.10.10 하천점용허가신청(→한강홍수통제소)

표 3-2-64. 청계천 물값 관련 추진사항 및 경위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365

제3절 갈등관리의 성과와 평가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 동시에, 공사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규모 개발 사업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였고 이 때문에 합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청계천복원사업은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가철거와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에 따른 시민과의 갈등, 자연발생적인 상권 보호를 위한 청계천 주변상인과의 갈등, 공사로 인해 갈 

곳을 잃어버리는 노점상과의 갈등, 원형원위치 역사복원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의 갈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양한 이해당사간에 발생한 갈등을 원활하게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서울시

는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국내외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갈등

관리에 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나타난 서울시의 갈등관리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 있어서 유용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계천복원사업에서 발생한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해 보면 <표 3-2-65>와 같다.

표 3-2-65.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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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현재까지는 맑음. 앞으로는 글쎄.’2003년 7월 첫 삽을 뜬 청계천복원 공사가 4월 들어 전체 공

정률 50%를 넘어서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공사 진행도가 가장 빠른 3공구의 경우 교량 하부 구조물 설치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 

이 구간 시설물 중 성동구청 앞을 남북으로 잇는 고산자교는 지난 주말 뼈대 공사가 끝나 이르면 

다음 달 중 21개 다리 중 첫번째로 개통할 예정이다. 

2004년 4월 26일 동아일보 중에서

청계천복원공사현장 제1공구 제1구간. 그러니까 청계천이 시작되는 태평로 입구 공사구간에서는 

현장 인부들을 독려하는 감독관들의 목소리가 쉴새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쓰다 남은 나무토막을 

태우고 있는 드럼통쪽으로 곁불이라도 쬐기 위해 슬금슬금 다가오던 어느 40대 인부는 못 이기

는 체하며 다시 돌아서 연장을 손에 쥔다.

………………………………………………

공사 진도가 많이 나간 2, 3공구는 이미 토목공사를 대부분 끝마친 덕분에 하천의 면모를 상당히 

갖췄다. 지금은 마무리 조경작업이 한창인데 이 역시 3월이면 거의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1공구

에서는 아직 하천 바닥으로 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석 설치작업과 양쪽 벽면에 자연

석을 붙이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뉴스메이커 2005년 2월 18일 중에서 

2003년 7월 1일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된 청계천복원공사는 역사적인 성과가 

있기까지 현장기술자들의 숨은 노력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사는 삭막한 고가도로 및 콘크리트 복개구조

물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노후된 고가도로와 복개구조물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여 “환경복원 및 생태공간 창

조”를 위한 청계천복원공사의 기초를 닦았으며 철거공사 기간중 공사장 주변에 환경개선과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였다. 

이에 제4부에서는 청계천복원공사의 기본계획에서부터 실제 공사과정과 그 결과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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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제1절 기본구상

1. 청계천복원의 기본구상

청계천은 조선의 한성 도읍 이래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투영해 온 서울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청계천은 복개되어 역사의 뒤로 사라졌다. 복개된 청계천은 국민소득이 100달

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근대화 역사에 나름대로의 통행로 역할

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향해 가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

고, 이에 따라 수도 서울도 그에 걸 맞는 생활과 환경의 수준을 요구받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도시관리 패러다임이 현격한 변화를 보여 왔다. 그 동안의 개발주의적 사고가 

효율을 지고의 이념으로 하여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시켜 왔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시에서 천대

받는 문화를 만들어 왔음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효율보다는 형평, 개발보다는 환경보전, 자

동차보다는 인간이라는 삶의 가치에 비중을 두는 새로운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악취가 나는 하천을 덮어 도로로 만들고, 그 안에 문화유산도 함께 매장하는 것이 과거 개발연대의 가치

였다면, 21세기적 시민의 가치는 깨끗한 환경의 복원일 것이다. 여기에 청계천복원의 시대적 당위성이 있

다 하겠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21세기 문화·환경도시 서울을 건설하는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오염되고 황폐화된 청계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다양한 수변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600

년 고도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며, 노후된 구조물로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안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위해환경이 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이다. 복원된 청계천이 환경 친화적인 

수변공간으로서, 그리고 주변재개발을 위한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주변지역

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청계천복원사업의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청계천의 복원과 주변지역의 재활성화로 구분된다. 청계천복원 기본구상은 청계천의 복

원이 궁극적으로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략을 담고 있다. <그림 4-1-1>은 청계천복원 

기본구상을 요약한 것이다.

청계천복원의 기본구상은 역사(전통), 문화(현대), 자연(미래)이라는 3개의 큰 시간축으로 설정되었으며, 

시점부를 비롯한 상류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고, 중간부는 문화와 현대를 중심테마로, 그리고 하류부는 

자연과 미래 개념의 도입을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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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청계천복원 기본구상

2. 청계천주변지역 재활성화

1) 도심부의 미래상

청계천복원사업은 단지 청계천이라는 하천의 복원 뿐 아니라 노후화된 주변지역의 재개발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복원사업의 마스터플랜은 청계천과 청계천 일대의 도시 관리계획의 재정립에서 출발한다. 복

원된 청계천은 환경 친화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주변재개발을 위한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도심의 경제 활성

화와 나아가 주변지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거듭나도록 구상하였다.

<그림 4-1-2> 도심부 토지이용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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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사업과 함께 청계천주변지역이 국제화시대,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심부의 미래상을 설정하였다. 우선 도심부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성과 

매력을 보강하고,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또한 고품격 국제수준의 업무중심지로서, 한류문화의 중심공간으로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

이면서 국제적인 도소매 쇼핑 중심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연계하여 관광 중심지로서의 기

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사회·경제·문화적 중심공간으로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생활중심지로 가꾸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4-1-3> 블록별 토지이용 구상

이를 위해 인왕산, 남산, 낙산 등 기존 자연자원과 고궁, 도성, 대문 등 역사자원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여기에 새로운 청계천 수경 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자연, 역사, 경제가 조화된 도심구조를 추구하였다. 또

한 기존 인사동, 북촌 등 역사문화지구와 한류, 그리고 도심부의 중추기능 및 전통적인 도심서비스 및 산

업기능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보강하여 기존 기능의 바탕 위에, IT산업, 국제업무, 디지

털 관련 산업 등 새로운 첨단기능과 전통이 융합된 지식산업사회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도시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심부 특유의 자연환경, 역사성, 문화자원 등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

으면서, 도심부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존 및 개발의 큰 틀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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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사대문안 문화거점 구상

보존측면에서 보면 서울 도심부는 고도서울의 역사문화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청계천 일대 숨겨져 있는 특성화된 골목길 탐방을 통해 관광·쇼핑화할 수 있는 노선을 개발하여 사대문

안 문화벨트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개발측면에서는 과도한 고층고밀개발을 억제하고 품격을 유지하기 위

하여 점진적 고층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의 높이관리, 교통 및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밀도, 건폐율, 주차기준 등의 도시 관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계천복원과 함께 도심부내 교통은 기존의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보행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이를 위해 보행밀집지역으로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서울의 대표가로에 점진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며, 

장기적으로 광화문에서 시청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가로를 보행자 친화적인 중심가로(가칭 ‘서울시민

가로’)로 조성하여 복원된 청계천로와 함께 도심부 보행/오픈 네트워크의 구축을 구상하였다.

<그림 4-1-5> 녹지 네트워크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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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주변지역의 지역별 특성과 역사성 그리고 현재의 토지이용을 고려, 세부계획에서는 청계천주변지역

을 22개 블록(서린동 및 무교/다동지역, 삼각동지역, 관철동지역, 관수동지역, 수표동지역, 세운상가주변

지역, 광장시장지역, 방산시장지역, 동대문종합시장, 동대문패션타운, 창신동지역, 숭인동지역, 황학동지

역, 신설동지역, 왕십리뉴타운지역, 용두동지역, 마장동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블록별 정비구상을 수립하

였다.

<그림 4-1-6> 청계천 주변지역 정비구상

2) 추진방안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후 환경변화를 수용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을 

실행화하기 위하여 청계천주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의 관리 대상지역은 종로와 을지로 사이 블록을 기준으로 태평로부터 신답철교까지 청계천주

변지역 중 도심재개발구역, 뉴타운구역, 세운상가구역,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청계2가~청계8

가 909,771㎡(275,200평)이며, 2단계에 걸쳐 추진하였다.  

1단계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청계2·3가 일대 302,676㎡를, 2단계는 2004년 7월부터 2005

년 10월까지 종로구 숭인동 일대 218,280㎡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단, 청계4·5가 일대 388,755㎡는 

도시관리과에서 별도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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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유사사례 조사

서울시는 복원모델 설정 및 최고 수준의 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하천

복원사례를 조사하였다. 하천복원이라는 점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청계천과 같이 도심을 통과

하며, 대규모로 복개된 하천의 복원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복원사업계획에 참고가 되었던 주요 

복원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샌안토니오 강 개선사업(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는 하천의 접근성 및 이용성 극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천 

환경·생태 복원을 통해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약1,346억 원의 예산

으로 20km에 이르는 샌안토니오 강을 복원하고 있다. 이미 2002년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

과 복원하천의 관광자원화로 인근 유역의 경제적 가치가 향상하였고, 주변 지역의 지역사회 및 주민들간

의 유대 증진을 위한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4-1-7>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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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라비던스 강 복원사업(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라비던스 시는 도시의 발전에 따라 프라비던스 강과 지류를 복개하여 ‘가장 넓은 다리’

로 부르며 도로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1979년부터 시내중심에 위치하며 도시의 단절을 심화시켰던 기차역

과 철도 이전을 계획하면서 하천 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726억 원의 예산으로 

복원 완료하였다.

<그림 4-1-8> waterplace 중앙분수

3) Big-Dig Project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는 교통정체 해소, 차량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 및 공원 조성 등을 위해 1991년부

터 2004년까지 약 1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부 보스턴에서 로간공항에 이르는 구간의 도심지역 고가

도로 약 4km를 철거하고 8~10차선 규모의 지하차도 12km를 건설하였다. 

         <그림 4-1-9> Big-Dig Project 전                   <그림 4-1-10> Big-Dig Project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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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돈 강 복원사업(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돈(Don)강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연 하천으로 복원하였다. 돈 강

은 총연장 38km, 유역면적 360㎢로 약80만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토론토시 도심을 관통하며 온타리오 

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1900년대 초반 도시의 확장과 함께 하천의 직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비구간 이

외 지역의 수로를 매립하여 공장 부지나 동물원 등 공원으로 사용하거나 저습지로 방치하였다. 1980년에

서 1990년대 초까지 방치되거나 훼손된 습지의 오염심화 등 하천복원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시민자원봉사

자로 구성된 ‘Task Force to Bring Back The Don’을 토론토시에서 복원사업 수행 기구로 인정하여 1991

년부터 행정지원을 시작하였다.

<그림 4-1-11> 복개되었던 연못을 복원

5) 포츠담 운하(독일)

우리나라에는 1945년 포츠담선언으로 잘 알려진 포츠담 시는 12세기 말부터 운하로 사용하던 수로에 쓰레

기 무단투기,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1889년부터 메우기 시작하여 상부를 주차

장 등으로 이용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유서 깊은 역사도시로서 운하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9

년 복원사업에 착수하여 2011년 완료 목표로 7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km에 이르는 도심구간에 

횡단교량 7개소를 원형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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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2> 포츠담 운하 복원 완료구간

6) 비에브르 강 복원(프랑스)

비에브르 강은 일드프랑스 지방에서 발원하여 다섯 개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파리시내에서 세느강과 합류

되는 세느강의 지류이다. 비에브르강 상류 20km 구간은 자연하천으로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이 흐르지만 

안토니(Antony)에서 파리(Paris)에 이르는 하류 11km, 파리시내 5km구간은 하천 주변 공장 쓰레기와 악

취, 폐수로 인해 심각한 공기 및 수질오염 문제가 유발되었기 때문에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복개 하

였다. 2차 대전 이후 많은 환경단체와 몇몇 선각자들에 의해 하천 복원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이러한 노

력에 힘입어 지난 2000년 5월 약11억 원의 예산으로 1,100m의 하천복원을 완료하였다.

<그림 4-1-13> 비에브르 강 복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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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크랜드(영국)

런던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항만시설의 노후와 수송 형태의 변화로 인해 도크들이 폐쇄되어 지역경제가 

쇠퇴하였으며, 도심의 급격한 팽창으로 부족해진 업무시설과 주거단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의 필요성

이 대두되어, 템즈강 하류 연안 10km 지역의 항만시설을 1981년부터 2001년까지 복합형 대규모 도시로 

바꿔 놓았다.

<그림 4-1-14> 도크랜드 워터프론트 전경

8) 도톤보리 천 수변정비(일본)

오사카시 미나미 남쪽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이 2.7km, 폭 28~50m의 도톤보리천은 물과 친숙한 

공간을 만든다는 오사카시청 하천위원회의 1990년도 결정에 따라 2,400억 원의 예산을 매년 균등하게 투

입하며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수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4-1-15> 도톤보리 천변 음악회관 주변 수변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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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계천복원사업 마스터플랜 

1. 도심 및 청계천주변지역 기본구상

1) 계획의 개요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은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도심부 전체 및 청계천주변지역에 대한 장기비

전과 개발원칙을 새롭게 마련하여 사대문안 도심부의 역사성과 장소적 특성을 지키면서 바람직한 변화와 

활성화를 촉진하고, 향후 이에 따라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리시책을 추진하고자 수립되었다. 도심부발전계

획은 정책계획의 성격으로서 도심부의 물리적인 ‘개발계획’인 특정한 개발사업을 제시하는 ‘사업계획’과는 

달리 도심부 관리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목표와 원칙을 설정하고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도심부

발전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사대문안 도심부와 청계천주변지역으로 한다.

2) 정책 방향 및 지침

(1) 정책방향

서울 도심부의 미래상은 600년 역사도시의 품격과 문화가 느껴지고 경제력 활력과 다양성, 생동감이 넘치

는 보행자 위주의 매력있는 시민생활공간이자 세계와 만나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도심부의 발전전략은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도심을 활성화

하며,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2) 정책지침

도심부 개발의 세심한 관리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리

- 특성보존지구 :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금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을 유지하기 위

한 별도의 건축기준을 적용

- 자율갱신지구 : 전통적인 도시구조로 인해 낙후된 도심부에 대해 공공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민

간의 자발적인 갱신을 유도

- 재개발지구 : 기존의 철거재개발 방식 이외에 수복재개발, 보존재개발 등 다양한 수법을 도입

- 종합정비지구 : 다양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을 통합적으로 정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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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밀도의 관리

- 도심부 용적률 현황 : 약 270%

- 2020년 용적률 예상 : 평균 400~420% → 상하수도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

- 현재의 용적률 수준(기준용적률 600%, 인센티브 적용 시 최대 1000%)을 유지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용적률의 수준을 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도심부 용적률을 관리

   • 건폐율 관리시책

- 사대문안에서 자율갱신 또는 수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

율갱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수복재개발은 재개발 사업계획을 통해 최대 80%까지 건폐율

을 완화 적용하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행 60% 규정에 준하여 적용

   • 건축물의 높이 관리

 - 도심부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내사산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점진적인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그림 4-1-16>와 같이 30미터 지역, 50미터 지역, 70미터 지역, 90미터 지역으로 

나누어 높이관리의 기본틀을 설정

<그림 4-1-16> 도심부 높이의 기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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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발 최    고    높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시된 높이 범위 안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기준높이 구체화

·국토법시행령 46조의 적용여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

뉴타운 지구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다수의 건물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허용된 높이를 평균높이로 하여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음.(단, 최고높이는 허용높이의 120% 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도시환경정비구역

·기준높이는 도면에 제시된 높이에 20미터를 더한 높이로 함

·국토법 46조에 의거 공공용지/공개공지 제공시 제공비율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단일사업주체가 정비구역단위로 다수의 건물을 개발하는 경우 허용된 높이를 평균높이로 하여 창의적인 설

계유도(단, 최고높이는 허용높이의 120% 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기정 도시환경정비계획의 변경으로 공공용지 추가 부담시 동일블록 최고 높이 이하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표 4-1-1. 높이관리 원칙 

   • 건축물 특성에 따른 차별화

구  분 지    침    내    용

인사동지역 30미터의 최고높이를 설정

율곡로 이북지역 30미터, 내부에서는 10미터를 최고높이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 관리

율곡로 남측지역 율곡로 남측로를 따라서 50미터를 원칙으로 관리

정동지역 지형과 주변 개발상황을 고려하여 30-50미터로 최고높이를 제한

세종로 주변 세종로 조망축을 따라서 건축물 최고높이는 광화문 네거리쪽 70미터, 경복궁쪽으로 50미터로 설정

표 4-1-2. 건축물 특성에 따른 차별화 

사대문안 역사문화성 회복

   • 서울성곽의 복원 및 정비

- 성곽지도 작성, 정비기본계획수립

- 복원구간의 보존 및 정비 : 탐방로와 연계

- 훼손구간의 복원 및 주변지역 정비

- 멸실구간의 성곽위치 표시 및 활용

   • 사대문안 녹지축 연결사업

- 남북녹지축의 연결 : 창덕궁~종묘 녹지연결

- 남북녹지축의 연결 : 종묘~세운상가~남산

- 환상녹지축의 연결 : 동대문~광희문, 남대문~경희궁 구간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여, 향후 인왕

산~북악산~낙산~남산에 이어지는 환상 녹지축



Ⅳ.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386

   • 사직단 제모습 찾기

- 사직단 성역의 확장 복원

- 종묘제례 수준으로 사직대제 지원

   • 사대문안 문화거점 조성

- 7개 권역 문화거점 조성 및 육성

- 거점내 다양한 도보탐방로 조성

<그림 4-1-17> 7대권역 문화거점 조성

<그림 4-1-18> 거점별 도보탐방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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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촌·인사동 가꾸기 

- 북촌 가꾸기 : 한옥 지원 확대 및 주민편의 개선 필요

- 인사동 가꾸기 : 공공부문 노력 가시화 필요

   • 근대건축물의 보존

- 근대건축물의 보존·복원 : 구대법원청사, 명동국립극장, 구 대한증권거래소 등 현존하는 근대건

축물에 대해서 문화재의 지정 및 등록을 유도하는 등 보존계획을 수립

- 근대건축물의 적극적인 활용 : 근대건축물의 보전은 현재 기능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

이기 때문에 필요시 일반시 민의 역사적, 문화적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

공동화 없는 도심커뮤니티 육성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주거용도 도입 장려 

- 용도용적제의 보완 : 용도용적제는 주거도입이 필요한 도심부내에 주거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주거 주용도 지역의 확대

<그림 4-1-19> 도심주거 주용도 가능지역

   • 도심거주 매력도 증진

- 대중교통 및 보행 위주의 쾌적한 도심환경 구축

- 소득수준에 걸맞는 쇼핑·문화기회 제공

- 교육기회 제공

- 주차상한제 보완

-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제 도입

- 도심내 편리한 이동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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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마을가꾸기 사업의 추진

-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주민의 활동범위와 행정구역 단위인 동과 번지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서 결정하도록 함.

- 재정지원 : 서울시 차원의 기금 마련, 자치구 주관하에 사업추진

- 제도개선 : 주차규정, 건폐율, 접도규정 완화로 주택 신축 및 개축 유도

- 공공지원 : 공동주차장, 골목길 정비, 편익시설 확충 등

   • 전통주거지역의 보존 및 재생

- 북촌 가꾸기의 지속 및 지원확대

- 북촌 이외의 전통주거지역 보전 및 재생 확대

   • 야간활동의 보존 및 보강

- 야간활동 밀집지역의 보존

- 대형건물 1층 전면부 상업기능 유도

- 호텔 및 문화시설 입지유도

도심교통체계개편 및 보행환경개선

   • 광화문~서울역간 서울 시민가로 조성

- 광화문에서 시청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구간은 서울에서 가장 중심성과 상징성이 큰 가로로서 이

들 가로를 보행 친화적이고 상징성과 공공성을 가진 중심가로(가칭 “서울시민가로”)로 조성함

- 자동차 위주의 교통광장인 시청앞 광장, 숭례문 광장, 광화문 광장의 보행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

진하도록 함

   • 주요 가로의 보행환경 개선

-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도심부 교통정책이 자동차에서 대중교통 및 보행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므

로, 도심부 주요가로를 대상으로 차도축소 및 보도확대, 교차로 가각전제 정비, 가로시설물 수준 

향상, 안내체계 개선, 전면공지 정비 등 도심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

-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나, 보행자 위주로 운영될 필요성이 크다

고 판단되는 가로들을 대상으로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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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0> 도심부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가로

   • 횡단보도의 확충

  - 보행중심의 교통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심부 전역에 대해 횡단보도를 

확충

  - 1단계로 500m이상 보행횡단이 불가능한 구간으로 광화문~시청~남대문~서울역에 이르는 서울 시

민가로와 청계천복원에 따른 보행환경개선 대상가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

  - 주요 관광목적지로서 횡단수요가 많지만 횡단보도가 없는 서울의 대표가로 주변의 보행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횡단보도의 설치를 우선 추진

<그림 4-1-21> 횡단보도 확충 대상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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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시설물의 수준향상

  - 도심부내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가로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품격 있고 수준 높은 가로환경의 조성을 유도함

  - 가로시설물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거리환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디자인 시스

템이 절실함.

   • 보도연접 건축의 합리적 유도

- 건축물의 전면공지는 보도와 수평유지 의무화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제한

- 보도와 연접한 주차장 배치시 차폐조경 의무화

- 지하주차장 출입 경사로 입구에서 보도 이격

   • 가로공간 녹화사업

- 필요성 : 보행편의와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 추진방안 : 도심부의 모든 가로 및 교차로를 대상으로 유휴공간 파악작업을 실시하여 사업대상 구

간 및 지점 선정(유력 후보가로 : 태평로, 세종로, 남대문로, 율곡로, 퇴계로 및 주요 교차로)

   • 도심부내 접근성 강화

- 서울역~도심~동대문을 순환하는 도심순환교통 운영

   • 광역접근성 강화

- 도심~용산~강남을 직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신설

3)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기존의 도심은 도심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장기간 동결되어 왔으며,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인하여 도심의 정체성 상실을 초래했다.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획일적인 건축규제로 도심부내 소형 

영세필지 밀집지역의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으로 민간투자가 억제되어 도심의 물리적인 쇠퇴가 지속

되고 역사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도심부의 경제활성화와 역사성 보존이라

는 명제하에 도심부관리계획(2000)이 수립되었으나, 계획의 특성상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향후 복원예

정인 청계천 및 주변지역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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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2> 기존 도심부 관리 정책의 한계

(1) 3대 추진전략

도심부 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도심부 특유의 자연환경, 역사성, 문화자원 등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

서, 도심부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

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도심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지혜롭게 활

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 공공투자 확대

- 규제 위주에서 적극적인 재정투자 및 지원으로 전환

- 청계천복원, 전략재개발, 공공기반시설 확충

   • 민간투자 유도

- 도심환경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투자 유인

-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자율적인 건축투자 촉진

   • 자연·역사·문화자원 활용

- 도심부의 강점과 매력을 극대화

-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도심경쟁력 강화

(2) 실천과제

   • 과제1 : 도시개발의 세심한 관리

   • 과제2 : 사대문안 역사·문화성 회복

   • 과제3 : 도심 활성화의 촉진

   • 과제4 : 청계천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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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의 계획적 관리

(1) 주변지역 관리구상

   • 주변지역의 미래상

- 국제적인 수준의 비즈니스 센터

- 편리하고 정취있는 도심주거지

- 낭만이 있는 수변공간

- 인간적이고 아기자기한 재래시장

   • 주변지역의 정비방향

- 청계천과 주변지역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 다양한 정비수법으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 추구

- 서울시는 큰 틀을 정해주고, 개발은 민간 주도

- 대형 부지의 전략적 활용

(2) 주변지역 블록별 관리지침

   • 서린동·무교동·다동지역

서린동·무교동·다동지역은 서울 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조선시대부터 상업기능을 담당해 왔으

며, 현재는 기업본사와 금융 및 보험시설 등의 주요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부의 핵심지역이

다.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기존의 재개발구역 내 미시행지구의 개발을 활성화시켜 도심부를 국제적인 

수준의 업무지구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재개발 구역인 다동구역의 블록내부에 위치한 미시행지구의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

여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업무, 호텔, 컨벤션 등의 국제기능을 유치한다. 또한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무교동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경

제적 활력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심업무지역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제1장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393

<그림 4-1-23> 서린동·무교동·다동지역

   • 삼각동 지역

삼각동 지역은 금융, 증권, 보험업이 밀집되어 서린동·무교동·다동지역과 더불어 도심부의 주요 

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내부블록의 개발을 유도하여 삼각동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업무중심지로 조성하여 금융 및 업무기능의 유치를 모색한다.

<그림 4-1-24> 삼각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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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철동 지역

관철동 지역은 소규모의 정형화된 도시조직을 바탕으로 식당, 카페, 소매 점포들이 밀집되어 아기자

기한 상업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도심부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동시에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조직을 바탕으로 아기자기한 상업가로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어교육, 유학서비스, 해외여행서비스가 결집된 공간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음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인사동~관철동~명동을 잇는 

도심부의 대표적인 보행활동 축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인위적인 계획이나 규제보다는 지역 내 자생문화적 표현욕구를 존중하면서 개발여건 변

화에 대하여 급격한 변화없이 기존의 특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25> 관철동 지역

   • 관수동 지역

관수동 지역은 도심부의 급격한 변화과정 속에서도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옛 도시조직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골목길, 필지구조 등을 바탕으로 특화된 골목형 도심산업(기념품, 상패 

등)을 비롯하여 청소년이 찾는 학원가(시사영어사, 파고다학원 등), 극장가(서울극장, 시네코아), 피

맛길 등 독특한 지역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시사빌딩, 국일관, 서울극장, 우리은

행 등 필지합병을 통한 대형개발이 진행되고 내부지역에 모텔, 러브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침투되

면서 골목길을 따라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네트워크와 골목길 상업가로 분위기가 깨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여건 변화로 인하여 옛 도시조직을 바탕으로 지역 내부에 긴밀하게 형성된 도심골목산업

생태계가 깨지지 않도록 지역 내 변화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능한 기존의 도시조직을 유

지하면서 이러한 변화과정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 자율의 점진적인 갱신을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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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6> 관수동 지역

   • 수표동 지역

수표동 지역은 비교적 정형화된 필지와 도로망을 바탕으로 특화된 산업네트워크(도기, 타일, 수전, 

바닥재 등 건축자재)를 형성하고 있으나, 청계천변과 돈화문길 변의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은 오랜 동

안 개발이 정체되어 노후화가 심화되어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청계천에 면한 재개발 미시행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여 낭만적인 천변 상업기

능 및 주거기능을 유도한다.

<그림 4-1-27> 수표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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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운상가 주변지역

세운상가 주변지역은 옛 물길과 지형을 따라 형성된 영세필지와 세가로망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각 블록별로 전기·전자, 조명, 금속·철강, 기계·공구 등 특화된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동안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어 개발이 정체되면서 물리적 환경이 쇠퇴되어 가고 있다.

세운상가 및 대림상가를 중심으로 주변 블록의 기존 산업용도를 수용하면서 문화, 엔터테인먼트, 관

광, 쇼핑 등 도심활성화 기능 및 도심주거기능을 수용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 추진 시

에는 세운상가 자리에 남북녹지축을 확보하고 청계천변에 풍부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

<그림 4-1-28> 세운상가 주변지역

   • 광장시장 지역

광장시장 지역은 주단·포목·폐백음식·자개장 등 전통상품을 비롯하여 신사·숙녀복, 청과물, 식

료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전통재래시장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변

화에 스스로 적응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래시장의 특성과 더불어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개발압력으로 인하여 전통재래시장의 독특한 매력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한 시장설비 및 외

관을 정비하고 이를 위한 상인들의 자구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는 전통재

래시장이자 서민생활의 풍물과 전통복식을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육성하여 관광자원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내 변화를 관리하면

서 기존의 용도를 유지·보강하여 매력적인 전통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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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9> 광장시장 지역

   • 방산시장 지역

방산시장 지역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도시조직을 바탕으로 특수인쇄 및 벽지·바닥재 등 건축

자재, 포장관련 업종 등 다양한 용도가 긴밀하게 연결된 도심산업생태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역이다. 동서 및 남북 방향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이 도로 주변으로 신축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였으

나, 지역 내부는 여전히 좁은 가로와 오밀조밀한 도시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가급적 기존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민간 자율의 갱신활동을 유도

함과 동시에 지역산업의 특성을 유지·보강하여 인쇄에서 포장에 이르는 판촉물의 메카로서 존속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세운상가 주변지역 

재개발사업과 청계천복원에 따른 영향을 흡수하면서 점진적으로 적응·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1-30> 방산시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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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종합시장 지역

동대문종합시장 지역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다양한 도시조직을 바탕으로 서적에서 의류, 혼수

용품, 의류부자재, 가방, 등산용품, 주방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쇼핑공간이

다. 재래시장의 대표격인 광장시장과 현대식 쇼핑센터인 동대문패션타운 사이에 위치하여 기능적으

로는 판매공간이라는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곳은 전통재래시장과 현대적 상업시설간의 완충지대이자 만물종합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노후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자율갱신

을 유도하고 재래시장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청계천복원과 주변 지역 개발

에 따른 지역 내 변화를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외부의 개발압력에 바람직한 방향

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변화를 관리하도록 한다.

<그림 4-1-31> 동대문종합시장 지역

   • 동대문패션타운 지역

동대문패션타운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의류패션산업 중심지로서, 재래시장, 복합상업시설 등 다

양한 시장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은 다양한 시장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패션산업의 중심지로서

의 지역기능을 유지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국·공유지 이전 시에는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기

능을 도입하고 청계천과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보행환경을 정비하여 쇼핑·문화·관
광이 어우러진 의류패션문화의 관광명소로서 정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영역에 대한 개입보다는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보행환경개선, 교통체계개선 등 공공

영역 위주의 적극적인 정비와 기존 노후 재래시장의 개·보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1장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399

<그림 4-1-32> 동대문패션타운 지역

   • 창신동 지역

창신동 지역은 청계천복원사업이 완료되고 동대문운동장 등 인접지역의 대규모 국·공유지들이 이전

되어 개발이 진행될 경우, 상당한 개발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동대문 신발상가와 문

구·완구상가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이전을 감안한 정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변 의류 패션산업과 연계하면서 기존에 형성된 특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전면철거재개발을 전제로 

작성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여 지역내부의 변화과정을 관리, 전문상가가 밀집된 골목시장의 

특성을 유지·강화해나가도록 한다. 한편, 동대문 신발상가와 문구·완구상가를 이전할 경우에는 이

전추이에 따라 지역 전체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도록 한다.

<그림 4-1-33> 창신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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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변건축물 관리지침

지침 1 : 건축물의 높이와 폭원

   • 최고높이의 설정 : 청계천변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

면에서 연변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심부발전계획의 최고높이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단, 지역특

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세부적인 높이계획을 마련)

   • 고층부 건축폭원의 제한 : 천변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음영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계천 남측변 6

층(20m) 이상의 고층부 건물폭원을 40m 이하로 제한함(다만 건축선 후퇴를 통해 천변에서 20m 이

상 후퇴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수변공간의 음영발생과 폐쇄적인 공간감이 적을 것이므로 도심부의 

일반적인 고층부 건물 폭원 기준 (55m 이하)을 적용함)

   • 블록별 차폐율 : 단일 사업주체에 의한 통합개발 추진 시 블록별 차폐율을 최대 60%이하가 되도록 

제한

블록별 차폐율=(6층 이상 고층부 전면폭 / 블록전면폭)×10

<그림 4-1-34> 블록별 차폐율 현황

지침 2 : 저층부와 고층부의 구분

   • 11층 이상 건물 저층부와 고층부 구분 : 고층부 5m 이상 이격 배치

- 저층부 : 5층 이하이고 20층 미만, 고층부 : 6층 이상이거나 20m 이상

- 단, 건축선 후퇴를 통해 천변에서 20m 이상 후퇴할 경우 예외 적용

- 대지깊이 협소로 저층부·고층부 구분 곤란한 경우는 별도기준 마련(지구단위계획)

   • 10층 이하 건축물 : 고층부 이격배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외부마감재료, 디자인, 색채 등의 외관 

디자인 처리로 3층 이하 저층부를 고층부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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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5> 저층부와 고층부의 구분

지침 3 : 최대개발규모 설정

   • 과도한 돌출개발의 억제 : 특히 특성보존지구(관철동, 광장시장)와 자율갱신지구(관수동, 수표동, 방

산시장)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동개발이 가능한 최대대지 규모를 제한하여 관리

지침 4 : 저층부의 용도

   • 저층부 “가로친화적 상업용도” 도입

- 서적, 의류, 잡화, 문화용품 등 판매시설

- 커피전점, 분식집, 식당,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등 휴게음식점, 

- 극장, 영화관, 음악당, 소극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관련 시설 등

지침 5 : 개방형 입면

   • 1층 벽면적 2/3이상 투시형 구조 처리

   • 연변 건축물의 주출입구 청계천변 설치 의무화

지침 6 : 외관, 상층부 디자인, 광고물

   • 건축물의 외관 : 반사성 재료(금속, 반사유리 등)와 원색도료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고, 건축물 측

면부에 설비시설(덕트나 배관 등)의 설치 지양

   • 다양한 상층부 디자인 : 우수한 상층부 디자인을 유도하고, 옥상부에 설치되는 건축설비는 시각적으

로 차폐되도록 규제

   • 광고물 : 지나치게 현란한 원색 네온사인 및 점멸광고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세

부지침을 마련하여 계획하도록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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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7 : 보도폭의 확충

   • 건축선 후퇴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 재개발 지구는 10m 이상, 일반개발지구는 최소 3m 

   • 민간 전면공지 활용으로 보행공간 확보

<그림 4-1-36> 블록별 건축선 후퇴

지침 8 : 보도의 쾌적성 확보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보행공간 및 전면공지 평탄성 유지

   • 보행공간 및 전면공지 투수성 바닥처리

지침 9 : 휴식 및 녹지공간 확충

   • 대형개발시 청계천변 공개공지 조성

   • 옥상녹화 또는 벽면녹화 유도

   • 건축물 측면 이격공간의 활용

지침 10 : 보행과 차량 상충의 최소화

   • 개별대지로의 차량 진출입 제한

   • 차량진출입시 보행자우선계획 적용

   • 개별주차장 설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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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전략

(1) 도심특별관리지구 지정

도심부발전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도심부발전계획에

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 프로그램, 지침 등을 실천하고 일관성을 갖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근거

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특별관리지구’를 새로운 용도지구로 신설하고, 관련조례(가칭 

서울특별시 도심특별관리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심부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금융지원, 세제감면, 재원확보 등 각종 지원 신청을 담아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심부에서의 개발행위에 따른 상세한 건축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청계천주변지역을 특별심의구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2) 관련법령 및 관련계획 보완

관련법령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접도규정 완화, 국토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주차규정 완화, 서울시 주차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상한제 보완, 도심주거 유지를 

위한 용도변경 강화 등이며, 관련계획의 보완은 도심 역사문화진흥계획의 수립, 도시기본계획(2020)에 반

영, 도심재개발 기본계획(2001)의 수정, 청계천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다

(3) 단계별 집행전략

   • 단기추진사업(향후 5년 내외) : 도심부 횡단보도 확충, 창경궁~종묘 녹지축 연결사업 등

   • 중기추진사업(향후 10년 내외) : 성곽복원사업,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 등

   • 장기추진사업(향후 20년 내외) : 세운상가 주변 남북녹지축 및 환상녹지축 조성, 서대문 복원 등

(4) 후속계획의 수립

   • 성곽 복원 등 역사문화 복원 사업계획

   • 자율갱신/수복재개발 시범사업계획

   • 전략재개발 사업화 구상

   • 도심부 유휴도로공간 조사 및 정리계획 : 가각정리 등

   • 도심부 Inventory Study : 고용, 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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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산업 활성화 기본구상

1) 서울 도심산업활성화의 배경

(1) 경제환경의 변화

경제환경의 장기변화추세를 전망하면 무한경쟁의 시대상황으로 귀결되며, 심지어 환경·문화까지도 산업

경쟁력으로 귀결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으로서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경쟁력 제고가 요청된다. 이 같은 전략으로 서울 대도시의 경쟁력 제고, 특히 서울 

도심의 산업적 위상제고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37> 경제환경의 변화

(2) 도심산업구조의 변화

도심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적 측면에서 그 경제적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 즉, 도심의 경제적 

기능이 고도화·국제화되어 온 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이것은 다시 최고지가인 도심의 공간적 특성과 맞물려 도심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도심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정보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고도기술집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정보관련 산업

이 입지하며, 금융 등 고차생산자서비스업 등이 입지하는 경향을 띄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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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20세기 이후

중심상업기능 중추업무기능의 국제화,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입지

전통제조업의 입지와 공간집적 고도기술/지식집약산업 입지, 공간집적, 연계강화

환경오염유발의 전통제조업 입지 환경친화산업의 입지, 도시형산업의 분포

표 4-1-3. 도심산업구조의 변화

(3) 해외 도심사례

뉴욕, 런던, 동경의 경우 이들 도시는 금융·비지니스, 지식·문화산업 분야에서 세계의 집적지라 할 수 

있다. 금융·비지니스의 중심의 뉴욕, 멀티미디어·문화·인쇄·패션산업의 집적지인 로우어 맨하튼

(Lower Manhatton), 금융·비지니스의 중심인 런던의 도클랜드(Dockland), 동경의 경우 금융·비지니스

의 중심인 마루노우치와 IT산업의 집적인 아키하바라를 들 수 있다.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2차산업에서 고부가가치 3차산업 위주로 재편하고 있으며, 기존 

2차산업에 정보기술을 가미하여 점차 제조업도 첨단 고부가가치화 되고 있다. 이를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대도시는 저부가가치의 2차 단순제조업보다는 고부가가치의 3차산업 내지는 정보산업이 보다 많이 입지하

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대도시의 중심부인 도심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침체되었던 도심을 재활성

화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1년 5월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

하여 내각에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였으며, 각 도시별로 다양한 도심재생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간적으로 최고지가이면서 최고·최유효(the best and the highest) 이용이 바람직한 도심부

가 2차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3차산업 혹은 정보산업으로 산업구조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금융, 비즈니스, IT, 멀티미디어, 문화, 의류 등 패션산업이 상호 외부경제를 유발하면서 도심에 집적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4-1-38>참조). 특히 인쇄출판과 의류 등 패션산업의 경우 가치사슬(value 

chain) 측면에서 보면 생산기능보다는 기획과 디자인기능이 발달한 것도 알 수 있다. 이렇듯 해외도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흐름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Ⅳ.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406

<그림 4-1-38> 도심산업간 연계도

(4) 서울 도심산업의 실태분석 방법

서울 도심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환경의 변화추세, 도심산업구조의 변화방향, 뉴욕, 런던 동

경의 3대 세계도시 도심의 산업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과를 아래 <표 4-1-4>과 같이 분석 업

종을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이들 5가지 산업에 대해 서울의 도심산업이 시대상황의 변화방향에 대하여 

과연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경제환경의변화추세 경제의 세계화 산업구조 전환 환경가치 증대 문화의 시대

도심산업

구조의

변화

변화방향 도심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성 강화

특징
·금융, 생산활동에 대한 조정과 통제

·상품, 자본, 노동, 정보의 교류

·기술/지식집약적

·집적경제의 추구
·도심내 환경 적합성 도모

관련산업

(해외도심

사례 

포함)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중심판매유통업

지식집약서비스업

고기술집약제조업
환경오염유발정도가 낮은 도시형 산업

국제금융 및 비지니스 

산업
IT, 문화산업 인쇄출판 산업 의류 등 패션산업

서울 도심산업 

분석업종
국제금융 및 비지니스 

산업
IT, 문화산업 인쇄출판 산업

의류 등 

패션산업

기계, 금속 

등 

공구산업

표 4-1-4. 서울 도심산업의 실태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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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도심산업의 실태 분석 결과

(1) 경쟁력이 취약한 도심산업구조

   • 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 산업기능의 미흡 : 도심 13.3%, 강남부도심 25.5%(서울전체 대비 비중)

   • 비도심형 소규모 전통 제조업의 과잉 집중 : 종로구와 중구의 기계, 금속 등 공구산업체가 서울시의 

14.3%를 차지하고, 특히 종로1·2·3·4가동과 을지로3·4·5가동 등의 도심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체당 종업원수는 3.8명임(서울전체 : 4.5명).

   •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미흡 : IT산업(도심 1991년 : 26.1% → 2000년 : 6.5%, 강남부도심 1991년 : 

9.5% → 2000년 : 29.7%)

(2) 물류비 증대의 비효율적 물리환경

   • 진입도로 등 열악한 도심인프라 : 20평 미만 필지 60%, 차량통행 불가능필지 20%

   • 저층, 화재위험 및 노후화된 영업공간 : 1-2층 건물 43%, 목조건물 40%, 30년 이상 건물 69%

   • 기업활동시 주요 불편사항(1,151개 업체 설문결과)

-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40.5%)

- 대기오염 및 소음(18.9%)

- 고가의 임대료(18.0%) → 이전업체의 이전이유 1순위

- 건물 노후화 및 협소한 작업공간(10.6%)

(3) 혁신역량의 활용 미흡

서울 중심부로서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각종 혁신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는 산·학·관·연 협력체제와 기술혁신역량은 미흡하다. 인쇄출판과 의류패션산업을 예로 들면 제품가

격을 둘러싼 경쟁의 심화, 동종 혹은 유사제품의 수정과 모방을 통해 저부가가치 영역에 적응하는 상황이

며, 이의 혁신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시스템과 연구개발투자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4) 도심산업 경쟁력 제고의 잠재력 보유

   • 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 무교동일대 통화금융기관 본사의 96% 입지

- 중앙정부, 각국 대사관 등 중추업무기능의 존재

- 도심의 장소적 권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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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문화산업

- 공연업체의 31.1%, 영화업체의 14.1% 집적

- 세운상가, 대학로, 인사동, 충무로, 고궁 등 문화자원 존재

- 종로 2, 3가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의 활기 풍부

   • 인쇄출판산업

- 인쇄업의 73.9%, 출판업의 29.8% 집적

- 대한인쇄연구소, 서울인쇄센타 등 주요 지원기관 다수 존재

   • 의류 등 패션산업

- 의류 등 도매업의 85.8%, 공예업체의 44.9% 집적

- 서울패션디자인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의류·스웨터기술지원센타 등 지원지관 존재

- 특히 동대문일대에서 패션관련 업종간 긴밀한 산업네트워크 구축

3) 서울 도심산업 활성화의 구상

(1) 서울 도심산업 활성화의 과제

   • 도심산업구조의 고도화 : 21세기 지식정보화, 무한경쟁시대의 도심위상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도

심산업구조로의 개편

   • 물리적 환경개선

- 교통 및 유통체계 등 물리환경개선을 통한 물류비감소로 산업경쟁력 제고 

- 위락, 문화시설 유치로 다양한 주체들의 교류촉진 및 창조기반 구축

   • 산업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의 극대화 : 풍부한 혁신환경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

간 협력네트워킹을 강화

(2) 잠재력 및 한계(SWOT) 분석

서울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SWOT분석 결과는 <그림 4-1-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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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9> 서울 도심산업 활성화 구상을 위한 SWOT 분석

(3) 서울 도심산업 활성화의 비전과 목표

비전

   • 경제와 환경,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 산업혁신의 중심지로서 도심

   • 동북아 중심지의 견인차 역할과 위상을 지닌 도심

목표

   • 도심기능의 고도화 : 도심의 중심성 강화, 도심기능의 다양성 확보, 도심기능간 연계의 강화

   • 도심산업구조의 고도화 : 도심기능에 부합하는 산업구조 확립, 도심경쟁우위 산업의 전문화, 지식기

반서비스 경제구축, 도심 부적격 산업의 관리이전

   • 도심의 문화적 활기 회복 :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 문화와 산업·주거의 융합, 주민의 참여와 

장소정체성 회복

   • 국제적 네트워크와 교류의 확대 : 국제적 개방화 증진, 사업과 거주하기 좋은 환경의 창출, 정보 네

트워크 구축, 대외홍보 및 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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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과 고도화 산업의 설정

기능과 고도화 산업의 설정

   • 기능의 설정 : 국제 중추관리 및 업무기능, 생산기능, 유통기능, 교류 및 지원, 주거기능

   • 고도화 산업의 설정

- 신규유치산업 :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IT/문화산업

- 존속/재구조화 산업 : 인쇄출판산업, 의류 등 패션산업

- 정비/관리산업 : 기계/금속 등 공구산업

기능과 산업의 공간배치 구상

   • 국제중추관리 및 업무기능(국제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 기존 도심부 업무지구와의 연계와 근접성을 극대화

- 무교동을 중심으로 금융업과 사업서비스산업이 분포되어 있어, 무교동일대를 확장하여 국제금

융 및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집적지로 유도·발전시킴

   • 생산기능(IT/문화산업, 인쇄출판산업, 의류등 패션산업)

-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전기전자업종, 인쇄출판산업이 입지

-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의류 등 패션산업이 입지

- 따라서 세운상가일대를 IT/문화산업, 인쇄, 멀티미디어산업의 집적지로 발전시킴

- 동대문시장 일대는 의류패션산업의 집적지로 발전시킴

   • 유통기능(의류패션산업 등 도소매업)

-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섬유봉재, 가죽, 신발 등 의류관련 도소매업이 분포

- 동대문시장 일대를 현대적 토탈패션 유통중심지로 육성

   • 교류 및 지원, 주거기능

- 청계천일대는 현재 산업발전을 위한 교류 및 지원시설, 주거시설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청계천일대에 산업발전을 위한 교류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배치 필요

- 주거시설은 왕십리 뉴타운 개발과 연계하여 공간배치 필요. 도심산업에 대한 주거지원시설 입지필

요, 주상복합건물의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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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일대 동대문시장 일대
무교동 일대

IT, 멀티미디어, 인쇄, 문화산업

(생산기능의 고도화)

금융, 비지니스서비스산업

(중추관리 및 업무기능의 강화)

의류 등 토탈 패션산업

(도소매업 유통기능의 현대화)

<그림 4-1-40>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공간배치구상도

(5) 이전대체지 구상

대체지 선정과정

   • 1단계 :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 2단계 : 이전대체지의 검토 ( ← 민간의 대체지 요구시)

   • 3단계 : 이전대체지의 선정 및 개발 구상

대체지 선정의 주요 이슈

   • 공간영역의 문제

- 도심부 : 태평로~청계4가, 태평로~청계7가

- 도심주변까지 : 태평로~마장동

   • 제조와 판매의 분리문제

- 제조기능만

- 제조기능과 판매기능까지 포함

   • 실사용면적(기(旣)이전지역 공구상가기준) 혹은 희망면적(설문조사, 기존문헌기준) 활용문제

- 구로구의 기계공구상가 등 기(旣)이전지역의 실사용면적 기준

- 설문조사 및 기존문헌상 도출된 희망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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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지의 선정기준

   • 선정의 전제조건 

- 가능한 서울시내에서 모색 : 이전 업체의 서울 선호, 서울의 제조업 공동화 방지, 행정권한

의 범위

- 기존 산업생태계의 유지 : 청계천일대 동종업종간 기존 연계효과의 존속/유지 필요

- 집적효과의 극대화 : 가능하면 동종업종이 기집적된 지역에 이전하여 집적효과 극대화 도모

- 부지의 충분성 : 현재보다 확장된 이전을 감안, 입체적 활용이 가능한 충분한 지역선정

- 이전반발 최소화 : 상권상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거나 최소화하는 지역선정 

   • 선정기준 : 산업의 입지요인은 경제적 요소와 비경제적 요소로 구분.

- 경제적 요소로서 산업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윤이며, 수입과 비용의 차액인 이윤

의 극대화 지점이 최적 대체지임. 

- 비경제적 요소도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바, 산업입지에 유리한 비경제적 요소가 최대한 구비

되는 지점이 최적 대체지임

대체지 선정에 있어서 주요 후보지별 장단점

대체지 선정에 있어 가능후보지인 문정/장지지구, 마곡지구, 구로구 일대 부지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표 

4-1-5>와 같다. 

가능 후보지 장    점 단    점

문정/장지지구

·충분한 부지

·저렴한 지가

·편리한 교통망

·신규인프라 필요

·신규상권형성 필요

마곡지구

·매우 충분한 부지

·저렴한 지가

·편리한 교통망

·신규인프라 필요

·신규상권형성 필요

·기존 개발구상과 배치

구로구 일대 부지
·인근 공구상가 집적

·편리한 교통망

·판매와 제조기능의 개별 분산입지 필요

·현지시설의 이전필요

표 4-1-5. 주요 후보지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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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 전략

(1)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의 비전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의 비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41>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의 비전

(2)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의 방향

방향설정의 전제

   • 서울 도심산업 활성화의 구상을 기반으로 설정

   • 청계천일대 산업구조적 여건과 지원시설, 물리적 현황을 반영

   • 경제환경의 변화추세, 해외도심사례 벤치마킹

   • 관련계획의 산업부문 내용 반영

활성화의 방향

청계천 일대 도심산업의 활성화의 방향을 정리하면 <표 4-1-6>과 같다. 

과 제 방 향 내    용 결  과

물리적 

환경개선

지식기반

클러스터 육성

집적경제 유발이 극대화되도록 핵심기능과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산업공간집적의 효율화를 도모함

집적경제 

유발의 청계천
·기업하기

좋은 청계천

·살고싶은 

청계천

·재미있는

청계천

산업협력

체제구축
네트워킹 강화

기업-대학-시민-연구소-관광객-젊은층-정부기관 등 경제주체들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산업을 활성화함

경제활동이 

활발한 청계천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혁신 창출

무한경쟁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 문화·기

술·산업적 측면의 조화로 산업혁신을 창출함

고부가가치 

창출의 청계천

표 4-1-6. 청계천일대 도심산업활성화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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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필요성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에 필수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의 하나로 부상. 특히 FIRE산업(금융, 보험, 부동산부문)은 고부가 가치 산

업일 뿐 아니라 청정산업(Clean Industry)인 바, 전형적인 도심형 산업임

   •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동북아의 경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 부문의 경쟁력확보가 필수적임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을 위한 전략 및 실행방안

   • 클러스터 육성 : 국제금융활동과 관련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국제금융클러스터의 육성, 정부

차원에서 매력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네트워크 강화 : 동북아거점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해외금융시장과의 연계 강화

   • 산업혁신 창출 : 국제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 유치, 외국인의 사업·주거환경 개선지원

(4) IT/문화산업(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필요성

   •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의 육성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도시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

며,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분야로 인식되어 서울시는 이를 서울형 신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 도심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세운상가의 전자제품 도소매업, 대학로의 공연산업, 충무로의 

영화·음반산업, 종로5가의 귀금속공예산업, 방산시장의 인쇄출판산업 등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의 모체산업으로서 청계천지역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잠

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침체된 도심 경제를 재활성화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집

적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IT/문화산업을 위한 전략 및 실행방안

   • 클러스터 육성 : 멀티미디어 컨텐츠 산업의 창업 및 입지촉진,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정

   • 네트워크 강화 : 청계 트라이앵글 구축지원, 멀티미디어 컨텐츠 관련 교류기능 유치

   • 산업혁신 창출 : 멀티미디어 컨텐츠 연구센터 설치, 멀티미디어 컨텐츠 관련 교육기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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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쇄출판산업

필요성

인쇄출판산업은 국제금융·비즈니스서비스 산업, IT/문화산업, 의류패션산업 등과 전후방연계관계를 유지

하면서 도심에 집적하는 경향을 보이며, 현재 을지로 3·4·5가동으로 중심으로 인쇄출판관련 거대 집적

지를 형성하고 있는 바 도심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인쇄출판산업을 위한 전략 및 실행방안

   • 클러스터 육성 : 청계천일대에 기집적된 인쇄출판산업의 집적 효율화, 개별업체의 수직적 집적화, 인

쇄출판 테크노 빌딩 건립, 물리적 작업환경의 개선, 마케팅 강화

   • 네트워킹 강화 : 산학연 컨소시움 구축 지원, 인쇄출판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 지원, 유통시스템의 

현대화,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판로 확대지원

   • 산업혁신 창출 : 인쇄출판 컨텐츠의 진흥, 밀티미디어 컨텐츠산업과 연계발전, 청계천의 문화자산과 

결부된 컨텐츠의 디지털화, 작업공정의 혁신능력 강화, 서울인쇄센타의 효율적·생산적 운용, 전문

인력개발지원

(6) 의류 등 패션산업

필요성

의류 등 패션산업은 대표적인 대도시 지향적 산업이며, 예술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가 요구되는 고부가가

치 첨단생활문화산업으로서, 청계천일대 동대문을 중심으로 의류 등 토탈 패션 산업이 기 집적되어 있는 

바, 다른 어떤 산업보다 성공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의류 등 패션산업을 위한 전략 및 실행방안

   • 클러스터 육성 : 의류등 패션산업 집적의 효율화, 의류·공예 등 패션 테크노 빌딩 건립, 기존 재래

시장의 현대화, 의류·공예등 Fashion Street 조성

   • 네트워킹 강화 : 패션네트워크 강화, 동대문패션의 이미지 메이킹 및 강화, 창의적 환경 조성, 24시

간 활동이 가능한 문화여가시설 확충

   • 산업혁신 창출 : 기획·디자인 역량강화, 서울패션문화센터 건립으로 디자인 창작을 위한 인프라 조

성, 생산기술개발 및 기술애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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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계문화벨트조성 구상

1) 청계문화벨트 조성의 기본 컨셉

(1) 청계문화벨트의 개념과 권역

청계문화벨트(CCB: Cheonggyecheon Culture Belt)

청계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시설(점), 문화거리(선), 문화지구(면) 등 문화적 특성을 지닌 문화거점

지역을 연계함으로써, 청계천 지역의 문화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외래 관광객의 유치 등을 도모

할 수 있는 공간적 범역을 일컫는다.

청계문화벨트의 권역 

청계문화벨트의 권역은 복원될 청계천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종로와 을지로축을 포괄하고, 복원의 시점부

인 세종로에서 하류부의 뚝섬에 이르는 청계천 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권역구분은 문화, 역사, 산업,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크게 3개의 권역과 9개의 소구역으로 구분한다(권역I : A, B, C, D, E 구역 / 

권역II : F, G 구역 / 권역III : H, I 구역).

<그림 4-1-42> 청계문화벨트 권역

청계문화벨트는 도심의 문화거점으로서 집약성을 확보함으로써 청계천변을 주축으로 주변 도심부의 주요 

문화공간들을 엮어주는 지역네트워크 개념이며, 따라서 청계문화벨트의 권역은 위에서 제시한 3개 권역, 

9개 구역(협의의 청계문화벨트)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적으로 네트워킹될 수 있는 주변지역일대(광의의 청계

문화벨트, 혹은 청계문화관광권)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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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문화벨트 조성의 의의

   • 청계천지역의 의의 : 상권회복과 적극적 주민통합

   • 도심지역의 의의 : 도심산업 활성화

   • 서울지역의 의의 : 서울마케팅

(3) 청계문화벨트 조성의 원칙과 목표

과거와 현재의 조화, 사람과 자연의 조화, 삶과 문화의 조화, 사람과 공간의 조화라는 기본원칙을 통해 청

계천의 역사성, 생태성, 문화성, 장소성을 확립함으로써 도심의 문화갯벌 청계천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청계천 지역의 문화관광전략 수립을 원칙으로 삼는다. 

청계문화벨트는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청계천의 생태성(ecological identity), 문화성(cultural identity), 

역사성(historical identity)을 공간적으로 복원(rehabilitation), 재생(regeneration), 활성화(revitalizatio

n)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3R

 3I

복원(Rehabilitation) 재생(Regeneration) 활성화(Revitalization)

사라진 것 복원 기존의 것 재생 새로운 것 창출

생태성

(EI)

·하천 복원(시민참여 복원)

·교량 복원
·도심골목생태 재생 

·노천카페와 천변페스티벌

·청계천환경영화제

·청계비치페스티벌

·Over_bridge 건설

문화성

(CI)

·역사도심의 원형회복

  (도심성, 공공성)

·청계천복원제

·청계문화박람회(청계데이축제, 

  Made in 청계천페스티벌)

·Moving 청계천

·동대문페스티벌

·이야기가 있는 도심문화관광투어코스개발

  (골목산업생태투어, 시장투어)

·청계광장벨트 조성

·청계문화센터 건립

역사성

(HI)

·민속행사 복원

·역사유적 복원(성곽 등)

·도심산업문화 재생

·전태일 거리 조성

·현대식답교퍼레이드

·도깨비축제, 불꽃축제

표 4-1-7. 청계문화벨트의 3I-3R의 목표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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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천문화벨트 조성의 기본 전략

청계천 장소마케팅 전략(CPM: Cheonggyecheon Place Marketing)

<그림 4-1-43> 청계천 장소마케팅 믹스 전략

단계별·시기별 전략

단계
복원공사 이전

(홍보 및 준비기)

복원공사 기간

(소프트웨어 중심 문화관광역량 실험기)

복원공사 이후

(하드웨어 중심 문화관광역량 구축기)

내용

·청계문화벨트 시민홍보

·시민참여 복원문화행사
  - 청계천 진혼제
  - 청계천복원제
  - 청계천 하늘나들이
  - 청계천 지하탐사투어

·청계천 민관협의체 구성
  - 청계천 문화포럼

·청계천 Sign System 
  - 청계천 CI, 슬로건 개발

·청계천홍보관 문화공간화
  - 청계문화 모델하우스 조성
  - 대형 시민의견 청취함 설치
  - 청계천 소재물로 만든 조형물 설치
    (공사잔해물도 활용)
  - 청계천 산업물상전

·시민참여 복원문화행사
  - 벽화그리기, 영상·사진컨테스트, 고가
    부수기 등
  - 시민공모전: 다리이름, 광장명칭 
  - 청계천 문화지킴이 모니터링

·청계천 상권활성화 축제개최
  - 청계문화박람회, moving 청계천행사,
    동대문페스티벌 등

·청계천 문화관광투어프로그램
  - 시장도보투어, 구역별도보투어

·청계문화벨트 홍보관광프로그램
  - 사이버청계천 홍보
  - 청계천 문화관광가이드북
  - Subline 관광(청계문화열차 등)

·문화시설 및 공간조성
  - 문화소통로, 오버브리지 건설

·청계문화벨트 홍보·마케팅
  - 청계천 장소마케팅 전문조직 결성
  - 청계천 문화관광 가이드북

·청계천 문화관광투어프로그램
  - 청계 Loop Bus 운영
  - Subline 관광
  - 도보투어프로그램

·청계천 문화행사 개최
  - 청계천 전통민속놀이
  - 청계천 환경영화제
  - 청계비치페스티벌
  - 청계문화박람회(대표브랜드개발)
  - 동대문페스티벌
  - 세계도시장터

·문화시설 및 공간조성
  - 천변테마파크 
  - 청계문화센터
  - 청계광장벨트 
  - 전태일문화의 거리
  - 아시아문화센터

표 4-1-8. 청계천문화벨트 조성 단계별 전략 



제1장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419

시·공간 컨텐츠 연계 전략

시 간 하천시대 컨텐츠(조선~1950년대) 복개시대 컨텐츠(1960~2003) 복원시대 컨텐츠(2003~  )

내 용

·교량

·민속행사

·역사유적

·시장문화

·도심산업문화

·시장문화

·전태일의 거리

·전차종점

·청계문화관광프로그램

·청계문화이벤트·축제

·청계문화시설 및 공간

표 4-1-9. 청계문화벨트 조성 시간컨텐츠 연계전략

공 간 청계천 남북문화관광벨트 청계천 동서문화관광벨트

내 용

·녹지축

  - 대학로 ~ 장충축/북촌 ~ 남산축/창덕궁 ~ 남산축

·광장축

  - 세종로 ~ 시청 ~ 남대문

·성곽축

·수경축

·도심산업문화축

  - 보행관광네트워크, 시장투어 등

표 4-1-10. 청계문화벨트 조성 공간컨텐츠 연계전략 

2) 청계문화벨트 조성 중점사업

(1) 청계문화벨트 조성 중점사업 개요

청계문화벨트 조성 중점사업은 청계천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관광적 잠재력과 역량을 강화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이 지역상권과 일반시민, 나아가 서울을 찾는 전 세계인에게 의미와 가치를 지닌 사업이 되기 위

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중점 사업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계문화벨트 조성의 중점사업은 ① 문화시

설 및 공간조성 분야, ② 축제 및 이벤트 개최 분야, ③ 관광프로그램 및 인프라 조성 분야, ④ 홍보 및 

조직 구성 분야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23개 개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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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중점사업

분아별 중점사업의 내용은 <표 4-1-11>와 같이 설정되었다.

사업명(우선순위별) 내    용

청계문화벨트 

문화공간 및 

시설조성 사업

① 청계광장벨트
·청계천변 휴식공간의 공간적 흐름 및 연계확보

·휴식공간, 이벤트공간 확보

② 전태일 문화의 거리
·전태일과 청계천의 역사성 회복

·전태일문화예술종합축제

③ 청계문화센터
·청계천복원이후 청계천 장소마케팅 및 문화관광자원관리 전담조직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도서관, 탁아소, 전시장, 소공연장 등)

④ 천변시대테마파크

·청계천의 역사문화박물관

·청계천을 활용한 문화산업공간

·시민들의 문화관광공간

⑤ 아시아문화센터
·동북아중심도시 서울의 위상제고

·문화교류와 아시아 연구의 중심 거점

⑥ 문화소통로, 오버브리지
·남북간, 동서간 상권 및 문화흐름 연계

·교량계획, 상권현황 등을 고려

청계문화벨트 

축제 및 

이벤트 사업

① 청계천 민속행사
·세시풍속의 현대적 재현

·청계천에 얽힌 민속놀이 재현

② 청계문화박람회

·청계천변의 산업문화홍보, 투자유치

·청계데이 페스티벌

·메이드 인 청계천 페스티발

·청계천 거리명장쇼

·청계천 대표 브랜드 개발과 연계

③ 동대문 페스티벌

·동대문지역 의류패션컨텐츠 활용 축제

·동대문일대 패션관련 상권의 집단적 참여

·전태일축제, 황학동축제, 훈련원공원 벼룩시장 등과 결합

④ 청계환경영화제
·특화된 세계적인 도시영화제

·청계천관련 영상물 수집 방영

⑤ 천변페스티벌(노천카페)

·노천문화예술공간 조성 프로그램 기획

·노천공연장, 노천카페, 페스티발 결합

·청계천상류부 오피스밀집구역내 뜨락축제, 도심속 작은음악회 등과 연계

⑥ 무빙 청계천

·복원공사기간 청계천상권보호 / 홍보

·5일장형태로 서울 곳곳을 순회

·사업종료후 청게문화박람회와 연계

⑦ 청계비치페스티벌 ·여름철 청계천변의 공공휴식공간화

⑧ 청계천복원제

   : 水·地·天 프로그램

·복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

·지하, 지상, 고가를 잇는 퍼포먼스

표 4-1-11. 청계문화벨트 조성 중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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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우선순위별) 내    용

청계문화벨트 

관광프로그램 

및 인프라 

조성 사업

① 시장상가 도보투어
·시간대, 프로그램별 코스

·Seoul Greeter 가이드 활용

② 구역별 도보투어
·투어코스, 소요시간 등 세부프로그램

·코스별 주요 관광프로그램 제시

③ 청계 Loop Bus 운영
·움직이는 관광상품 Loop Bus 제시

·동대문전차종점을 중심으로 산업문화노선과 주거생태노선 운영

④ Sub_Line 투어

·지하철과 역공간을 활용한 홍보, 문화관광(청계천 문화열차)

·2호선 을지로 지하통로 활용

·홍보기능(환승역) + 문화관광기능 결합

청계문화벨트 

홍보 및 

조직사업

① 청계천 민관협의체 구성

·지속적, 체계적인 청계천 관리 및 장소마케팅 전담 조직 구성

·청계천 문화포럼 조직 지원

·서울시 청계천 문화관광 전담팀 구성

② C.I 및 Sign System 개발
·문화관광자원 안내 Sign 마련

  - 옛다리, 준천사, 지천유입구, 가산터 등 

③ 청계문화벨트 문화관광

   가이드북 제작
·문화관광자원홍보 및 안내

④ 슬로건, 로고, 캐릭터 개발
·청계천 이미지 대표 브랜드 개발

·상권별 캐릭터개발 및 캐릭터상품화

⑤ 사이버 청계천 웹사이트 ·문화관광홍보, e-Biz, 상권네트워킹 기능을 담보한 웹사이트구축

청계문화벨트 조성 중점사업(계속)

(3) 청계문화벨트 권역별, 시기별 중점사업

권역별 중점사업

청계문화벨트의 세 개 권역(I, II, III 권역, <그림 4-1-42>참조) 중 주변에 문화관광자원이 집중된 I권역

에 청계문화벨트 조성 중점사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특히 I권역 내에 있는 소구역 A, B는 국제중심

업무지구로서의 위상과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문화시설 및 공간 조성과 축제·이벤트 프로그램이 강

조되었고, 소구역 C, D, E는 산업문화와 저자(시장)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시설 및 공간 조성과 축

제·이벤트가 강조되었음). II권역은 주거문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문화환경조성 

전략과 시민참여형 축제·이벤트를 제안했고, 특히 III권역은 생태문화와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주거와 생

태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했다. III권역은 생태문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생활체육과 하천에 대한 시민의 접

근성을 높이는 사업들을 제안했다. 특히 청계문화벨트의 종점부로서의 위상과 열악한 문화환경, 상대적으

로 넓은 천변부지 활용 등의 측면에서 문화시설 조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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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중점사업

단계
복원공사 이전

(홍보 및 준비기)

복원공사 기간

(소프트웨어중심 문화관광역량 실험기)

복원공사 이후

(하드웨어중심 문화관광역량 구축기)

문화공간 및 

시설
·문화소통로, 오버브리지

·천변시대 테마파크 

·청계문화센터

·청계광장벨트 

·전태일문화의 거리

·아시아문화센터

축제 및 

이벤트
·청계천복원제

·청계문화박람회

·moving 청계천

·동대문페스티벌

·청계천 전통민속놀이

·청계천 환경영화제

·청계비치페스티벌

·청계문화박람회(정례화)

·동대문페스티벌(정례화)

관광프로그램 

및 인프라

·시장상가 도보투어

·구역별 도보투어

·Subline 관광

·청계 Loop Bus 운영

·Subline 관광

·도보투어코스 

홍보 및 조직

·청계천 Sign System 

·마케팅슬로건 / 로고/ 캐릭터 개발

·민관협의체 구성

·사이버청계천 웹사이트

·청계천 문화관광가이드북

·청계천 장소마케팅 전문조직

  (청계마케팅뷰로) 결성

·청계천문화관광가이드북(보완)

표 4-1-12. 시기별 중점사업

3) 청계문화벨트 사업의 추진방향

(1) 사업의 기본방향: ECHOS 청계천

계획의 성격

청계문화벨트 조성은 서울의 생태성, 문화성, 역사성을 공간적으로 복원, 재생, 활성화하여 청계천복원사

업을 서울의 새로운 미래상 구현의 핵심 계기로 만드는 사업이다.

<그림 4-1-44> ECHOS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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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기본방향

   • 청계천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중요성 인식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청계천의 역사문화관광자원들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재발견을 통해 

청계천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3년 5월 

현재 청계천 지역에서 조사된 문화관광자원 요소는 약 950여 개에 이르며,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

여 청계천 지역을 서울의 대표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시킨다. 또한 청계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발과 체계적·조직적인 장소마케팅전략 수립을 통해 청계천의 장소성을 

확립해 나간다. 

   • 서울 속의 청계천, 청계천 속의 서울의 위상 제고

서울과 청계천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서울의 위상을 청계천을 통해 강화·보완하고, 청계천의 위

상을 서울을 통해 강화·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청계문화벨트 소구역내의 문화관광자

원과 서울 도심부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청계문화벨트 7대 문화관광네트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이

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점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 청계천 주변문화관광권과의 유기적인 연계

청계문화벨트 이외에 조성되거나 조성될 예정인 도심지역의 문화벨트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문

화활성화 및 관광진흥 방안을 마련하며, 도심부의 8개 문화벨트(청계천, 북촌, 대학로, 정동, 남촌, 

장충, 돈화문, 생태문화벨트)의 핵심으로서 청계문화벨트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청계천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화벨트들을 연계한 ‘청계문화관광권’을 구축하고 그에 걸맞는 문화관광인프라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2) 추진방향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별, 단계별, 주체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내용, 규모 등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수립하고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사업추진이 가

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청계문화벨트사업의 기본 컨셉 실현여부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추

진해야할 사업을 순위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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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컨셉(ECHOS 청계천) 사 업 별   우 선 성

생  태  성 청계광장벨트 > 청계환경영화제 > 청계비치페스티벌

문  화  성 청계문화센터 > 천변시대 테마파크 > 아시아문화센터

역  사  성 청계천 민속놀이 > 전태일 문화의 거리

장  소  성 청계문화박람회 > 도보투어코스개발 > 동대문 페스티벌

표 4-1-13. 청계문화벨트 조성 중점사업 우선순위(예시) 

사업의 성격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의 성격에 맞는 추진주체를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조성, 파트너쉽, 수익성사업, 비수익성

사업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의 역할의 수준과 범위를 구분하여 사업추진계획 수립한다. 예를 들어 각 

사업별로 서울시가 추진해야할 역할을 그 정도에 따라 주도, 제휴, 촉진, 후원, 유도 등으로 구분하여 추

진한다.

서울시의 역할(Mayor's Role) 역 할 의   수 준 역할의 강도

주도(Lead) 서울시가 전적으로 주도함 강

↓

↓

↓

↓

약

제휴(Partnet) 민간부문과 파트너쉽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함

촉진(Promote) 민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촉진시킴

후원(Advocate) 민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후원함

유도(Influence)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

표 4-1-14. 서울시 역할의 수준과 강도 : APPIL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계획 수립

관리운영체계 및 운영방안 수립하고 관리대상을 구분하여 대상별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한다.

합리적인 재원조달방안 마련

청계문화벨트 조성 중점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하나, 중앙정부와 자치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원조달을 

위해 재정능력과 현실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파트너쉽 형성 등 세부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행정·금융·세제지원을 검토하여 민간자본의 유치를 확충하고 투자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도록 공적보

증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전략이 병행되어야 하며, 민간자원의 유치를 위해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설명회 개최 및 민간개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청계문화벨

트 조성 중점사업 중 기반시설 조성의 경우 공공투자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

는 대상을 찾을 수 있으며 테마파크를 비롯한 관광우선순위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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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의 기본전략 : 장소마케팅 믹스전략(O_IPTC)

청계문화벨트 조성 중점사업별로 사업추진 주체(Organization), 사업의 이미지(Image, 목적과 관련), 핵

심 상품(Point), 주요 타깃(Target), 추진방법(Channel) 등을 구체화한 장소마케팅 믹스전략을 수립 추진

한다.

중점사업

(문화시설 

및 

공간조성)

주체

(O)

이미지

(I)

포인트

(P)

타깃(T)

채널

(C)

단계(시기)
내국인 외국인

복원공

사이전

복원공

사기간

복원공

사이후

내부

주민

(상인)

외부

주민

(시민)

관광객 투
자
방
문
객

일

본

중

국

미

국

동

남

아

서

유

럽

청계광장

벨트조성
서울시 생활문화

시민가로

수경축

녹지축

광장축

○ ○
휴식공간

이벤트공간
○

전태일문화

의 거리
민간단체 문화예술

전태일

문화
○ ○ ○ ○ ○

기념시설물

전태일축제
○

문화소통로

오버브리지
서울시 산업경제 상권연결 ○ ○

아트

벼룩시장
○ ○

천변시대

테마파크

서울시

기업

민간단체

문화예술

산업경제

청계천의

근현대 

역사문화 

산업

○ ○ ○ ○ ○ ○ ○ ○
역사박물관

야외세트장
○

청계

문화센터

서울시

기업

민간단체

문화예술산

업경제
문화거점공간 ○ ○ ○ ○ ○ ○ ○ ○

생태도서관

여가공간

모델하우스

마케팅뷰로

○

아시아

문화센터

서울시

민간단체
문화예술

아시아문화

교류,

ICBD 

위상확보

○ ○ ○ ○ ○ ○

박물관

도서관

미디어센터

○

표 4-1-15. 문화시설 및 공간조성의 장소마케팅 믹스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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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업

(축제이벤트)

주체

(O)

이미지

(I)

포인트

(P)

타깃(T)

채널

(C)

단계(시기)

내국인 외국인

복원

공사

이전

복원

공사

기간

복원

공사

이후

내부

주민

(상인)

외부

주민

(시민)

관광객 투
자
방
문
객

일

본

중

국

미

국

동

남

아

서

유

럽

청계문화

박람회

지역상인

민간단체

생활문화

산업경제

청계천

브랜드
○ ○ ○ ○ ○ ○ ○ ○

청계데이

메이드인청계천

거리명장쇼

○ ○

Moving

청계천
지역상인 산업경제

청계천

상권
○ ○ 5일장 ○

동대문

페스티벌

지역상인

민간단체

산업경제

생활문화

동대문

브랜드
○ ○ ○ ○ ○ ○ ○ ○

패션축제

전태일축제

도깨비축제

○ ○

천변

페스티벌

민간단체

서울시
문화예술

도심속

문화예술공간
○ ○

노천공연장

노천카페

천변이벤트

○

청계천

복원제
민간단체 문화예술

문화예술

이벤트
○ ○

문화예술

공연전시
○ ○

청계환경

영화제

민간단체

서울시
문화예술 환경영화 ○ ○ ○ ○ ○ ○ ○ ○

생태영화제

영화의거리
○

청계비치

페스티벌
서울시 자연생태

여름철

피서공간
○ ○ ○ ○ ○ ○ ○

깃발축제

자연이벤트
○

청계천

민속놀이

서울시

민간단체

생활문화

문화예술
전통민속놀이 ○ ○ ○ ○ ○ ○ ○ ○

현대식재현이

벤트
○

표 4-1-16. 축제이벤트 장소마케팅 믹스전략 



제1장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427

중점사업

(관광

프로그램 및 

인프라)

주체

(O)

이미지

(I)

포인트

(P)

타깃(T)

채널

(C)

단계(시기)

내국인 외국인

복원

공사

이전

복원

공사

기간

복원

공사

이후

내부

주민

(상인)

외부

주민

(시민)

관광객 투
자
방
문
객

일

본

중

국

미

국

동

남

아

서

유

럽

시장상가

도보투어

지역상인

민간단체

산업경제

생활문화
도심산업문화 ○ ○ ○ ○ ○ ○ ○ ○ C7네트워크 ○ ○

구역별

도보투어

지역상인민

간단체

산업경제

생활문화
도심산업문화 ○ ○ ○ ○ ○ ○ ○ ○ C7네트워크 ○ ○

청계

루프버스
서울시

산업경제

생활문화
관광편의 ○ ○ ○ ○ ○ ○ ○ ○ C7네트워크 ○

Subline관광 서울시
생활문화

문화예술

청계천

홍보문화공간
○ ○ ○ ○ ○ ○ ○ ○

청계천문화열차

문화예술프로그램
○ ○ ○

표 4-1-17. 관광프로그램 및 인프라의 장소마케팅 믹스전략

중점사업

(홍보 및 

조직)

주체

(O)

이미지

(I)

포인트

(P)

타깃(T)

채널

(C)

단계(시기)

내국인 외국인

복원

공사

이전

복원

공사

기간

복원공

사이후
내부

주민

(상인)

외부

주민

(시민)

관광객 투
자
방
문
객

일

본

중

국

미

국

동

남

아

서

유

럽

CI 및 

Sign시스템

서울시

민간단체
산업경제

홍보

마케팅
○ ○ ○ ○ ○ ○ ○ ○

스트리트퍼니처

관광안내판

그래피티

환경설치물

○ ○

마케팅슬로건

, 캐릭터, 

로고 설정

서울시

민간단체
산업경제

홍보

마케팅
○ ○ ○ ○ ○ ○ ○ ○

공모전

홍보물
○ ○

사이버

청계천

민간단체

지역상인

산업경제

생활문화

홍보

마케팅

네트워킹

○ ○ ○ ○ ○ ○ ○ ○ 사이버공간 ○ ○

문화관광가이

드북제작

민간단체

지역상인

산업경제

생활문화
관광편의 ○ ○ ○ ○ ○ ○ ○ ○

가이드북

쇼핑관광

프로그램

○ ○ ○

청계천

민관협의체 

구성

민간단체

지역상인

서울시

산업경제

생활문화
협의채널 ○ ○

청계마케팅뷰로

청계문화센터
○ ○ ○

표 4-1-18. 홍보 및 조직의 장소마케팅 믹스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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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문화복원 기본계획

1) 청계천복원의 역사적 의미

청계천복원은 단순히 하천으로의 복원이라는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청계천과 그 주변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사업이다. 이는 4Rs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Restoration : 도심 하천의 생태적 복원

   • Regeneration : 주변지역의 정체와 낙후성으로부터 도심 복원

   • Revitalization : 도심의 재활성화

   • Rehabitation : 도심의 역사성 및 상징성 복원

2) 청계천 역사유적 보존 및 복원 기본구상

계획의 기본전제

청계천복원사업은 그 시작으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치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최소 5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개개의 건물 신축이나 개축 시에는 상당 부분 뒤로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유도하거나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방법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원형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되 원형복원은 충분한 조건과 여건이 조성되었을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최종적인 청계천복원이 

실현되기까지 역사 교육 및 홍보 차원에서 형태복원 및 추정복원을 위주로 계획한다. 기본계획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계획의 지표설정

   • 청계천 유적지 및 유구, 유물 현황

- 유적지 : 청계천 전체(또는 하천으로서 청계천), 옛다리터, 성곽터(오간수문), 가산터, 준천

사지 등

- 유구 : 잔존 광통교 유구, 수표교

- 유물 : 하상(河床) 분포 자기편 및 와편, 하상 분포 및 공사시 수습 옛 석재, 창덕궁 보관 광통교 

난간석, 수표1) 등

1) 원 위치에 상당부분 원형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공간까지를 포함하여 유적으로, 공간을 포함하지 않은 잔존물을 유구로 보았고, 원 위치를 벗

어나면서 일부분이 훼손되거나 유실되었을 경우의 단일 부재 또는 일정 잔존물은 유물로 보았음. 따라서 수표교는 다시 원 위치에 복원하기 위해

서는 해체해야 하므로 유구로 보았고, 수표는 다시 원 위치에 복원할 경우에도 큰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유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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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및 복원 대상 구분

- 보존 대상 : 유적은 그 터만이 남아 있으므로 원형보존할 대상이 없으나, 현재의 청계천 모습도 

시간이 흐르면 역사유적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보존개념으로 현상에 대한 기록을 잘 남겨두

어야 함. 또한 유구와 유물은 앞선 현황에서 밝힌 것들로, 모두 보존되어야 할 대상들임. 유구에 

대한 보존방법으로는 전체적으로 복원하여 보존하는 방법과 단일 유물(부재)별로 보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복원 대상

·잔존해 있는 유구 및 사진자료를 통해 전체 원형복원이 가능한 것 : 광통교, 수표교(수표석 포  

함). 부재에 대한 구조적 안전진단이 필요함.

·사진자료 및 문헌자료를 통해 형태복원이 가능한  것 : 장통교, 오간수문(오간수다리)

·문헌기록 및 유사사례를 통해 추정복원이 가능한 것 : 영도교 및 기타 교량, 양안석축, 

상석(床石)

·차후 복원 고려 대상 : 하천 형태, 준천사, 가산, 지천(支川) 등

   • 보존 및 복원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는 청계천복원구간(태평로 시점~복개구간 종점)이며, 시간적 범위는 계획 기준년도 2003년, 

내용적 범위는 청계천 각 유적별 여건분석, 유구 및 유물의 보존계획, 각 유적별 복원계획, 보존 및 복원 

추진계획으로 한다. 

   • 각 계획의 지표설정

보존 계획은 현 청계천 모습은 그 현상을 최대한 기록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유구 및 유물은 원형보존을 

최우선으로 계획하며, 주요 잔존 유구 및 유적지에 대한 기록보존 계획한다. 복원 계획은 각 유적별 복원 

여건 검토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추진계획은 추진 절차 및 일정, 소요예산 산정, 단계별, 년차별 추

진계획으로 구분한다.

3) 청계천 역사유적 보존 및 복원 기본계획안

(1) 청계천 역사유적 보존 기본계획안

보존 대상별 구분

계획의 기본전제에 따라 무엇보다도 원형보존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형보존이 가능한 범위에서 원형복원

을 고려하였다. 보존 개념에 따라 청계천복원구간 역사 유구 및 유물에 대해서는 크게 원형보존 대상과 

기록보존 대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유구와 유물은 기본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으로 한다. 원형보

존 대상은 광통교 잔존 유구 및 유물, 수표교 및 수표, 하상 분포 석재, 공사시 출토 예상되는 옛 석재 등

이며, 기록보존 대상은 청계천의 모든 역사 유구와 유물, 청계천 관련 민속, 설화 등 무형적인 역사문화, 

현 청계천의 모습을 비롯하여 복개구조물의 해체 모습 등도 기록보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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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보존 기본계획안

광통교의 경우 잔존 유구 및 유물은 우선 실측조사와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상을 기록보존하며, 

조사 시에는 창덕궁에 보관되어 있는 난간석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기록보존을 실시한 후에는 자료를 토

대로 해체방법을 연구하여 잔존 유구에 대한 해체공사를 실시하고 병행하여 추가로 각 부재에 대한 실측

조사를 실시하며, 원형복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복원설계도를 작성한다. 조사·연구를 통해 원형복원이 

가능하더라도 원위치에 원형복원할 경우에는 홍수, 햇빛 노출, 차량 등의 진동,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원

형보존이 어려우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원형복원을 실시하며, 원형복원 이전까지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보존시에는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시 조립하여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부재의 원형보존을 위해 다시 조립하지 않고 부재별로 전시하면서 보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본 

계획에서는 후자인 부재별로 전시하면서 보존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차후 원형보존을 전제로 원 위치 

원형복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원 위치에 원형복원하여 보존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서울역사박

물관에서 원 부재들은 원형보존하고 청계천 주변으로 가칭 청계천 역사관이 건립되면 그 곳으로 옮겨 보

존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려할 때 해체 이후 다시 조립하여 보존하는 것보다는 

부재별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표교 및 수표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하는 

기록보존의 차원에서 실측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원형복원을 고려하여 구조 안전진단이 요구된다. 기록

보존 자료를 토대로 원 위치 원형복원을 검토하여 복원설계도를 작성하고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원 위치 

원형복원까지는 현 위치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광통교 잔존 유구와 마찬가지로 원위치 원형

복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원위치에 원형복원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청계천 역사관이 건립된 이후 이전 

보존하는 것으로 한다. 

하상 분포 석재 및 공사 시 출토 예상 석재의 경우 하상 분포 석재들은 대개 교량 및 석축의 석재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잘 수습하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원형보존하고, 각 부재별로 분류하여 실측조사 등의 기록 

보존하여 차후 교량 및 석축 등의 복원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상 분포 석재 및 공사 시 출토 

예상 석재를 수습하여 박물관으로 이전할 때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의 학예연구사 등이 입회하여 실시하거나 

문화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자기편, 와편 등 수습 유물의 경우 청계천 하상에는 상당량의 자기편과 와편 등의 유물이 산포하고 있는

데 이들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 등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관련 전문가를 통해 최대한 수습하여 

기록보존하고 관련 연구분야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민속, 설화 등 무형적인 역사문화의 경우 현재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청계천과 관련된 민속과 설화 

등을 발굴해내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이 요구되며, 일정 자료가 수집되면 책

자로 묶어 발간하여 역사 교육 및 청계천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민속에 대한 재현 등도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현 청계천 현상 및 복개구조물 해체 모습은 역사 유적, 유구 및 유물이란 과거의 흔적으로 현 

청계천 모습도 미래에는 역사 유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청계천 모습도 최소한 기록 보존하고 

철거하는 과정 등의 모습도 기록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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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역사유적 복원 기본계획안

   • 원형 고증

- 청계천 하천 형태 : 태종6년(1406) 자연적인 하천에서 개천공사를 통해 처음으로 인공적인 하천이 

되었으나, 지금과 같이 직선적이지 못하고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조 36년 

(1760) ‘경진준천’ 및 영조49년(1773)에 실시한 대규모 개천공사를 통해 직선화된 것으로 추정되

며, 이전 제작된 ｢도성도｣에는 자연스런 흐름에 따라 곡절(曲折)이 표시되어 있으나 공사 후의 각 

지도들에는 거의 직선화되어 표시되어 있다. 현재의 모습은 1923년(大正12) 준설 확장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므로 1915년 일제시대 작성된 지형도의 하천 형태가 대체적으로 영조49년의 개천공사 

이후에 형성된 모습으로 추정된다.

<그림 4-1-45> 도성도(175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그림 4-1-46> 일제시대 지형도(191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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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안석축 : 태종11년(1411) 개거도감(약 1개월 뒤에 개천도감으로 명칭 바뀜)을 설치하여 대대적인 

개천공사를 하면서 주요 지천(支川)에 석축을 쌓거나 나무로 방축을 만들었고, 세종, 성종 시기에

도 일부 석축 및 나무로 방축 등을 쌓은 기록이 있으나 개천 본류의 전체적인 양안석축은 영조49

년(1773)에 완성되었다. 1923년(大正12) 일제시대에 하천을 확장하여 새로이 양안을 축조하였으며, 

조선시대 하천 양안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장대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계

천 상의 양안석축 사진으로는 수표교 부근의 사진이 있는데 이 역시 장대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모

습으로 청계천 본류의 양안석축은 전체적으로 장대석을 이용하여 거의 직선에 가깝게 상부로 올

라가면서 약간 들여쌓기하여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1-47> 조선시대 하천 양안석축 모습

- 상석(床石) : 청계천 하상(河床)의 바닥돌로 문헌이나 사진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없고, 일제시대 

작성된 경성부사 1권(406쪽)에 실린 기사를 통해 하상에 바닥돌(床石)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3년(大正12) 양안 준설 확장 때와 또 그 이후에도 곳곳에서 상석(床石)이 침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사자들이 놀랐다는 기록으로 영조49년 또는 후에 준천사(濬川司) 및 각 군문에서 침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주요 하천에는 박석(薄石)이라는 얇고 

편평한 돌을 깔고, 일반적인 하천에는 상부가 편평한 막돌을 까는 경우가 있는데, 1923년 및 이후 

준설공사시 바닥돌을 보고 놀랐다는 기록으로 보아 청계천에는 박석을 이용하여 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 구간에 깔았는지 교량이 있는 일대나 주요 일대에만 깔았는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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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다리

청계천복원구간의 옛 다리는 여러 문헌 자료를 통해 볼 때 옛 다리는 모두 9개였음을 알 수 있는

데, 상류쪽으로부터 모전교, 광통교, 장통교, 수표교, 하랑교, 효경교, 태평교, 오간수다리, 영도교

이다.

광통교는 원위치에 상부를 제외하고 교각, 교대, 멍에석, 귀틀석 등이 남아있고, 난간석 등이 창덕궁

에 보관되어 있으며, 관련 사진 등이 남아 있어 원형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교대 부분에 태

조 이성계의 계비인 강씨 묘역에서 옮겨온 신장석이 남아 있어 창건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교각에는 ‘경진지평’(庚辰地平), ‘계사대준’(癸巳大濬), ‘기사갱준’(己巳更濬) 등의 각자가 

남아 있어 영조36년 및 이후의 모습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표교 및 수표는 장충단공원 

및 세종대왕기념관 등으로 이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부재들이 남아 있는 상태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청계천 상에 위치하고 있을 때 복개공사 시에 촬영된 사진 등이 남아 있어 원형의 모습을 정

확히 알 수 있다. 장통교는 일제시대 및 해방 이후 1950년경에 촬영된 사진 등이 남아 있어 대체적

인 원형의 모습은 알 수 있다. 오간수문(다리)은 일제시대 촬영된 사진이 남아 있어 대체적인 원형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림 4-1-48> 오간수문 모습

기타 모전교, 하랑교, 태평교, 영도교는 문헌기록으로 보아 모두 석교이고, 광통교, 장통교, 수표교

가 모두 형교(桁橋) 형식의 다리인 것처럼 형교형식의 다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원형의 모

습은 차후 관련 자료의 발굴과 청계천 하상에 분포하고 있는 석재와 공사시 수습되는 석재들을 통해 

밝혀질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Ⅳ.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434

   • 준천사 및 가산

준천사는 영조36년(1760) ‘경진준천’시 개천 준설이 끝남과 동시에 준설 상설기관으로 설치된 관아로 

개천의 준설, 관리와 함께 도성 주변의 사산(四山)의 금송(禁松)과 보호를 맡아보았다. 위치는 중부 

장통방 수표교 동쪽에 위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의 수표다리길 동쪽 우리은행 청계지점이

다. 삼정승이 도제조(都提調), 병조판서·한성부판윤·삼군대장과 비변사당상 등이 제조(提調), 삼군문

(三軍門) 금송군(禁松軍)을 낭청(郎廳)으로 한 대단한 조직체였고, 고종19년(1882)에 폐지되고 그 기

능은 한성부에 통합되었다. 

청계천과 관련된 가산은 오간수문 안쪽으로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북측과 남측에 각각 하나씩 조성

되어 있었으나 모두 헐려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 대체적인 위치는 청계6가 양측으로 남쪽은 평화시

장 뒷골목에서 국립의료원을 거쳐 방산동 일대이고 북쪽은 동대문종합상가가 들어선 곳이다. 준천사

나 가산은 그 위치는 알 수 있으나 규모나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조

사·연구가 필요하다.

(2) 청계천 역사유적 복원 기본계획안

   • 청계천 하천 형태

청계천의 하천형태의 경우 청계천복원사업에서는 주변 건물 및 도로 등으로 인해 하천의 폭을 청계

천의 원래 폭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로(流路)의 형태 역시 통수능의 확보 등으로 원 모습대로 

복원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차후 주변 건물을 후퇴시키고, 도로의 변경 이후에 가능하다.

양안 석축의 경우 복원구간 전체적으로 양안 석축을 하기는 어렵고, 양안 경사면 처리가 옛날 형태

가 아니므로 형태복원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부 옛 다리가 복원되는 곳이거나 양안 경사면이 수

직에 가까운 곳에 한하여 형태복원이 가능하다. 양안 디자인 시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왜곡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상석(床石)은 실물이 발견되지 않아 형태복원을 할 수 없고 설치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유

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옛 다리가 복원되는 곳에 한하여 추정 복원할 수 있다.

   • 옛 다리

옛 다리의 경우 현시점에서 원형복원할 수 있는 것은 광통교와 수표교(수표 포함) 뿐이고, 사진 등의 

자료가 남아있어 원모습을 알 수 있으나 원 부재가 남아 있지 않아 형태복원할 수 있는 것이 장통교

와 오간수문(다리)이며, 나머지 다리는 형교(桁橋)형식의 석교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원 모

습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유사사례 등을 통해 추정복원할 수 있는 상태이다. 

원형복원할 수 있는 광통교와 수표교는 원 부재의 구조적 안전진단을 거쳐 원 부재 사용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고, 또 안전진단을 거쳐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원위치에 원형복원하여 홍수, 

햇빛 노출(광통교), 차량 진동, 대기오염 등에 대한 원형보존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원 

위치 원형복원을 실시하여야 하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는 유구와 유물의 원형보존을 최우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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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금번 청계천복원사업에서는 형태복원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 전체적으로 청계천복원시 원위치 원

형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옛 다리에 대한 복원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형 고증이 가능한 것에 따

라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원형 고증이 가능한 다리는 광통교, 수표교(수표), 

장통교, 오간수다리(수문)이며, 원형 고증이 필요한 다리는 모전교, 하랑교, 효경교, 태평교, 영도교

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교량 계획안을 고려하여 남북 횡단 교량 중에 인접 부근에 옛 다리가 위치

했던 곳에 한하여 남북 횡단 보행교는 옛 다리로 복원한다(교량 계획안에서 남북 행단 보행교 중 인

접 부근에 옛 다리가 있는 곳은 장통교, 태평교가 있음).

원형 고증이 가능한 순서와 교량 계획안을 종합하여 단계별로 복원하면, 1단계 광통교, 수표교(수

표), 장통교, 태평교이고, 2단계 오간수다리(수문), 3단계 모전교, 하랑교, 효경교, 영도교가 된다. 

<그림 4-1-49> 교량 계획안

광교 복원 기본계획안

광교는 비교적 잔존 유구가 잘 남아 있고, 사진 자료 등이 남아 있어 원형복원 그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현 시점에서 원위치 원형복원은 청계천복원사업의 기본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원위치 원형복

원을 할 경우에 원형보존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 원위치 원형복원

- 교통

  ·남대문로 8차선이 4차선으로 축소

  ·광교 상·하류에 교량 2기 추가 설치

  ·광교 북동측지역 차량 진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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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단면

  ·도로 밑 통수단면 확보 곤란

  ·하천 폭 축소로 수위가 상승하고, 교량의 침수위험 발생

- 원형보존

  ·홍수시, 햇빛 노출, 차량 진동,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훼손 우려

<그림 4-1-50> 광통교 원 위치 복원도

   • 상류 형태복원

- 교통

  ·남대문로 8차선 유지

  ·보도교로 활용

- 하천 단면

  ·원형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음.

- 원형보존

  ·잔존 유구는 해체하여 서울역사박물관에 부재별로 원형보존(차후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원위치 

원형복원 가능)

<그림 4-1-51> 광통교 상류 형태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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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교 복원 기본계획안

수표교는 그 원형이 장충단공원에 이전·복원되어 있으므로 원형복원에 문제는 없으나, 광교와 마찬가지

로 현 시점에서 원위치 원형복원 시 원형보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 원위치 원형복원

- 교통

  ·보도교로만 이용(교량 계획안은 차도교가 놓이는 것으로 되어 있음)

  ·계획된 하천 폭이 좁아 계획 도로 선형 변경 

  ·교량 계획안의 주변 조업주차공간 축소

- 하천 단면

  ·통수단면 확보 곤란(교각 보완)

- 원형보존

  ·홍수시,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훼손 우려

<그림 4-1-52> 수표교 원 위치 원형복원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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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3> 수표교 원 위치 원형복원 입면

   • 원위치 형태복원

- 교통

  ·보도교로만 이용

  ·계획 도로 선형 변경

  ·주변 조업주차공간 축소(동일 규모일 경우)

- 하천 단면

  ·교각, 다리 높이 등 조정 필요

- 원형보존

  ·원형은 현 위치에 그대로 보존(차후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원위치 원형복원 가능)

<그림 4-1-54> 수표교 원 위치 형태복원(축소) 입면

장통교 및 오간수다리(문) 복원 기본계획안

장통교와 오간수다리(문)는 이렇다 할 잔존 유적은 없으나 사진이나 그림 등의 자료를 통해 그 원형을 알 

수 있어 형태복원이 가능한 유적이다. 장통교는 교량 계획에 상류쪽으로 보행교 계획이 있으므로 금번 청

계천복원사업에서는 위치를 상류쪽으로 하여 형태복원하고 차후 전체적인 청계천복원사업이 시행될 경우

에 원 위치에 형태복원하는 것으로 한다. 오간수다리(문)는 성곽을 복원하는 일이고 복원 시에는 홍수로 

인한 범람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며, 교량 계획안에는 남북 횡단 차도교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복원은 어렵고 여건이 조성된 이후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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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교 및 기타 옛 교량 복원 기본계획안

이들 교량은 잔존 유적이 없고 사진자료나 그림자료 등 뚜렷하게 고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형태복원이 어

려운 유적들이다. 대체로 문헌기록에는 규모 정도를 약술해 놓아 어떠한 교량이었는지 유사사례를 통해 

추정복원이 가능한 유적들이기 때문에 고증에 대한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한편으로는 계속적

인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유적에 대한 복원은 상당 시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되며, 계속적인 자료 수집 및 각 유적 위치에 대한 보다 정밀한 문화재적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량 계획안에 태평교 인접지역에는 보행교 계획이 있으므로 전통교량 등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추정복원하거나 우리나라 전통교량 중 특이한 것을 형태복원하여 놓는 것도 좋으리라 판단되며, 차후 관

련 자료가 수집되고 조사·연구가 진행되어 원형에 대한 고증이 검토된 후에는 전체적인 청계천복원 시 

원위치에 형태복원을 할 것이다.

준천사 및 가산 복원 기본계획안

준천사 및 가산은 원 위치는 파악이 되었지만 원형 고증이 안되었고, 또 원형 고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복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준천사는 차후 준천사터 일대를 매입

하여 형태복원 내지 추정복원할 수도 있겠으나, 새로이 준천사터에는 청계천 역사관을 건립하는 것도 의

미가 있을 것을 판단된다. 또한 가산은 차후 전체적인 청계천복원 시에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

되며, 현 시점에서 복원에 대한 검토는 유보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계천 역사유적 보존 및 복원 추진계획안

청계천 역사유적 보존 및 복원 추진의 기본방향은 원형보존을 최우선으로 잔존하는 유구와 유물에 대한 

철저한 원형보존이 요구되고, 전체적으로 현상에 대한 상세한 기록보존이 필요하므로 책임있는 운영조직

이 필요하다. 청계천복원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사

업추진이 요구되며, 원형복원은 원형보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진하고 가급적이면 전

체적인 청계천복원 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 유적 보존 및 복원 계획은 1차적인 것으로 최종 목표는 전체적인 청계천복원이며, 1차적인 추진 단

계와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단계(2003년~2005년)는 금번 청계천복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서 

청계천에 잔존하는 유구와 유물에 대한 원형보존 관리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며, 서울역사박물관에 보존한

다. 복원은 원형 고증이 가능한 광통교, 수표교, 장통교에 대하여 형태복원을 실시하고, 태평교에 인접한 

보행교는 특수한 전통교량으로 대체한다. 

2단계(2006년~2008년)는 청계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전환되는 시점으로서 금번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국민적 평가에 따라 복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전환되는 시기로 원형 고증이 가능하면서 복원에 대한 인

식 미비로 복원하지 못한 오간수문(다리)에 대한 복원을 실시하며, 청계천 주변 부지를 확보하여(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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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천사터) ‘청계천 역사관’ 건립을 준비한다. 

3단계(2009년~2011년)는 역사 유적이 1차적으로 복원 완료되는 시점으로서 청계천복원구간에 위치했던 

옛 다리의 형태복원을 완료하며, 관련 자료 및 유물 등 전담 보존관리 하는 청계천 역사관 건립을 건립한

다. 최종 목표년도는 2050년이며, 지속적으로 청계천 주변에 대한 건물을 후퇴시키고 부지를 확보하여 청

계천 하천 형태를 복원하고 각 유적에 대한 원형보존을 전제로 원위치 원형복원을 실현한다.

사업별 추진사업

본 계획은 크게 보존사업, 복원사업, 시설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존사업이라 하면 원형보존, 기록

보존 등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을 의미하며, 광통교 및 수표교 실측조사·안전진단·해체공사, 청계천 하

상 분포 석재 및 공사 시 출토 석재 보관, 청계천 하상 유물 수습 및 연구, 공사 시 발견되는 매장유구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 원형 고증에 대한 일련의 조사·연구, 청계천 현상에 대한 기록보존 작업, 청계천 

역사관 건립 등이며, 복원사업이라 하면 각 유적별 형태복원, 추정복원 등과 민속, 설화 등 무형적인 역사

문화 복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을 의미하며, 옛 다리 복원설계 및 복원공사, 역사문화 복원 작업, 지속적

인 추진기구 운영 등이다. 시설사업이라 하면 보존 및 복원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하며(예산은 청계천복원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산정), 옛 유적지 원위치에 안내 설명물 등 설치, 청계천 

안내 및 홍보센터(현 청계천 홍보관 활용) 등이다.

5. 교통기본계획

1) 청계천복원 후 교통처리 대책

청계천복원 후 교통처리대책은 향후 청계천복원 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교통방안제시 

및 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량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교통기본계획은 차도교 설치계획, 교차로 회전교통 처

리방안, 장래 차도교 신호운영 대안제시, 복원 시·종점부 교통처리방안, 버스운행계획, 주차공급 방안과 

도심교통수요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차도교설치계획은 현행 차도교, 설계기준 그리고 형하(桁下)여유고를 검토하여 교량계획 수립하고, 교차로 

회전 교통처리방안은 모든 회전 교통류를 배려하는 것을 전제로 내부 교통처리방안을 수립한다. 차

도교 신호운영은 각 교차로별 신호운영대안을 할당하여 수립하며, 복원 시종점부 교통처리계획은 주변교

통영향 및 복원 취지에 부합하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한다. 버스운행계획은 노선버스 노선조정원칙 및 무

료버스노선 원칙을 수립하고, 주차공급방안은 블록별 주차 수요 및 공급 현황을 파악 후 주차 수요공급의 

불균형 지역의 주차공급방안 수립하며, 도심교통수요관리방안으로는 도심의 자가용승용차 차량 진입억제 

방안, 주차방안을 통한 도심혼잡 완화방안 그리고 진입한 차량에 의한 혼잡 완화 방안을 수립한다. 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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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교통처리계획의 원칙을 제공하여 향후 청계천복원 후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여 청계천복원 취지에 부

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계천복원 대비 중장기 도심교통계획 : 주요 장기 교통 및 물류계획

(1) 청계고가 및 복개도로 철거에 따른 도심도로네트워크 보완 정비

도심 도로 네트워크 정비를 위한 도로사업 시행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내 도로체계개선 및 도심 동북부지역 소통향상을 위한 주요도로 개선 및 확충 등

의 관련도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을지로~마장로간 도로개설, 율곡로~대광고교간 도로개선, 두부개

길을 정비하고, 내부순환로 북부구간, 정릉길, 월계로, 사근동길 등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가능지

역에서 우선 추진한다.

도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도로정비 및 교통체계개선사업 시행

도심의 환상도로 네트워크 보강을 위한 흥인문로 동대문운동장 구산, 퇴계로 명동구간 교통체계 개선사업

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흥인문로에서는 버스정류장이전, 내부도로통행체계 변경, overbridge 등을 시행하

고, 퇴계로 명동구간에서는 버스의 회현고가차로 이용을 금지한다. 도심 남북 블록길이가 짧은 구간에서 

좌회전 최대한 금지함으로써 스필백(spillback) 현상을 예방한다.

   • 정비개념1 : 통과교통의 우회처리

- 환상형 도시고속도로 정비를 통한 도심 통과교통의 우회유도(2차 환상도시고속도로 건설 검토)

- 결절점 정비를 통한 연결성 향상 → 도시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1 차 우 회

2 차 우 회

Outer
Ring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3 차 우 회

내부순환로

       <그림 4-1-55> 환상도시고속도로 정비           <그림 4-1-56> 결절점 정비를 통한 분산우회 



Ⅳ.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442

   • 정비개념2 : 도심교통의 원활한 광역네트워크 진출입을 위한 연계도로 정비

- 도심관련 교통수요를 광역교통망과 원활히 연계할 수 있도록, 도심과 광역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하

는 도로의 기능을 높게 정비

- 연결되는 광역도시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결절점 정비

<그림 4-1-57> 도심교통의 원활한 광역네트워크 진출입을 위한 연계도로 기능향상 정비

   • 정비개념3 : 도시고속도로 연계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교통체계의 개편

- 도시고속도로 연계도로를 중심으로 도심간선도로체계 구축

- 도심을 권역으로 구분하여 순환도로 구축

- 그 외의 도로는 대중교통·보행중심으로 활용

<그림 4-1-58> 도시고속도로 연계도로를 중심으로 한 순환형 도심간선도로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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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교통수요 흡수를 위한 광역철도건설

개요

승용차에 우선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과다한 승용차통행을 광역도시철도 혹은 버

스로 유도한다. 광역A선은 광명~여의도~도심~청량리~의정부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광역B선은 분당~양

재~용산~도심~고양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이다.

시행 방안

서울시 외곽에서 시내로의 진입은 대중교통을 원칙으로 하고 승용차 진입을 촉진시키는 교량, 간선도로, 

고속도로 등의 시설물의 건설을 억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용량을 감소한다. 도심 및 시계 유출입 교통체계

는 지하철, 철도, 경전철 등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위주로 구축하며, 광역교통은 원칙적으로 광역철도가 기

본이 되도록 하고 수도권 개발계획 및 주요교통시설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한다. 지선도시철도 노선축 구

상을 통해 도시철도 접근 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을 지원하며 기존 지하철 최혼잡구간 

분산완화를 유도한다. 도시철도 미연결축에 대한 기존국철의 복선전철화와 도시철도가 운행됨에도 불구하

고 이용률이 저조한 축에 대한 기존선 보완을 추진하며, 버스의 기능에 따라 버스의 위계를 설정하고 노

선, 요금, 서비스 기준 설정시 위계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3) 도심의 업무/상업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대중교통무료권역제 시행

개요

대중교통 무료권역제란 특정 가로나 네트웍 혹은 일부 권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

차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요금 제도로

서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이나 일부 대중교통수단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시간대별 탄력적용도 역시 가

능하다. 현재 미국의 시애틀(Seattle), 포틀랜드(Portland) 등에서 시행중이며 대중교통 수단간의 상호연

계를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서 대중교통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 타 수단

에 대한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요금 제도를 통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대문안 무료순환셔틀, 지하철연계셔틀 운행과 권역내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환승요금 대

폭할인(50%) 등을 들 수 있다.

적용 방안

단기적 방안으로는 도심내 대중교통환승추가할인(50%까지)이 있고, 장기적 방안으로는 서울시 4대문내 대

중교통무료권역제 시행(구역내 단거리 무료셔틀버스 운행),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남북간 지하철역 연결 단

거리순환노선, 청계로 동서간 운행노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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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심의 집적시설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첨단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개요

도심은 업무, 상업 등 도시기능이 집중되는 생활 중심지 및 통행수요가 많은 지역으로서 신교통수단도입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다. 도심내 신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교통혼잡지역에 개인교통수단 수요의 대중교

통 전환을 유도하여 노면혼잡을 완화하고 편안하고 정시성이 높은 고급대중교통수단 제공한다. 기존 대중

교통체계와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 도심 접근 및 지하철·버스의 보완기능 수행하고, 환경오염의 가속화

를 막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하며,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

한 첨단교통체계 구축한다. 향후 청계천 개발시 고밀도 통행유발지역 접근수단 및 내부의 순환교통수단, 

도심지구내 업무통행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서울역~동대문노선(고속철도중앙역사~남대문~명

동~청계천~동대문 노선)에 적용가능하다.

노선대안 선정 및 평가

교통체계 및 교통상황, 토지이용, 도로기하구조, 주요 통행유발지역 등을 고려하여 신교통수단 도입에 적합

한 노선대안을 선정하는데,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은 서울교통시스템 개편사업(간선·지선버스 도입, 중앙버

스차로제, 일방통행제, 환승센타, 버스종합사령실 설치, 도심순환버스 운영 등) 이후에 변화된 교통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주변교통여건, 수송수요, 재정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추진한다. 

구  분 가  능  지  역 배 제 지 역

주요시설 정부1청사, 서울시청, 서울역

문화시설 경복궁, 덕수궁, 남대문, 창경궁, 종묘, 동대문, 세종문화회관 접근불량 : 장충공원, 남산골

대규모발생지역 대학로, 인사동길, 명동, 동대문시장

도 로 별
세종로, 태평로, 남대문로, 종로, 을지로, 우정국로삼일로,

배오개길, 훈련원길, 사직로, 효령로

돈화문로(20m) 고가구조물

설치도로 : 퇴계로·율곡로 일부

표 4-1-19. 신교통 노선설치 불가능 지역 

<그림 4-1-59> 노선설치 불가능한 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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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 선정

외국의 신교통시스템 적용사례을 통한 도입가능한 각 시스템의 제원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피플

무버(DPM), 노면전차, 자기부상열차, PRT(Personal Rapid Transit) 등이 도입가능하며, 청계천로 상에 

도입가능한 최선의 시스템은 노면전차로 판단된다. 

구  분 피플무버(DPM) 노면전차(TRAM) 자기부상열차 P R T

정원(명/량) 40-100 70-140 40-90 1-4

용량(인/방향·시) 4,000-10,000 14,000-18,000 6,000-12,000 4,000-10,000

속도(km/h) 30-50 40-70 110 40-60

등판구배(%) 4-6 3-5 6 6

건설비(억 원/km) 200-300 200-300 200-300 200-300

특  성

·완전 무인시스템

·소음적고 유지보수용이

·차량 소형화가능

·기후 영향받지 않음

·간단한 정차장 시설 

·건설,운영비 저렴

·노면주행하므로 노변상점

  광고효과와 친밀감

·궤도접촉없어 소음적고

  승차감 우수

·보수,유지비 저렴

·등판력 우수

·좁은 공간설치 가능

·배차간격 감소 가능

·시각적으로 큰 장애없음

문제점

·운영경비 고가

·전력소모 많음

·소음,진동 발생

·노선독립어려워 혼잡가중

·정시성 힘듬

·유인운전/사고 가능성

·차량 고가

·전력등 운영비 고가

·수송용량 적음

·본격적인 설치예가 없음

외국사례
·미 디트로이트(87)

·미 마이애미,잭슨빌등

·프 그레노블(83)

·독일등 세계20여개 노선

·영국,독일TR,일HSST

·한국 철도 개발중
·미 PRT2000

적용 장면

<마이애미 피플무버> <포틀랜드 노면전차> <한국철도자기부상열차> <PRT 시험선>

표 4-1-20. 각 시스템별 특성비교 

(5)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한 승용차교통수요관리의 시행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승용차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건설 및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드는 

도시고속도로 통행 등은 유료화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해당 도시고속도로는 유료화 및 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도시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높은 서비스 수준 유지한다. 혼잡이 심한 도로를 통행할 경우 원

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통행요금을 징수하는데, 혼잡통행료 징수 시행 후 교통개선효과가 지속적이

나 비혼잡시 징수에 따른 문제, 일부구간에서만 실시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 교통혼잡지역의 지역적 확대 

등을 감안하여 시행확대를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고, 차후 시계부근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검토한다. 

도심 4대문지역을 우선 검토하여 확대 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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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통혼잡지역 특별관리제도 시행

교통수요의 집중적 발생으로 주변까지 악영향을 주는 건물 또는 구역을 도시계획의 조닝(Zoning) 개념을 

도입,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통행행위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

선한다.

(6) 도심내 효율적인 화물시스템 구축

개요

도심내 효율적 화물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을 통해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투자 또는 개선 등과 관련하여 물류사업의 우선순위를 확보한다.

시행 방안

당면 물류문제 개선 및 물류정책들간의 균형되고 일관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물류체계개선 종합계획 수립

하며, 물류지체비용이 높은 도심 유통상업지구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업주차개선 및 물류혼잡지구

(freight district)로 지정하고 특별한 단속과 관리를 통해 물류비 감소, 교통환경 개선, 보행자 통행권 확

보를 도모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범사업(청계천 3~5가 일대) 효과분석을 기초로 단계별 물류혼잡지구에 대

한 개선사업을 확대하며, 연차별 조업주차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남대문시장, 영등포시장의 조업

주차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후 노량진시장, 용산전자상가, 가락시장, 수출공단, 용산

역, 영등포역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각 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후속 조

업주차개선사업에 반영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도입한다.

3) 공사장 교통관리 계획

(1) 공사중 교통관리시스템

청계천 공사중 교통관리시스템

청계천 공사중의 교통혼잡 완화 및 유고에 대비하여 교통·전자·통신 분야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청계천 

공사에 의한 영향권 도로를 지능화하여 청계로 및 주변 도로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교통정체를 최소화한

다.

BigDig 공사중 교통관리센터 및 처리방안

   • OCC(The Operations Control Center) 설립 : Ted Williams 터널부근에 최첨단의 교통관리     

Operations Control Center (OCC)를 설립, OCC의 “Smart Highway"computer는 교통상황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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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전, 공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35,000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OCC 시스템은 통행

속도나 교통량, 혼잡 등의 정보를 전광판이나 lane control signals(차로제어신호), 교통방송 및 일

반 라디오방송을 통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PUBLIC TRANSIT : 통근열차를 재운행, 시외곽 역사 주차장건설, 새로운 지하철 차량의 구매  와 

새로운 Silver Line 전기버스 운행을 계획했다.

   • 빅딕(BigDig) 공사중 처리방안의 중점계획 : 테드 윌리암스(Ted Williams)터널의 조기 완공 및 챨스

(Charles)강을 건너는 4차선의 교량을 우선 개통했다.

(2) 청계천복원공사(고가구조물 철거부문) 교통관리 계획서

교통관리계획의 목적

청계천복원에 따른 청계고가도로 철거공사로 인하여 청계천로상의 도로 점용으로 공사기간동안 통과차량

의 통행지체 및 소통불편, 교통안전상 위험 등이 예상되는 바, 통과차량에 대한 소통 및 안전문제 노출 

최소화와 주변영향권의 보행, 대중교통, 자전거, 주·정차 등 관련항목의 영향을 『서울시 도로공사장 관

리 지침(2001. 3)』에 준하여 교통소통대책과 교통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교통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 교통영향분석 교통량 산정

- 주차 : 도심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획단속(불법 주·정차 없음)

- 버스 : 도심순환버스 도입운행, 버스노선 임시조정

- 도로 개선 : 대학로·창경궁로 일방통행제 시행, 두무개길 연결로 정비, 청계천 시점부 교통처리

(갑을빌딩→종로구청 일방통행제, 동아일보사앞 : 청계천로→태평로 좌회전 확대시행, 광화문사

거리 : 종로→태평로, 새문안길→세종로 좌회전 신설), 왕십리길‧마장로 가변차로제, 을지로~마장

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 도심내 주요교차로 개선 : 광교교차로, 광화문교차로, 중앙우체국사거리(한국은행앞 및 회현교차

로), 시청앞교차로, 삼일고가 밑 중앙극장앞교차로

   • 공사중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 주변관련계획 :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계획시 교통영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비슷한 시기의 

도로계획을 앞 당겨서 완공하거나, 사업시행을 연기하였다. 또한 주변지역에 계획된 도로에 대해

서 사업이 시작된 도로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을 통한 청계천 대체 도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자체를 연기하여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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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도로 교통영향 분석

- 교통량 변화 : 청계고가 철거공사시 주변 우회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도시고속도로, 

도심유입도로, 도심내부도로의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 통행속도 변화 : 청계고가도로 철거공사시 도심의 통행속도는 21.0km/h→18.3km/h로 2.7km/h(12.

9%) 감소했고, 서울시 전역의 속도는 평균 22.5km/h→22.1km/h로 0.4km/h(1.8%) 감소했다.

청계천로 교차로 공사시 교통영향분석

   •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 청계고가 철거공사시 교차로구간을 공사할 경우 청계천로상의 좌회전 이

동류를 금지하며, 단계별 시행시 각 교차로 서비스수준은 아래 <표 4-1-21>와 같다.

교차로명

공  사  전 공  사  중
증감

(초/대)제어지체
(초/대)

서비스
수준 단 계 제어지체

(초/대)
서비스
수준

1. 동아일보앞 49.5 C 전단계 39.2 C -10.3

2. 무교동사거리 21.0 B 전단계 23.3 B 2.3

3. 광교 66.1 D 전단계 46.3 C -19.8

4. 청계2가 192.2 F

기타단계 71.8 E -120.4

3단계 30.8 C -161.4

4단계 22.3 B -169.9

5. 청계3가 43.0 C 전단계 38.4 C -4.6

6. 청계4가 45.4 C

기타단계 30.1 C -15.3

4단계 30.1 C -15.3

5단계 43.0 C -2.4

7. 청계5가 166.1 F

1단계 95.0 E -71.1

2단계 57.5 D -108.6

3단계 36.1 C -130.0

8. 청계6가 226.0 FF

1-3단계 293.5 FF 67.5

4단계 47.6 C -178.4

5단계 156.6 F -69.4

6단계 294.6 FF 68.6

9. 청계7가 45.1 C

1-3단계 33.1 C -12

4단계 24.1 B -21

5단계 22.8 B -67.9

6단계 33.8 C -11.3

10. 청계8가 39.1 C
1단계 29.2 B -9.9

2-3단계 23.8 B -15.3

11. 청계9가 43.5 C
1단계 72.2 E 28.7

2단계 30.3 C -13.2

12. 성동구청 40.2 C
1, 4단계 36.4 C -3.8

2-3단계 35.2 C -5.0

13. 신답철교 19.6 B 전단계 16.5 B -3.1

표 4-1-21. 공사전·중 교차로 서비스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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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교차로 : 청계천복원공사 시행시 청계천로 주변 교차로는 청계천로 및 청계고가를 이용하  던 

차량들의 우회통행에 따른 교통량증가로 인해 교차로의 지체가 다소 증가했다.

교차로명

현    황 공  사  중 비    고

교통량
(pcph)

제어지체
(초/대)

LOS
교통량
(pcph)

제어지체
(초/대)

LOS
교통량
(pcph)

제어지체
(초/대)

15. 세종로 18,503 77.7 E 19,422 102.4 F 919 24.7

16. 공안과 8,475 45.3 C 9,103 77.0 E 628 31.7

17. 종각 10,688 76.6 E 11,457 91.9 E 769 15.3

18. 종로2가 10,798 70.3 E 11,896 118.5 F 1,098 48.2

19. 종로3가 9,894 107.6 F 11,748 120.8 F 1,854 13.2

20. 종로4가 8,508 156.9 F 9,835 177.7 F 1,327 20.8

21. 종로5가 9,970 153.4 F 10,737 150.1 F 767 -3.3

22. 동대문 10,400 175.2 F 11,911 236.8 FF 1,511 61.6

23. 숭인동 9,144 164.8 F 11,816 241.2 FF 2,672 76.4

24. 신설동 7,297 57.2 D 10,475 126.7 F 3,178 69.5

25. 용두동 6,153 43.2 C 7,997 97.3 E 1,844 54.1

26. 제기동 5,836 63.0 D 6,259 77.4 E 423 14.4

27. 동부시립병원 4,278 47.0 C 4,753 61.1 D 475 14.1

28. 동마장 4,669 29.6 B 4,738 37.9 C 69 8.3

29. 시청동측 5,690 32.9 C 6,168 41.1 C 478 8.2

30. 을지로1가 7,326 93.0 E 7,994 137.0 F 668 44

31. 을지로2가 7,560 83.4 E 8,407 124.3 F 847 40.9

32. 을지로3가 4,611 32.4 C 5,712 47.7 C 1,101 15.3

33. 을지로4가 4,835 29.7 B 5,371 31.6 C 536 1.9

34. 을지로5가 7,092 47.4 C 7,658 56.6 D 566 9.2

35. 을지로6가 7,328 138.4 F 8,867 215.9 F 1,539 77.5

36. 한양공고 5,864 72.4 E 8,072 101.4 F 2,208 29.0

37. 신당동 7,245 120.1 F 10,540 204.2 F 3,295 84.1

38. 상왕십리 5,890 67.5 D 8,043 94.5 E 2,153 27.0

39. 하왕십리 5,050 30.0 B 7,118 42.0 C 2,068 12.0

40. 흥인동 4,209 39.4 C 4,751 67.8 D 542 28.4

41. 황학동 4,084 58.9 D 5,027 90.9 E 943 32.0

42. 양지사거리 2,727 60.0 D 2,468 56.5 D -259 -3.5

43. 도선사거리 5,182 41.9 C 5,012 36.0 C -170 -5.9

44. 남대문세무소 4,018 21.2 B 4,196 39.9 C 178 18.7

45. 세종호텔앞 4,934 110.7 F 6,697 205.6 F 1,763 94.9

표 4-1-22.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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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분석

청계고가 철거공사 시 횡단보도의 보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횡단보도 횡단폭 확보 및 높이 

3m를 유지하여 보행통로를 확보토록 한다. 청계4가와 5가 사이의 육교상가는 청계고가 철거 시 함

께 철거될 예정이며, 육교상가는 현재 횡단보행의 역할보다는 상가의 개념이 더욱 강하고 횡단을 위

한 보행자수가 많지는 않은 실정이고 육교상가 50m 반경 이내에 지하보도가 존재하므로 보행수요는 

처리가 가능하며 공사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계6가의 육교는 청계고가 철거 시 

함께 철거될 예정이지만, 육교의 보행이 3.9인/분/m로서 보행자수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더욱이 

청계6가 육교 40m 반경이내에 지하차도가 존재하므로 보행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청계천로와 삼일로 상의 횡단보도의 현행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차로의 

최소유효녹색시간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한다.

   • 대중교통

청계천로를 주 운행계통으로 하는 노선 등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노선은 12개 노선 426

대(일시적인 교통통제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우회경로 지정)로 공사 중 계속운행 하도록 존치하며, 청계

천로를 단순 회차 등을 위하여 운행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청계천로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15

개 노선 437대로 최단거리 우회경로를 검토했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버스노선의 존치 및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공사구간의 서비스를 최대한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중교통 영향분석은 제외한다.

   • 자전거도로

청계고가 철거공사 구간인 청계천로 상에는 자전거도로와 유사한 손수레길이 존재하지만 본 공사에 

의해 손수레길의 점유가 없어 현 상태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손수레길 상의 자

전거 및 손수레의 통행은 서울시의 노상 적치물 단속정책 등을 꾸준히 시행한다며 현 상태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분석과정에서는 생략한다.

   • 주·정차

청계고가 철거 공사에 따라 점유되는 노상주차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  역 단  계 점유된 주차면수 기  간 분석 대상구간

1공구 2구간

(청계 2가~청계3가)

1 8 7.1~7.20(20일) 1반

2 27 7.21~8.9(20일) 2반

1공구 3구간

(청계3가~청계4가)

1 25 7.10~7.29(20일) 1반

2 30 7.30~8.18(20일) 2반

2공구 2구간

(청계5가~청계6가)

1 28 7.1~7.20(20일) 5반

2 22 7.21~8.9(20일) 5반

2공구 3구간

(청계6가~청계7가)

1 21 7.1~7.20(20일) 6반

2 18 7.21~8.9(20일) 6반

표 4-1-23. 공사에 의해 점유된 노상주차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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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석대상구간의 현행 주차형태를 분석하여 소요주차면수를 파악하였으며, 회전수 그리고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구간
회  전  수 점  유  율 소요 주차면수

주차면수
첨두3시간 10시간 첨두3시간 10시간 첨두3시간 10시간

1반 3.13 9.41 0.78 0.68 86 75 99

2반 3.30 9.20 0.96 0.58 101 77 120

5반 3.59 11.03 0.81 0.61 105 79 116

6반 2.48 7.06 0.59 0.47 56 44 84

표 4-1-24. 분석대상 구간의 현황 

1공구 2구간 1단계, 1공구 3구간 1단계 공사시 각각 8면과 25면을 점유하게 되며 10시간 기준으로 주차

면수 산정시 적절한 주차공급수준으로 판단된다. 1공구 2구간 2단계, 1공구 3구간 2단계 공사시 각각 27

면과 30면을 점유하게 되며, 10시간 기준으로 주차면수 산정시 77면으로 주차공급 수준은 충분할 것으로 

분석된다. 2공구 2구간 1단계, 2단계 공사시 각각 28면과 22면을 점유하며 10시간 기준으로 주차면수 산

정시 79면으로 적정한 주차공급수준으로 판단된다. 2공구 3구간 1단계, 2단계 공사시 점유면수는 각각 

21면과 18면으로 10시간 기준으로 주차면수 산정시 44면으로 주차공급수준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구영 및 시영 일반 주차요금을 25~30% 인상과 시영 화물조업주차장의 승용차 장기주차

를 억제하기 위하여 10분당 1,3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을 통한 주차난 완화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본 공사에 의한 주차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시행에 따른 개선방안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복원공사 착수 이전까지 실행 가능한 단

기대책을 아래 <표 4-1-25>와 같이 제시했으며, 서울시에서 제시하지 않은 청계천 내부 개선방안을 통해 

복원공사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단기대책 주    요    내    용

수요관리방안
도심지 공공기관 방문주차수요 감소방안, 교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교통안내 강화,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등 홍보계획, 대중교통이용 시민운동 전개,  청계천복원관련 교통정보 제공

주차 개선 방안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운영, 도심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획단속

버스 운행 개선 방안 도심순환버스 도입운행, 버스노선 임시조정, 청계로상 셔틀버스 운영

도심부 도로 개선
대학로·창경궁로 일방통행제 시행, 두무개길 연결로 정비, 왕십리길‧마장로 가변차로제, 을지로~

마장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도심내 주요교차로 개선

광교 교차로, 광화문 교차로, 중앙우체국사거리 (한국은행앞 및 회현교차로), 시청앞 교차로, 삼일

고가밑 중앙극장앞 교차로, 청계천 시점부 교통처리(갑을빌딩→종로구청 일방통행제, 동아일보사앞 

: 청계천로→태평로 좌회전 확대시행, 광화문사거리 : 종로-태평로, 세문안길→세종로 좌회전 신설)

표 4-1-25. 서울시의 단기 교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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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모니터링 계획

   • 홍보계획

-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예고 표지판 설치

  ·공사안내표지판(운전자용) 설치

  ·공사안내표지판(보행자용) 설치

  ·우회안내표지판(차로변경안내) 설치

  ·회전금지 및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운전자용 설치)

  ·광역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운전자용 설치)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안내방송 및 홍보

  ·교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교통안내

  ·공사안내표지판,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대중교통이용 시민운동 전개

  ·교통방송을 통한 청계천주변 교통정보 제공

- 현수막 설치

  ·공사 시·종점부 및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간선도로상에 현수막 설치

- 교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교통안내

  ·기 설치된 교통관리시스템(도로전광표지)을 활용하여 청계고가 철거홍보 및 우회도로 안내 강화

(도로전광표지 126개소, 이동식 전광표지 12개)

  ·1단계(‘03. 4. 1 ~ 6. 30) : 청계고가 철거관련 승용차이용 자제로 대중교통이용 홍보(주요지점 

우회도로 안내 병행)

  ·2단계(‘03. 7. 1 이후) : 청계고가 폐쇄에 따른 구체적인 우회도로 안내 강화

- 도심진입교통 우회안내

  ·사업내용 : 도심을 목적지로 통행하는 차량들의 주 접근로인 천호대로와 남산1호터널, 한남로,  

한강로 등에 ‘03. 4월부터 단계별로 공사 및 우회안내 시행

  ·설치개수 : 교통안내표지판 53개소, 배너 21개소 등 총 107개소

  ·1단계(’03. 4. 1 ~ 6. 30, 철거일전 3개월전부터) : 청계고가 철거공사와 승용차이용자제 및 대중

교통이용 홍보

  ·2단계(’03. 6. 1 ~ 7. 31, 철거일 전후 1개월간) : 청계고가 철거공사에 따른 우회도로 안내, 청

계고가 철거 및 복원공사 기간동안 공사장 교통처리와 관계된 공사장 우회안내표지는 별도 설

치됨

- 교통방송을 통한 정보 제공

  ·청계천복원사업 종합 홍보방송 실시 : 청계천복원사업 홍보, 교통 종합대책, 청계천복원사업  진행

상항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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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정보표지차량

  ·서울시에서 이동식 가변정보표지차량을 활용한 상시 교통정보 제공 전략 수립

  ·소통정보 제공 및 공사, 유지보수용으로 활용중인 이동형 도로전광표지 12대중 실시간 정보제  

공이 가능한 교통관리센터용 3대 활용 

  ·청계고가도로와 직접 연계되는 천호대로중 사전에 우회가능한 교차로(광장동 사거리, 군자교 사

거리, 신답사거리 등)를 중심으로 배치하여 우회 유도

  ·나머지 건설안전본부 6대와 시설관리공단 3대는 도심지내 공사장 우회 안내시 활용

 

<그림 4-1-60> 가변 정보표지 차량

   • 청계천복원공사 대비 교통점검대책합동자문단 및 대책반운영

7월 1일 청계고가 폐쇄 및 청계천로 차로축소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교통

상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즉각적인 교통처리대책 및 시행이 필요하다. 교통상황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타당성 있는 교통처리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

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대책 자문단 및 대책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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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계천복원공사(도로 복개구문)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도로 복개공사로, 청계천로를 3개 공구로 분할하여 구간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간 소구간 단계 공    종 교통처리 방안 공사기간

1 1 1단계
[세종로~광교교차로]

: 본선 복개구조물 철거

·북측 편도 3차로 확보

·남측 편도 2차로 확보

·동아일보 앞 U-턴 제공

62일

1 1 2단계
[세종로~광교교차로]

: (무교동, 광교)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1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300일

1 1 3단계
[세종로~광교교차로]

: (무교동, 광교)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2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300일

1 2 1단계
[광교교차로~삼일로(청계2가)]

: 본선 복개구조물 철거

·청계천로 왕복 5차로 확보

·차량유도선 설치(주행방향 명확)
69일

1 2 2단계
[광교교차로~삼일로(청계2가)]

: (청계2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1

·보행통로 확보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삼일로 6차로 이상 확보

300일

1 2 3단계
[광교교차로~삼일로(청계2가)]

: (청계2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2

·삼일로 5차로 이상 확보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300일

2 - 1단계
[삼일로(청계2가)~세운상가램프]

: 본선 복개구조물 철거

·편도 2차로 확보

·보행통로 확보
102일

2 - 2단계
[삼일로(청계2가)~세운상가램프]

: (청계3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1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편도 2차로 확보

·보행통로 확보

300일

2 - 3단계
[삼일로(청계2가)~세운상가램프]

: (청계3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2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편도 2차로 확보

·보행통로 확보

300일

3 - 1단계
[세운상가램프~예지동(공구경계)]

: 본선 복개구조물 철거

·편도 2차로 확보

·보행통로 확보
90일

3 - 2단계
[세운상가램프~예지동(공구경계)]

: (청계4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1

·편도 2차로 확보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300일

3 - 3단계
[세운상가램프~예지동(공구경계)]

: (청계4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2

·편도 2차로 확보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300일

표 4-1-26. 청계천로(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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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소구간 단계 공    종 교통처리 방안 공사기간

1 - 1단계
[예지동(공구경계~동대문종합상가램프]
: 본선 복개구조물 철거

·편도 2차로 확보
·U턴 차로 확보 

74일

1 - 2단계
[예지동(공구경계~동대문종합상가램프]
: (청계5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1

·편도 2차로 확보
·U턴 차로 확보
·차량 유도선 설치

300일

1 - 3단계
[예지동(공구경계~동대문종합상가램프]
: (청계5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2

·편도 2차로 확보
·U턴 차로 확보
·차량 유도선 설치

300일

2 - 1단계
[동대문종합상가램프~동대문상가B동]
: 본선 복개구조물 철거

·편도 2차로 확보
·보행통로 확보
·신호등 이전 설치

100일

2 - 2단계
[동대문종합상가램프~동대문상가B동]
: (청계2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1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유도선 설치

300일

2 - 3단계
[동대문종합상가램프~동대문상가B동]
: (청계2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2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유도선 설치

300일

3 - 1단계
[동대문상가B동~삼일아파트4동]
: 본선 복개구조물 철거

·편도 2차로 확보 95일

3 - 2단계
[동대문상가B동~삼일아파트4동]
: (청계3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1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편도 2차로 확보
·차량 유도선 설치

300일

3 - 3단계
[동대문상가B동~삼일아파트4동]
: (청계3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2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편도 2차로 확보
·차량 유도선 설치

300일

4 - 1단계
[삼일아파트4동~숭인상가11동]
: 본선 복개구조물 철거

·편도 2차로 확보
·보행통로 확보

163일

표 4-1-27. 청계천로(2공구)

구간 소구간 단계 공    종 교통처리 방안 공사기간

1 - 1단계
[숭인상가11동~무학로(청계9가)]
: 본선 복개구조물 철거

·편도 2차로 확보
·보행통로 확보 

200일

1 - 2단계
[숭인상가11동~무학로(청계9가)]
: (청계5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1

·편도 2차로 확보
·보행통로 확보

300일

1 - 3단계
[숭인상가11동~무학로(청계9가)]
: (청계5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2

·편도 2차로 확보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보행통로 확보

300일

2 - 1단계
[무학로(청계9가)~정릉천]
: 본선 복개구조물 철거

·왕복 5차로 확보
·보행통로 확보

179일

2 - 2단계
[무학로(청계9가)~정릉천]
: (청계2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1

·왕복 5차로 확보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300일

2 - 3단계
[무학로(청계9가)~정릉천]
: (청계2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2

·왕복 5차로 확보
·교차로 2단계 구분 시공

300일

3 - 1단계
[정릉천~신답철교(마장2교)]
: 본선 복개구조물 철거

·마장2교 교차로 정상소통 128일

3 - 2단계
[정릉천~신답철교(마장2교)]
: (청계2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1

·마장2교 교차로 정상소통 300일

3 - 3단계
[정릉천~신답철교(마장2교)]
: (청계2가)교차로 복개 철거 및 교량건설 2

·마장2교 교차로 정상소통 300일

표 4-1-28. 청계천로(3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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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비용편익

1) 청계천복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전제

비용편익분석에서 주변 상권 매출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비용은 이

전비용으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배제한다. 지가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는 

비용편익분석에서 반영하지 않으며, 청계고가도로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

시한다. 따라서 청계천복원공사 기간동안의 ‘소음 피해’ 및 ‘교통 혼잡 비용’ 등은 ‘청계고가 유지/보수 공

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청계천복원사업의 사회적 비용

(1) 계량화된 비용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항목은 크게 사업비, 교통혼잡비용, 복원후 유지관리비용이며 추정된 값은 사업비 

375,474백만 원(시비 369,997백만 원), 교통혼잡(시간손실비용+추가된 차량운행비용) 연간 1,528억 원, 

복원후 관리 비용은 수질 및 수량 유지비(30~50억 추정)와 기타의 관리비를 합해 연간 100억 원으로 가

정했다. 이를 분석기간 25년간(청계천복원 이후 22년 동안) 할인율 7%로 할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1조 

7,965억 원이다.

(2) 비계량적인 부정적 효과(정성적 평가)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서울시의 집행과 참여 과정상의 논란, 예비비, 연구사업

비, 홍보사업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3) 청계천복원사업의 사회적 편익

(1) 계량화된 편익

청계천복원사업의 편익항목은 크게 환경개선편익과 청계고가도로의 유지보수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으로 

나눌 수 있고, 추정된 값은 다음과 같다. 

   • 청계고가도로의 유지보수비용절감 : 1,000억 원

   • 환경개선편익(역사성 회복도 포함)2): 설문 결과 서울시민들은 청계천복원에 대하여 매년 가구당 

103,309.05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이만큼의 환경개선편익을 누리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매

2) 유정식 교수(2002)는, 동일한 재화라 할 지라도 미래에 얻게 될 것보다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갖고 있는 것을 빼

앗길 때 더 큰 손실감을 갖는 손실 회피(loss aversion) 때문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때의 가치가 기존 가치의 보존 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르면 청계천복원에 따른 경제적 편익 추정은 기존의 환경개선 편익 추정연구에 비하여 과소추정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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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로 환산할 때, 가구당 8,609원이다. 서울시 인구를 1천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매년 3,562억 원의 

청계천복원에 따른 환경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분석기간 25년간(청계천복원사업

의 환경개선편익은 청계천복원 이후 22년 동안) 할인율 7%로 할인한 총 사회적 편익은 3조 3,096억 

원이다.

(2) 비계량적인 긍정적 효과(정성적 평가)

   • 청계천 주변 대기개선 효과 : 비용편익분석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청계천복원으로 인근  및 

서울시 전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와 건강위해도의 개선이 예상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제

시한다.

   • 경제적 파급효과 : 비용편익분석의 틀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청계천복원 사업과 재개발로 인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내

용은 별도로 제시한다.

   • 하천 복원에 대한 촉발효과(방아쇠효과 : triggering effect) 

   • 서울의 이미지 개선 

   • 강남·북 균형 발전 

   • 하천 복원기술의 습득 

4) 민감도 분석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동 상황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3)이라고 하는데,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즉 위험이 비록 주관적이지만 

어떤 의미있는 확률을 배정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면, 불확실성이란 확률을 배정하는 것조차 불

가능한 상황을 말한다.4)),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5) 첫째, 할인율이 변화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며 둘째, 사

업의 비용(cost)과 결과(outcome) 상황이 변하는 경우를 반영한다. 셋째, 환경복원 수준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며 본 연구에서는 확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관계로 상황별 분석으로 대신하는데, 이 경우는 

주로 가정 및 제약 조건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1997, p.155. 

4) 전게서, p.168.

5) Robert J. Brent, Applied Cost-Benefit Analysis, Edward Elgar, 1996,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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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인율, 분석기간별, 환경복원 수준의 변화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분석기간은 25년(청계천복원 이후 22년)을 적용하였고, 사업비는 서울시 사업비 375,474백만 원에 근거6)

(2003년 3월 투자심사서식 자료)하였으며, 환경편익 추정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 결과, 103,309.05원/

가구 ÷ 2.9인/가구 × 1,000만 명 = 연간 서울시 전체 3,562억 원대로 추정되었다.

할인율의 변화

5, 6, 7, 8, 9%를 적용한 민감도 분석 : 할인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순현재가치가 모두 양의 값을 가지

고 비용편익비 또한 1보다 크게 나와 사업이 타당하게 나왔다.

<그림 4-1-61> 할인율 변화에 따른 청계천복원사업의 민감도 분석 (분석기간 25년)

예비비의 변화

사업비만 고려,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사업비의 10%7), 사업비의 20%를 예비비로 가정하는 두 가지

의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할인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순현재가치가 모두 양의 값을 

가지고 비용편익비 또한 1보다 크게 나와 사업이 타당하게 나왔다.

<그림 4-1-62> 예비비 변화에 따른 청계천복원사업의 민감도 분석 (분석기간 25년, 할인율 7%)

6) 연도별 사업비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함

7) 예비비는 교통사업의 경우 최소 10%의 물량예비비를 고려함(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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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원 수준의 변화 

청계천복원에 따른 환경개선편익은 자연형 하천, 수질 2급수, 광교·수표교 복원을 상정하여 추정한 것이

나, 청계천복원 기본계획에 의하면 자연형 하천, 수질은 3급수(BOD 6mg/l 이하)이며, 광교·수표교 복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청계천이 자연형 하천, 수질 2급수(BOD 3mg/l 이하), 수변공간에 광교·수표교 등 역사문화가 있는 

곳(산책로, 체육·휴게시설 포함)으로 복원될 경우 

- 23354.73×1+22151.88×3+4499.56×3 = 103,309.1원/가구/년 

- 1인당 환산시(가구당 2.9명 적용) 35,623.8원/인/년 

- 서울시 인구를 1,000만이라 할 때 연간 서울시 전체 3,562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님.

   • 청계천이 자연형 하천, 수질 3급수(BOD 6mg/l 이하), 수변공간에 광교·수표교 등 역사문화가 있는 

곳(산책로, 체육·휴게시설 포함)으로 복원될 경우

- 23354.73×1+22151.88×2+4499.56×3 = 81,157.2원/가구/년

- 1인당으로 환산시(가구당 2.9명 적용) 27,985.2원/인/년

- 서울시 연간 2,799억 원이 환경개선편익으로 계산됨.

   • 청계천이 자연형 하천, 수질 3급수(BOD 6mg/l 이하), 수변공간에 광교·수표교 등 역사문화 복원

(산책로, 체육·휴게시설은 조성됨)이 어려울 경우. 

- 23354.73×1+22151.88×2+4499.56×2 = 76,657.6원/가구/년

- 1인당으로 환산시(가구당 2.9명 적용) 26,433.7원/인/년

- 서울시 연간 2,643억 원이 환경개선편익으로 계산됨.

<그림 4-1-63> 예비비 및 환경가치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분석기간 25년, 할인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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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결론

   • 시나리오 : 청계천복원사업을 청계고가도로 유지보수공사와 대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 

- 공사기간 3년 동안 교통혼잡은 청계고가를 유지보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반영하지 않음. 

- 청계고가를 유지·보수하여 존치하는 경우에는 약 30년 뒤에 다시 청계고가를 재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 이후의 사건으로 생각하여 배제함.

- 분석기간을 25년(청계천복원 이후 22년)으로 하여 할인율 7%를 적용할 때 청계천복원사업의   

B/C Ratio는 1.842, 순현재가치 1조 5,131.6억 원, 내부수익률 54.658%임. 

-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할인율, 분석기간, 환경편익 및 예비비를 다양하게 변화시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청계천복원사업의 타당성은 높게 나타남. 

- 분석 결과 : 분석기간(20, 25, 30년), 할인율(5, 6, 7, 8, 9, %), 기본계획에 따른 환경편익의 변화

(2급수·역사복원, 3급수·역사복원, 3급수·역사복원 불가), 예비비(0, 10, 20%) 등에 영향 받음.

- 분석 기간 25년(청계천복원 이후 22년)에서, 할인율, 환경편익 변화, 예비비 변화를 고려하는 경

우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청계천복원사업의 타당성은 분석기간이 길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짐으로써 B/C율은 커짐.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환경편익의 가치가 커짐으로 B/C율은 커짐.

  ·청계천복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청계천의 환경이 어떤 속성을 갖는가에 B/C율은 달라짐. 자연형 

하천, 2급수, 광교·수표교 복원 〉자연형 하천, 3급수, 광교·수표교 복원 〉자연형 하천, 3

급수, 광교·수표교 복원 불가의 순으로 B/C율은 낮아짐. 

  ·예비비가 커질수록 B/C율은 낮아짐. 

  ·청계천복원공사 기간 동안의 교통혼잡비용의 정도를 청계고가 유지·보수 공사가 이루어질 때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청계천을 복원함으로써 청계고가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투입되지 않아

도 된다고 보는 경우에 B/C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커지며, 순현재가치, 내부  수익률

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가짐.

5) 비용 대비 편익 분석결과 종합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할인율 7% 하에서 청계천복원후 22년까지(총분석기간 25년)를 분석기간

으로 할 때 순현재가치(NPV)는 1조5,131.6억 원이며, 비용편익비(B/C Ratio)는 1.842%, 내부수익률은 

54.658%였다.8) 따라서 청계천복원 사업은 교통혼잡 가중에 따른 시간손실 및 영업비용에도 불구하고 서

울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여 서울시민들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잠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단,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환경개선편익을 첫째, 자연형 하천조성에 따른 편익, 둘째 맑은 

8) 공청회 발표자료(2003.2.20)에는 B/C율이 1.853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차이는 서울시 추정 사업비가 약 100억 원 정도 증가하였고, 분석기간을 25

년으로 하여 분석한 것에서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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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2급수)이 흐르는 데 따른 편익, 셋째 광교수표교 등의 역사문화복원에 따른 편익으로 구분하여 추정

한 바, 위의 B/C 비율은 청계천복원이 위의 세 가지 환경개선편익이 특별한 변화없이 무사히 달성되었을 

때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단위 : 억 원)

구분
2003

(복원공사 
시작)

2004
2005
(복원 
완료)

2006 2007 (중략)
2027

(분석기간 
25년)

총
현재
가치

사

회

적

비

용

총 비용 918.7 1,289.6 1,057.3 1,242.0 1,160.7 … 300.0 17,965.3 

공사비 890.65 1,187.88 964.24 

기타 사업비 28.04 101.74 93.07 

유지관리비 0.0 0.0 0.0 76.3 71.3 18.4 

교통혼잡비용 1,165.7 1,089.4 … 281.5 

사

회

적

편

익

총 편익 934.6 0.0 0.0 2,717.4 2,539.7 … 656.3 33,096.8 

청계고가/복개로 

유지보수비용 절감
934.6 0.0 0.0

환경개선편익 2,717.4 2,539.7 … 656.3 

기타

※ 순현재 가치 : 1조 5,131.6억 원, B/C율 : 1.842, 내부수익률 : 54.658%

표 4-1-29.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            

7. 대기환경영향

1) 청계천 환경영향

(1) 대기환경

청계천 주변 대기환경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총 10개 지점을 선정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 설정항목인 미세먼지 (PM10),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납(Pb) 등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고, 측정기간은 2002년 10월 29일~11월 16일까지로 청계천 주변 도로

변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였다. 청계천 주변 도로변 대기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대기환경오염 공

정시험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청계천 도로변의 대기환경수준을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PM10)46.8~58.5㎍/㎥, 이산화황(SO2) 0.005~0.009 

ppm, 이산화질소(NO2)0.038~0.047 ppm, 일산화탄소(CO) 1.1~1.4 ppm, 오존(O3) 0.010~0.014 ppm 등

으로 측정됨에 따라 현재 청계천 도로 주변의 대기환경 수준은 서울지역 일반 평균치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기환경기준치 수준과 비교하여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항목에서 다소 높은 오염 농도 수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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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환경

서울시는 소음도 측정을 위하여 서울시내 주요지역 30개 지점 150개소(환경부 15개 지점 75개소, 서울시 

15개 지점 75개소)를 중심으로 분기별로 측정하였다. 조사범위는 청계천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히 소음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청계천 도로변 지역을 설정하였고, 소음현황의 측정조사는 현행 소음·진
동공정시험법에 의거 현지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지점 선정의 경우 앞서 측정·분석한 대기환경 항

목과 동일하게 도로변지역 10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단위: dB(A))

구 분
일  반  지  역 도로변 지역

녹지·전용주거 주거지역 상업·준공업 녹지·주거지역 상업·준공업

소음환경기준 50 55 65 65 70

1996 52 57 64 71 74

1997 51 53 60 72 72

2001 53 55 62 70 72

자료: 서울시, 「서울의 환경」, 2002.

표 4-1-30. 서울지역 소음도 현황

청계천 도로변 지역의 소음수준을 측정한 결과 (N-1)~(N-10)지점의 소음도는 주간의 경우 70.2dB(A) 

~74.9dB(A) 수준이며, 야간의 경우도 주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소음 수준은 소

음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청계천 도로변 생활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실정임을 나타낸다.

2) 생활공간과 시민건강인식

서울시민의 생활공간 영역별 환경수준과 대비될 수 있는 시민건강 영향인식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계

천복원구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720 가구를 대상으로 2002년 9월 16일~9월 26일 사이에 표

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계천복원지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5개 구간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서북·서
남·동남권의 3개 권역과 이에 해당하는 자치구로 구분하였다. 

(단위 : 명(%)) 

항      목
과   거 현   재

청계천 그 외 지역 청계천 그 외 지역

눈질환(예 : 알레르기 결막염) 58(16.2) 45(12.5) 22(6.1) 21(5.8)

코질환(예 : 비염, 축농증) 74(20.6) 82(22.8) 49(13.7) 36(10.0)

목구멍 질환(예 : 인후염) 51(14.2) 32(8.9) 21(5.9) 17(4.7)

호흡기 질환(예 : 천식, 기관지염, 폐렴, 폐결핵, 폐기종, 폐암) 69(19.2) 60(16.7) 35(9.8) 16(4.4)

피부질환(예 : 두드러기, 아토피성 피부염) 64(17.8) 57(15.9) 22(6.1) 27(7.5)

심혈관질환(예 : 협심증, 심근경색종, 고혈압) 6(1.7) 20(5.6) 6(1.7) 22(6.1)

뼈, 근육질환(예 : 골다공증, 관절염) 38(10.6) 46(12.8) 25(7.0) 27(7.5)

신경계질환(예 : 말초신경염, 두통) 39(10.9) 54(15.0) 20(5.6) 24(6.7)

소화기계질환(예 : 간염, 간경화증,과민성대장염, 위/십이지장궤양) 59(16.4) 46(12.8) 34(9.5) 29(8.1)

내분비질환(예 : 당뇨병, 갑상선질환) 9(2.5) 10(2.8) 3(0.8) 6(1.7)

표 4-1-31. 과거와 현재의 질환호소율에 대한 지역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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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생활 및 근무환경 여건과 건강영향

항      목 청계천 n수(%) 그 외 지역 n수(%)

1. 주거지역에서 가장 우려되는 환경문제는?

                        대기오염 200(56.50) 149(41.85)

                        수질오염 24(6.78) 34(9.55)

                        소음 87(24.58) 136(38.20)

                        악취 20(5.65) 24(6.74)

                        기타 23(6.49) 5(3.65)

2.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시 생활환경 상태

    대기오염 3.49(1.03)* 3.03(0.92)*

                        아주 양호하다 11(3.09) 18(5.07)

                        양호하다 57(16.01) 83(23.38)

                        비슷하다 88(24.72) 134(37.75)

                        열악하다 147(41.29) 111(31.27)

                        아주 열악하다 53(14.89) 9(2.54)

    수질오염 3.17(0.88)* 2.87(0.77)*

                        아주 양호하다 6(1.70) 12(3.38)

                        양호하다 70(19.83) 89(25.07)

                        비슷하다 156(44.19) 190(53.52)

                        열악하다 99(28.05) 60(16.90)

                        아주 열악하다 22(6.23) 4(1.13)

    소음 3.64(0.99)* 3.25(0.91)*

                        아주 양호하다 6(1.69) 8(2.24)

                        양호하다 44(12.36) 69(19.33)

                        비슷하다 91(25.56) 127(35.57)

                        열악하다 145(40.73) 131(36.69)

                        아주 열악하다 70(19.66) 22(6.16)

    악취 3.18(0.95)* 2.85(0.79)*

                        아주 양호하다 9(2.54) 9(2.54)

                        양호하다 77(21.69) 106(29.94)

                        비슷하다 140(39.44) 175(49.44)

                        열악하다 100(28.17) 57(16.10

                        아주 열악하다 29(8.17) 7(1.98)

3. 생활환경 수준이 건강에 영향을 미는가? 3.51(0.92)* 3.32(0.85)*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 43(11.98) 26(7.30)

                        많은 영향을 받는다 152(42.34) 120(33.71)

                        보통이다 117(32.59) 159(44.66)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9(10.86) 45(12.64)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8(2.23) 6(1.69)

4. 근무공간에서 가장 우려되는 환경문제는?

                        대기오염 195(55.40) 122(40.53)

                        수질오염 10(2.84) 24(7.97)

                        소음 114(32.39) 129(42.86)

                        악취 6(1.70) 13(4.32)

                        기타 25(7.1) 9(2.98)

표 4-1-32. 시민생활 및 근무환경 여건과 건강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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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계천 n수(%) 그 외 지역 n수(%)

5.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시 근무환경 인식 수준

    대기오염 3.78(0.88)* 3.02(0.94)*

                         아주 양호하다 4(1.16) 9(3.21)

                         양호하다 22(6.36) 81(28.93)

                         비슷하다 92(26.59) 94(33.57)

                         열악하다 157(45.38) 85(30.36)

                         아주 열악하다 71(20.52) 11(3.93)

   수질오염 3.30(0.79)* 2.88(0.75)*

                         아주 양호하다 4(1.17) 4(1.43)

                         양호하다 39(11.44) 78(27.86)

                         비슷하다 168(49.27) 152(54.29)

                         열악하다 110(32.26) 39(13.93)

                         아주 열악하다 20(5.87) 7(2.50)

    소음 3.88(0.81)* 3.27(0.86)*

                         아주 양호하다 1(0.29) 8(2.87)

                         양호하다 15(4.35) 91(32.62)

                         비슷하다 85(24.64) 134(48.03)

                         열악하다 169(48.99) 38(13.62)

                         아주 열악하다 75(21.74) 8(2.87)

    악취 3.37(0.88)* 2.81(0.81)*

                         아주 양호하다 5(1.47) 8(2.87)

                         양호하다 40(11.73) 91(32.62)

                         비슷하다 156(45.75) 134(48.03)

                         열악하다 103(30.21) 38(13.62)

                         아주 열악하다 37(10.85) 8(2.87)

6. 근무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의식수준 3.63(0.90)* 3.26(0.86)*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 55(15.54) 19(5.92)

                         많은 영향을 받는다 152(42.94) 105(32.71)

                         보통이다 113(31.92) 145(45.17)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8(7.91) 43(13.40)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6(1.69) 9(2.80)

7. 평소 서울시 대기·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3.25(1.01)* 3.39(0.93)*

                         매우 관심이 있다. 28(7.84) 35(9.83)

                         관심이 있는 편이다 131(36.69) 134(37.64)

                         보통이다 121(33.89) 134(37.64)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이다 55(15.41) 41(11.52)

                         거의 관심이 없다 22(6.16) 12(3.37)

8. 평소 서울시 대기·소음 등의 환경문제 인식수준 3.94(0.79)* 3.73(0.80)*

                         매우심각하게 느낀다 81(22.56) 52(14.44)

                         심각하게 느낀다 197(54.87) 184(51.11)

                         보통이다 67(18.66) 98(27.22)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10(2.79) 25(6.94)

                         전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4(1.11) 1(0.28)

시민생활 및 근무환경 여건과 건강영향(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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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 및 근무환경 여건과 건강영향(계속)

항      목 청계천 n수(%) 그 외 지역 n수(%)

9. 향후 서울시 대기환경·소음수준의 변화 예상 3.64(1.00)* 3.57(0.88)*

                         매우 악화될 것이다 66(18.38) 41(11.42)

                         대체로 악화될 것이다 162(45.13) 175(48.75)

                         현재와 흡사할 것이다 76(21.17) 92(25.63)

                         대체로 개선될 것이다 46(12.81) 49(13.65)

                         매우 개선될 것이다 9(2.51) 2(0.56)

주: 5점 척도를 점수화한 값으로 1점(긍정)~5점(부정)까지 분포하는 점수의 평균값임.

3) 청계천 지역 대기환경 위해도 평가

(1) 청계천 및 주변지역 VOC 측정

VOC 분석조건 및 Canister 제원

Silcosteel 재질의 캐니스터에 포집된 기체시료를 Entech 7100 Preconcentrator 내로 주입하여 흡착트랩

에 농축한 뒤 GC/MS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의 전 처리과정은 먼저 Microscale Purge & Trap 

기술을 사용하여 시료 20~1000㎖를 glass Beads트랩(모듈1)을 -150℃로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낮춤으로

써 VOC와 수분, 이산화탄소를 트랩에 머물게 한다. 다음단계로 모듈1을 상온으로 가온하여 휘발성분만을 

-10℃의 Tenax 트랩으로 옮겨 이 온도에서 이산화탄소는 Tenax 트랩에 머무르지 못하고 날아가고, 모듈

2를 180℃로 가열함으로써 휘발성분을 탈착하여 모듈3에서 초저온 냉각으로 농축하여 이를 GC로 도입한

다.

청계천 1차 실험 결과(2002. 9. 26)

청계천 1차 VOC 시료 채취 실험은 2002년 9월 26일 오전 8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2회 실험하였다. 측

정 지점으로는 청계천지역의 청계2가, 4가, 동대문 3곳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청계천주변지역은 을지로 3

가, 탑골공원, 2곳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의 경우 청계천 지역의 농도가 주변지역 

농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비발암성 물질인 톨루엔 등의 항목은 청계천주변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

였다. 이러한 청계천 및 주변지역에서의 BTEX 농도분포 변이는 교통 부하량이 많은 청계천 도로변에서 

자동차에 의한 벤젠 배출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이와 달리 청계천주변지역의 경우에는 유기용제 등을 취

급하는 상업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요 VOC물질의 측정지점별 농도를 전국도시지역 평균농도와 비교해 본 결과 전국도시지역 평균은 

기존 연구 결과 Benzene 3.8ppb, Toluene 10.4 ppb, Ethylbenzene 1.1ppb, m+p-xylene 2.7ppb 로 나

와 있으며(광화학 대기오염의 생성과정 규명과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종합조사·연구(Ⅰ), 환경부, 2002), 

Benzene을 제외한 모든 물질에서 전국주요 도시지역의 평균 농도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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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2차 실험 결과(2002. 10. 11)

2차 VOC 시료 채취실험은 2002월 10월 11일에 실시하였으며, 실험장소는 1차와 동일하나 청계천 주변은 

상가로 밀집되어있어 지역의 특성상 오전보다는 오후에 오염물질 배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험시

간을 오후 2시와 오후 6시로 변경하여 측정을 실시했다. 2차 측정의 경우 1차 VOC 측정결과와 유사한 

VOC 측정농도가 관측되었는데,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의 경우 청계천 지역의 농도가 주변지역 농도에 비

해 높게 나타났고, 비발암성 물질인 톨루엔 등의 항목은 청계천주변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청계천 도로변 및 주변지역에서의 BTEX 농도분포 변화는 앞서 제1차 실험 및 분석결과와 대동소이한 맥

락에서 그 원인을 추정하였다. 

한편 주요 VOC물질의 측정지점별 농도는 Benzene을 제외한 모든 물질에서 전국 주요도시지역의 평균농

도보다 높게 나타났고, 청계천주변지역인 을지로3가의 주요 VOC농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고

농도 수치는 을지로3가 지역 주변이 주로 유기용제, 접착제, 타일 등을 취급하는 상업시설들이 밀집된 영

향으로 판단된다.

청계천 3차 실험 결과(2002. 11. 1)

3차 VOC 시료 채취실험은 2002년 11월 1일에 실시하였으며, 실험장소는 1, 2차 실험과 달리 청계천주변

지역의 시료채취 장소를 주변 상가의 영향이 실험결과에 나타나는 을지로 3가에서 주변의 실험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영향인자가 적은 시청앞으로 변경하여 2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오후 2시와 오후 6시에 측정했

다. 

톨루엔 측정항목을 제외할 경우 3차 측정에서도 대체로 1·2차 측정과 같은 측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의 경우 청계천 지역의 농도가 주변지역 농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비발암성 

물질인 톨루엔 등의 항목은 청계천주변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통행량 집중에 

의한 벤젠 화합물이 배출됨으로 인하여 청계천 도로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이와 달리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는 상업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어 주변지역에서 톨루엔이 높게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요 VOC 물질의 측정지점별 농도는 Benzene을 제외한 모든 물질에서 전국 주요도시지역의 평균농

도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2차 실험결과보다 약간씩 농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측정수치의 변이도는 2차 실험시보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기온이 낮아서 생긴 결과인 것으로 판

단된다. 

(2) 청계천지역 및 주변지역과 전국도시지역의 주요 VOC물질 농도비교

청계천 1, 2, 3차 VOC 결과를 주요 VOC물질을 중심으로 청계천지역과 청계천주변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내어 전국도시지역평균값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청계천과 청계천 주변 지역의 농도가 전국 평균치

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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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4> 청계천지역 및 주변지역과 전국도시지역의 주요 VOC물질 농도비교

(3) 청계천 지역의 VOC 위해도 평가결과 

청계천 지역의 VOCs 평균 농도

청계천 지역에서 측정된 VOCs 총 37가지의 물질 중에서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를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1차, 2차, 3차에 걸쳐 2회씩 측정된 값을 청계천지역(청

계 2가, 청계 4가, 동대문)과 청계주변지역(을지로 3·5가, 탑골공원)으로 나누고 지역별 평균 오염도와 

범위(최소값 및 최대값)를 구했으며, 평균 오염도를 이용하여 평가 실행했다.

이 때 측정된 시료수가 제한적이어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매우 단면적인 측정 자료(청계천 도로변 지역 

n=18, 청계천주변지역 n=12)임을 감안하면 이들 측정 자료를 이용한 위해성 평가 결과는 계절적 불확실

성이 다소 내재될 수 있다. 이에 VOCs 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

계천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계천 도로변 및 주변지역

에 대한 측정 당시의 실험결과 중심으로 VOCs 노출에 따른 위해성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노출 시나리오

청계천 지역에서의 VOCs 노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 노출 시나리오 A : 청계천 및 주변지역 주거 시민그룹

- VOC 노출에 따른 건강 위해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A 시나리오는 노출기간 70년, 노출

빈도 일년간 365일(days/year), 하루 종일 오염 물질에 노출된다고 가정하여 체중(Body Weight, 

BW) 70kg, 호흡율(Breathing Rate, BR) 20m3/day(US EPA, 1996)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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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 시나리오 B : 청계천 및 주변지역 노동직업 종사그룹

- 노출 시나리오 B는 활동이 많은 사람이 노출기간 30년, 노출빈도 일년 중 300일(25일×12달), 하

루 8시간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된다고 가정하여 체중은 위의 노출 시나리오 A와 같은 70kg을 적

용하였고 호흡율은 격한 운동을 할 때의 호흡율 31.2m3/day(US EPA, 1996)을 적용

   • 노출 시나리오 C : 청계천 및 주변지역 사무직 종사그룹

- 시나리오 C는 시나리오 B와 비교해서 비교적 활동이 적은 사람이 노출기간 30년, 노출빈도 일년 

중 300일(25일×12달), 하루 8시간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된다고 가정하여 체중과 호흡율은 시나리

오 A와 같이 체중 70kg, 호흡율 20m3/day(US EPA, 1996)을 적용

위해성 평가 결과

자료 조사 결과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중에서 Benzene은 발암 물질, 

Toluene과 Ethylbenzene은 비발암 물질로 조사되었으며, (m,p)Xylene은 정량적 위해성 평가를 위한 유

용한 정보가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BTEX 가운데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대상으로 위

해도를 평가하였다.

구분 물 질 명 청계지역 청계주변지역 비  고

A

Benzene1)
1×10-5

(3.5×10-7~6.0×10-5)

7×10-6

(1.8×10-6~1.2×10-5)

청계천 및 주변지역 주거 

시민그룹

Toluene2) 0.3 (0.01~1.7) 0.4 (0.02~1.4)

Ethylbenzene2) 0.02 (0.006~0.05) 0.02 (0.006~0.05)

(m,p)Xylene2) - -

B

Benzene1)
3×10-6

(6.4×10-8~1.1×10-5)

1×10-6

(3.3×10-7~2.1×10-6)

청계천 및 주변지역 

노동직업 종사그룹

Toluene2) 0.06 (0.03~0.310) 0.06 (0.004~0.247)

Ethylbenzene2) 0.004 (0.001~0.008) 0.004 (0.001~0.009)

(m,p)Xylene2) - -

C

Benzene1)
2×10-6

(4.1×10-8~7.1×10-6)

8×10-7

(2.1×10-7~1.4×10-6)

청계천 및 주변지역 사무직 

종사그룹

Toluene2) 0.04 (0.002~0.199) 0.04 (0.003~0.159)

Ethylbenzene2) 0.003 (0.001~0.005) 0.003 (0.001~0.005)

(m,p)Xylene2) - -

※ 1) 발암물질: 초과발암위해도 적용

   2) 비발암물질: 비발암 독성 위험값 적용

   3) ( )안의 수치는 해당 VOC 노출에 따른 최소 및 최대 위해도를 의미함.

표 4-1-33. 노출 시나리오별 위해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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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천 대기환경 DB구축 및 대기환경 영향 비교평가

(1) 청계천 대기환경 DB구축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료체계(DB) 구축은 일차적으로 대기 환경 및 소음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당

해 사업의 사회적 편익(비용)을 가늠함으로써 논의과정의 활력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서울의 대기환경·
소음수준에 대한 시민의 건강영향 인식결과를 바탕으로 시민환경 기초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의미에

서 청계천복원사업의 당위성을 대기오염·소음환경 개선 측면에서 유의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그

러므로 청계천복원사업 시행 전·후의 대기환경 및 소음수준의 변화파악을 통해 이를 금전적 가치 환산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 논의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2) 청계천 대기환경 영향 비교평가

청계천복원 교통분석 설명 및 기본가정

   • 교통체계분석은 평일 오전첨두시(08:00-09:00시)를 기준으로 분석. 

   • 복원 시작점에 대한 가정은 서측 : 동아일보사앞, 동측 : 성동구청앞 

   • 청계고가도로 철거계획은 청계로상의 모든 청계고가 관련시설(기존청계고가도로 및 램프 등)은 철거

하되, 삼일로구간은 계성초교앞에서 1호터널로 연결되는 램프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

   • 청계천복원후 청계로 2-3차로 운영(동아일보↔광교구간 및 청계7가↔성동구청 : 3차로, 나머지구간 

: 2차로 운영)

   • 청계천로상의 모든 교차로에서 행해지는  좌회전은 모두 금지

   • 버스노선 및 지하철운영은 현행유지

   • 기존 청계고가도로 및 램프는 완전철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청계천복원 전에는 현행 서울 도심 지역 및 수도권 통행 기종점(O-D) 자료를 활용하여 앞서 논의된 배출

량 산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오전 첨두 1시간 동안에 자동차유발 대기오염물질배출 총량은 도심 

2.0톤, 서울 36.3톤, 수도권 55.3톤 배출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청계천복원 후에는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시 적용되는 교통분석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정된 통행 O.D 자

료를 바탕으로 자동차 유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오전 첨두 1시간 동안에 도심 1.9

톤, 서울 34.5톤, 수도권 53.1톤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청계천복원으로 인한 대

기오염물질 배출 패턴은 긍정적인 효과를 방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첨두 1시간 통행 기종점

(O-D) 자료를 활용하여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면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으로 인한 서울 대기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복원 전 23.8만톤에서 복원 후 22.7만톤으로 변화되어 약 1.1만톤/년정도 배출감소 

효과가 있는 것을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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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대기환경 영향비교 결과에 의하면 청계천복원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순편익

은 도심 53.6억 원/년, 서울 398.7억 원/년, 수도권 1,163.8억 원/년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대기환경 

개선편익은 자동차 연료의 소비절약 효과와 더불어 청계천복원 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낳고 있음을 의미한

다.

(단위 : 만 원) 

구  분 첨두 1시간 24시간 1년

수도권 1,771.4 31,885.2 11,638,104.8

서  울 606.8 10,922.5 3,986,744.6

도  심 81.5 1,467.5 535,622.1

주: 24시간 자료는 오전 첨두 1시간 통행량의 일평균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함.

표 4-1-34. 청계천복원에 따른 대기환경 순편익

청계천복원에 따른 대기오염농도 개선효과

청계천복원 전·후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에 의한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지역과 청계

천 도심지역으로 구분하여 대기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즉 ISC 모델링 결과로 서울전체 오염물질별 평균농

도와 도심지역의 오염물질별 평균농도를 추정하여 청계천복원 전·후의 개별 오염물질별 오염농도를 비교

하여 개선효과를 살펴보았다. ISC 모델링 결과에 의하면, 서울전체와 도심지역의 평균농도를 복원 전·후
로 비교하였을 때 청계천복원후가 복원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

로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 및 도심지역에서 대기환경 개선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의 

환경적 가치증진의 일면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5) 청계천복원 전·후 미기후 변화분석

(1) 도시기후의 변화와 도시열섬(Heat Islands) 현상

도시기후의 변화패턴

   • 도시열섬의 발생

도시화 진전에 따라 도시지역이 주변 지역과는 다른 기후가 형성되는 현상은 Landsberg(1981)의 연

구 이후 실험분석과 실증자료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Landsberg(1981)에 의하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을 횡단면적으로 비교 할 경우 일사량·풍속·습도 등은 감소하나, 기온·운량대기오염도 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또한 Klysik and Fortunik(1999)에 따르면 도시기후의 특성을 가

장 잘 나타내는 요소로서 도시열섬효과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주변교외지역보다 개발에 따른 도시지

역의 기온이 증가되는 독특한 기상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도시 기후를 결정하는 주된 영향인자인 기온의 수평분포는 도시·주변지역간 변이도가 더욱 심

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도시지역의 고온화 현상에 한정하여 열섬효과(Heat Island Effects)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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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즉, 최근의 도시생활의 특징은 여름에는 편히 잘 수 없는 밤이 많으며 겨울에는 서리기 

중이나 서리를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의 원인은 도시의 경우 인구 증가와 집중을 수반한 건

물의 고층·고밀화, 포장화에 의해 나대지(裸垈地)와 수면, 녹지가 소실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에너

지소비 부하량 증대에 따른 폐열 증대도 원인이 되어 고온화와 저온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도시열섬의 발생원인과 대책

도시화로 인한 토지이용 변경은 녹지 감소, 도로 포장율의 증가, 도시 하천의 변화 등으로 주변 교

외지역과는 다른 도시 특유의 기후를 형성하고, 이렇게 변화된 기상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

온상승 효과이다. 특히 서울시 미기후 변화는 “도시열섬”의 일부분으로서 서울의 온도(미기후) 변화

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도시열섬효과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시민생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기온 상승현상인 열섬효과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이의 최근 사례로서 도심 청계천복원사업이 해당된다.

지구온난화와 도시기후 변화

최근 온실효과에 의한 기후변화 현상을 둘러싼 우려가 점증하고 있으며, 1880년~1980년 기간동안 약 1℃ 
지구온도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2100년경에는 지구온도가 약1℃~3.5℃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

측되며, 지구온난화 상승과 서울지역 도시 온도상승이 유사 경향을 보여, 거시적·지구적인 기후변화와 

도시규모 성장에 따른 미시적인 도시기후 변화는 일맥상통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표면온도가 더워지는 지구온난화현상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평균0.8℃~3.5℃, 해수면은 5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

재와 빙하기간 온도차이가 5℃ 수준인 점에 비추어 지구온난화현상은 향후 인간 정주환경을 결정하는 주

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 영상자료(LANDSAT)를 통한 청계천 주변 온도변화

   • Landsat TM band 6 DN값으로부터의 온도변환

청계천 지역의 온도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열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열주사계의 일종인 TM 영상

의 band6 으로부터 지표면의 열지수를 산정, 연후에 위성영상 여름자료를 이용하여 열밴드(Thermal 

band)의 DN을 회귀분석한 후 서울시 전역의 지표면 절대온도를 추출하였다. 인공위성영상 자료결과 

서울도심 특히 현행 청계천복원구간에서의 높은 온도분포가 나타나며, 이는 서울시 도심의 열섬현상

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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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화상 측정 장비를 이용한 청계천 주변 온도변화 분석

청계천복원 하류구간을 대상으로 열 분포(熱 分布)를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측정 장비 Thermo 

Tracer(TH7102MX/WX)를 이용하여 2003년 3월 20일 오전과 오후에 측정을 실시하였다. 열화상 측

정당일의 서울지역 온도분포는 최고온도 14.2℃, 최저온도 1.4℃, 평균온도 7.9℃였다. 

청계천복원 하류구간을 대상으로 열화상 장비를 이용하여 온도(열) 분포를 측정한 결과 청계천 및 

주변지역에서 교통 및 건물 에너지 이용에 따른 열에너지 방출로 인하여 온도분포가 높게 형성되었

다. 이러한 경향은 교통 통행량 집중지역, 에너지 소비 건물의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도심 열섬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청계천복원 전후 미기후 변화 비교분석

현행 청계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고, 또한 향후 청계천 도심 재생계획과 관련하여 11개 블록으

로 구분하여 연후에 개별 블록별 청계천복원에 따른 미기후(온·습도, 풍향 및 풍속) 변화를 복원 전·후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청계천복원 전·후 미기후 변화(제 11구간)

   • 청계천복원 전·후 온도 및 습도 변화

- 청계천복원 전·후 미기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

  ·서울 기상대의 1992년~2001년 평균 기상자료 활용

  ·적용조건: 여름철 평균온도 24.5℃, 습도 73.9% 적용

- 청계천복원 전·후 제 11구간의 온도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계천복원으로 인하여 최대 0.8℃  
(Receptor 3), 최소 3℃(Receptor 8)의 온도저하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일 시간변화에 따른 

온도변화 경향은 12시에서 평균 0.5℃, 14시 0.6℃, 16시 0.4℃ 감소되는 도시열섬 냉각효과

(cooling effect)를 보임

- 한편 청계천복원 전·후 11 구간의 습도변화를 분석한 결과, 습도 항목은 일률적으로 감소 또는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고, 지점별 습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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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or
12:00 온도범역 14:00 온도범역 16:00 온도범역

복원전 복원후 증감(▽) 복원전 복원후 증감(▽) 복원전 복원후 증감(▽)

1 24.8℃ 24.2℃ 0.6℃ 25.3℃ 24.6℃ 0.7℃ 24.8℃ 24.3℃ 0.4℃

2 24.9℃ 24.3℃ 0.6℃ 25.6℃ 24.8℃ 0.7℃ 24.8℃ 24.4℃ 0.4℃

3 25.1℃ 24.4℃ 0.7℃ 25.8℃ 25.0℃ 0.8℃ 25.0℃ 24.4℃ 0.5℃

4 25.2℃ 24.6℃ 0.6℃ 25.9℃ 25.2℃ 0.7℃ 25.0℃ 24.5℃ 0.5℃

5 25.1℃ 24.5℃ 0.6℃ 25.6℃ 24.9℃ 0.7℃ 24.9℃ 24.4℃ 0.5℃

6 25.1℃ 24.7℃ 0.4℃ 25.8℃ 25.3℃ 0.6℃ 24.9℃ 24.5℃ 0.4℃

7 25.0℃ 24.6℃ 0.4℃ 25.7℃ 25.2℃ 0.5℃ 24.9℃ 24.5℃ 0.4℃

8 25.0℃ 24.6℃ 0.4℃ 25.6℃ 25.2℃ 0.4℃ 24.8℃ 24.5℃ 0.3℃

9 23.2℃ 22.8℃ 0.4℃ 23.0℃ 22.6℃ 0.4℃ 22.9℃ 22.4℃ 0.4℃

10 23.1℃ 22.7℃ 0.5℃ 23.0℃ 22.5℃ 0.5℃ 22.8℃ 22.3℃ 0.5℃

11 23.2℃ 22.7℃ 0.4℃ 23.0℃ 22.5℃ 0.5℃ 22.8℃ 22.4℃ 0.4℃

평균 24.5℃ 24.0℃ 0.5℃ 24.9℃ 24.3℃ 0.6℃ 24.3℃ 23.9℃ 0.4℃

표 4-1-35. 청계천복원 전·후 제11구간의 시간대별 온도변화 

구 간 구  간  설  정 복원전 복원후 온도저감

1구간  태평로 ~ 광교                                (560×480) 24.2℃ 23.8℃ 0.3℃

2구간  광교~ 삼일로 (조흥은행본점~한화빌딩)        (480×480) 24.3℃ 24.0℃ 0.3℃

3구간  청계천2가 (청계2가 교차로~청계3가 교차로)    (440×480) 24.5℃ 24.2℃ 0.3℃

4구간  청계천3가, 청계천4가 (센추럴관광호텔~청계4가 교차로) (544×480) 24.5℃ 24.1℃ 0.4℃

5구간  청계천5가 (서울은행 ~ 청계5가 교차로)        (440×480) 24.4℃ 24.1℃ 0.4℃

6구간  청계5가 교차로~동화시장                     (480×400) 24.5℃ 24.2℃ 0.3℃

7구간  프레야타운 ~ 청평화시장                     (800×560) 24.8℃ 24.4℃ 0.4℃

8구간  성동기계공고 ~삼일아파트 17동               (304×600) 24.5℃ 24.1℃ 0.5℃

9구간  삼일아파트 18동 ~ 삼일아파트 24동           (400×544) 24.7℃ 24.2℃ 0.4℃

10구간  난계로 ~청계9가 교차로                      (616×600) 24.5℃ 24.1℃ 0.4℃

11구간  청계9가 교차로 ~ 성동구청   신답철교        (690×600) 24.9℃ 24.3℃ 0.6℃

표 4-1-36. 청계천복원 전·후 제1구간~제11구간의 시간대별 온도변화 

   • 청계천복원 전·후 풍향·풍속

- 청계천복원 전·후 바람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

  ·서울 기상대의 1992년~2001년 평균 기상자료 활용

  ·적용조건: 여름철 평균풍속 2.0m/sec, 풍향 북동풍(NE) 적용

- 청계천복원 전·후 제 11구간의 풍환경(風環境)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계천복원으로 인하여 평균

풍속은 고가 도로를 따라 형성되는 풍속은 고가 철거로 인하여 다소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나 청

계천복원 구간을 따라 풍속은 바람흐름의 왜곡현상이 없이, 균일한 형태의 바람 흐름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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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에 따른 미기상 변화 시사점

청계천복원은 도심에 하천을 재생함으로써 도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열섬에 대한 냉각효과

(cooling effect)를 제공하여 청계천 이용시민에게 기후조건이 고려된 도시형 하천으로서 기능을 수행한

다. 특히 청계천복원의 도시기후 조절효과의 경우 현행 청계로 교통 통행량에 의해 자동차 엔진의 인공배

열(人工排熱)효과, 청계로 아스팔트도로의 축열 및 배열효과, 그리고 도로주변 건물에너지 이용 등에 따른 

에너지 방출 등을 감안하면 청계천복원에 의한 도시 미기후 조절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에 향후 

도심기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청계천주변지역 개발계획을 도시기후와 조화되는 방향을 전개할 경우 청

계천복원에 의한 도시기후 조절 기능은 또한 더욱 증대되며, 결과적으로 환경·생태 친화적 도심기능 재

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8.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기법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 중 다양한 경제활동을 함께 묶어 상호간 연계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는 지역투입산출분석을 선택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투입

산출모형에는 단일지역모형, 다지역모형이 있으며, 다지역모형은 다시 IRIO(Interregional I/O), 

MRIO(Multiregional I/O)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조사방식에 따라 기술계수 및 교역계

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는 MRIO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청계천복원사업비(총 3,649억 원) 투자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전    국 서 울 지 역(비중)

생산유발효과 약 9,478억 원 약 5,606억 원(59.14%)

고용유발효과 약 1만 7,700명 약 1만 4천명(78.70%)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077억 원 약 2,771억 원(67.96%)

표 4-1-37. 청계천복원사업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3) 청계천주변지역 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청계천복원사업과 함께 얼마나 광범위한 도심재개발이 유발되고 추진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과 같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재개발 투자소요자금을 추정하여 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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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도 심 재
개    발
범    위

청계천주변지역에서 이미 지정된 재
개발구역의 미시행지구만 재개발되
는 경우

청계천 주변 재개발 검토대상범위 
중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낮은 블록
을 제외한 전지역이 모두 재개발되
는 경우

시나리오 2와 동일한 블록을 기준으
로 하되, GIS기법을 이용하여 주거
지역, 신축건물(10년 이내), 학교·
공원부지 등 재개발의 필요성 및 가
능성이 낮은 지역을 제외하여 면적
을 산정

투자소요자금 2조 3,383억 원 6조 4,015억 원 4조 2,150억 원

경 제 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전국:약 6조 740억 원
  (서울: 3조 5,929억 원)

·고용유발효과
  전국:약 11만 3천명
  (서울: 8만 9천명) 

·부가가치유발효과
  전국:약 2조 6,129억 원
  (서울: 1조 7,761억 원)

·생산유발효과
  전국:약 16조 6,285억 원
  (서울: 9조 8,361억 원)

·고용유발효과
  전국:약 31만 5백명
  (서울: 24만 4천명)

·부가가치유발효과
  전국:약 7조 1,533억 원
  (서울: 4조 8,623억 원)

·생산유발효과
  전국:약 10조 9,489억 원
  (서울: 6조 4,765억 원)

·고용유발효과
  전국:약 20만 4천명
  (서울: 16만 9백명)

·부가가치유발효과
  전국:약 4조 7,100억 원
  (서울: 3조 2,015억 원)

표 4-1-38. 시나리오별 투자소요자금 및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4) 청계천주변지역 산업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청계천주변지역의 재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동 지역의 연상면적이 증가하고, 이

에 따라 기존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체수도 증가하여 전체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

다. 또한 국제금융, 첨단IT/문화산업 등 새로운 업종이 유치되고 일부 업종은 타 지역으로 이전되어 산업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청계천주변지역 정비 및 재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나

타날 이러한 산업활동에 의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다른 가정하에 시나리오

를 설정하였다.

(1) 시나리오A

첫째, 청계천주변지역의 현재의 산업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총 연상면적 증가의 효과만을 분석

한다. 둘째, 현재의 블록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용하여 기존연상면적을 구한 후 재개발 완료후 가능연상

면적에서 이 기존연상면적을 차감해 줌으로써 증가하는 연상면적을 추정한다. 셋째, 연상면적 증가율 

166.2%를 청계천주변지역의 부문별 최종수요에 곱해 재개발로 인한 최종수요 증가분을 구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재개발 이전 재개발 이후 차이(변화)

생산유발효과
117,264억 원

(서울: 81,424억 원)
194,837억 원

(서울: 135,289억 원)
77,573억 원

(서울: 53,865억 원)

고용유발효과
227,802명

(서울: 198,669명)
378,499명

(서울: 330,095명)
150,697명

(서울: 131,426명)

부가가치유발효과
54,729억 원

(서울: 41,402억 원)
90,935억 원

(서울: 68,790억 원)
36,205억 원

(서울: 27,388억 원)

표 4-1-39. 청계천지역 산업활동에 의한 파급효과 변화(시나리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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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B

첫째, 청계천주변지역 정비와 도심재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도심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청

계천지역 산업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들의 

대도시 중에서 일본 동경이 서울과 여건이 가장 유사하다고 보고, 서울 도심의 산업구조가 일본 동경의 

도심3구의 산업구조를 닮아간다는 가정하에 산업구조 변화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청계천지역

의 부문별 종사자1인당 최종수요를 구한 후 동경 도심3구의 부문별 종사자비중을 청계천주변지역의 총 

종사자수에 곱하여 구조변화후의 부문별 종사자수를 추정한다. 단,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부문별 종사자

수를 집계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오차는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구한 부문별 종사자수에 

종사자1인당 최종수요를 곱하여 구조변화후의 부문별 최종수요를 구한다. 넷째, 재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이 시나리오에서 도출되는 파급효과의 크기에는 시나리오A의 재

개발로 인한 연상면적 증가의 파급효과가 포함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재개발 이전 재개발 이후 차이(변화)

생산유발효과
117,264억 원

(서울: 81,424억 원)

203,451억 원

(서울: 141,049억 원)

89,187억 원

(서울: 59,625억 원)

고용유발효과
227,802명

(서울: 198,669명)

367,505명

(서울: 311,769명)

139,703명

(서울: 113,100명)

부가가치유발효과
54,729억 원

(서울: 41,402억 원)

98,453억 원

(서울: 75,193억 원)

43,724억 원

(서울: 33,792억 원)

표 4-1-40. 청계천지역 산업활동에 의한 파급효과 변화(시나리오 B)

9. 사회영향분석

1) 언론동향 분석

(1) 빈도분석

우리나라 일간지와 주간지에 소개된 청계천복원사업에 관련된 기사, 사설, 기고문 등의 보도내용 전량을 

분석하여,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여 추후 대책의 근거로 삼기 위해 2002년 6월 ~ 2003년 4월까지 11개월 

동안 한국언론재단의 웹사이트인 www.kinds.or.kr에서 “청계천”을 키워드로 한 청계천 관련 보도 전수를 

조사하여 언론동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대상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

일보의 5대 일간지와 시사저널, 주간동아, 한겨레21, 주간한국, 주간조선의 5대 주간지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477

   • 보도지표

- 보도자료의 종류, 매체, 유형, 직업, 표현, 글자수, 키워드

   • 분석개요

- 총보도수 350건(일간지 : 344건, 주간지 : 6건)

- 보도당 평균 글자수 1,061자, 보도당 평균 키워드수 1.43개

   • 보도유형별 빈도

- 수집된 보도자료들 중 “기사”유형의 보도가 314회로 가장 다수

- “기고” 유형이 19회, “사설”과 논단이 각 6회, “시론”이 5회 차지

   • 보도매체별 빈도

- 한겨레신문이 99회로 빈도 가장 높음.

- 조선일보 68회, 중앙일보가 65회로 2,3위

-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58회와 54회로 4,5위

- 한겨레21과 시사저널은 각 2회, 주간동아와 주간한국 각 1회

매            체

유 형

일  간  지 주  간  지

계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시사
저널

주간
동아

한겨레2
1

주간
한국

주간
조선

기 사 60 62 51 89 47 1 1 2 1 - 314

사 설 1 1 1 2 1 - - - - - 6

기 고 4 2 3 7 2 1 - - - - 19

시 론 2 - 1 - 2 - - - - - 5

논 단 1 - 2 1 2 - - - - - 6

소 계 68 65 58 99 54 2 1 2 1 0
350

총 계 344 6

표 4-1-41. 보도유형에 따른 매체별 보도빈도

   • 보도월별 빈도

- 11월에 46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12월에 21회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임.

- 6월 26회에 머물렀던 보도횟수가 7월 35회로 높아지면서 8, 9월까지 이어졌다 10월에 다시 한풀 꺾임.

- 11월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보도빈도는 12월과 1월에 잠시 낮아졌다가 2, 3, 4월 들어 각 36회, 41

회, 37회로 빈도가 다시 높아졌는데, 착공일이 다가오면서 언론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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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기    준

유 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Total

기 사 19 31 24 26 23 42 21 22 36 38 32 314

사 설 1 3 1 - - 1 - - - - - 6

기 고 4 - 5 3 - 3 - 2 - 1 1 19

시 론 2 - 1 1 - - - - - - 1 5

논 단 - 1 - - - - - - - 2 3 6

Total 26 35 31 30 23 46 21 24 36 41 37 350

표 4-1-42. 월별 보도빈도

   • 보도분야별 빈도

- 각 보도자료들에 대하여 키워드별로 분류하였고, 하나의 보도에 두 개 이상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복표기를 하였음.  

- 전체 키워드는 총 500개

- 키워드 중 ‘환경’의 빈도가 가장 높으며 꾸준히 지속됨.

- 다음으로 교통, 역사, 상인, 시민, 재개발, 경제, 재원, 정치, 기타, 보상 순

- 환경, 교통, 역사가 TOP 3를 차지함으로써 청계천복원사업의 최대관심사와 사업 취지가 이들 3가

지 분야임을 짐작할 수 있음. 

분  야 키워드 항목 빈  도

교  통 교통대책, 교통체증, 일방통행, 교통량, 복개도로 109

재  원 재원마련, 재정, 추경예산 23

환  경 하천복원, 지하가스, 맑은 물, 인공연못, 유지용수, 한강, 소음, 조경, 폐기물 114

상  인 상권보호, 청계천상인대책위원회, 인근 상인, 대체지, 영업권 48

시  민 인근 시민, 시민광장, 주민협의기구(체) 39

역  사 옛 다리, 역사도시, 교량공모, 문화관광벨트, 도보관광코스, 교량복원, 수표교, 광교 59

재개발 강북발전, 민간유도 37

경  제 국제금융단지, 관광특구, 비용편익분석, 패션광장, 외자유치 24

보  상 보상대책 5

정  치 시의회, 현장사무소, 사이버투어, 홍보관 21

기  타 유년시절, 청계거리, 추억, 이명박, 양윤재, 청계마라톤 21

Total - 500

표 4-1-43. 키워드 포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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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정책분야의 월별 빈도

- 6월 : 환경에 대한 관심이 16건, 교통에 대한 관심이 11건

- 7월 : 환경과 교통에 대한 관심 여전히 높음.

- 8월 :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으나, 교통에 대한 보도는 줄어듬

- 9월 :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했으며, 환경과 교통 공히 관심대상

- 10월 : 역사와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고, 환경과 교통문제 축소

- 11월 : 역사보도가 가장 많고, 경제와 보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함.

- 12월 : 전달인 11월에 비해 보도빈도 및 키워드 수 현격히 떨어짐, 상인과 시민에 대한 언급이 주

를 이룸.

- 1월: 교통, 환경, 상인, 경제 등 여러 분야 고르게 언급,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의 “청계천주변

상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청원 계획 발표

- 2월 : 교통, 환경, 역사 분야 보도 급격히 많아짐, 교통과 환경 등 사업계획 전반에 걸친 준비부

족 지적, 수표교와 광교 등 옛 다리 원형복원에 대한 관심 증가

- 3월 : 청계천복원 세미나에서 수질·교통대책의 허술함 전문가들 지적, 시민단체의 교통대책 강구 

및 환경친화적 복원 요구

- 4월 : 7월 사업착공을 앞두고 전반적인 계획미비점이 지적되면서 특히 교통난에 대한 시의 준비 

부족으로 교통분야에 대한 보도기사 많아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Total

교통 11 12 5 16 1 - 1 7 19 20 17 109

재원 5 3 6 4 - - - - 1 1 3 23

환경 16 15 21 15 4 - 3 6 16 9 9 114

상인 - 7 4 2 - 2 5 7 8 8 5 48

시민 3 3 4 8 - 2 5 2 - 5 7 39

역사 2 2 4 3 9 11 2 5 14 4 3 59

재개발 1 2 8 2 3 7 2 4 - 4 4 37

경제 - - - - - 3 - 6 5 7 3 24

보상 - - - - - - - - 2 1 2 5

정치 2 - 4 5 - - 1 2 4 2 1 21

기타 4 - 6 6 - 1 1 1 1 1 - 21

Total 44 44 62 61 17 26 20 40 70 62 54 500

표 4-1-44. 각 키워드 월별 빈도수

(2) 우호도 및 내용분석

언론보도상의 메시지의 특징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보도의 진의를 추론하고 청계천복원에 대

한 언론의 우호도를 주별로 구분하여 전체 보도 기간 동안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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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부여 방법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사업에 대한 보도의 우호도에 따라 다음의 <표 4-1-45>와 같은 방식으로 -2에서 2

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우호도 정도 극단적 비판/반대 비판/반대 중 립 적 찬성/우호적
적극찬성/
우호적

점  수 -2 -1 0 1 2

표 4-1-45. 우호도 점수 부여 방식

우호도 분석 결과

   • 우호적 내용(찬성 및 적극찬성)이 총 123회 보도되어 35.14%, 비우호적 내용(반대 및 적극반대)이 총 

98회 보도되어 28%로 나타나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언론보도는 상대적으로 우호적 내용이 비우호

적 내용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립적 입장에 있는 보도는 총 129회 36.86%로 나타남.

단위 : 회(%)

우호도 정도 적극 반대 반대 중립적 찬성 적극찬성 계

보도빈도 40(11.43) 58(16.57) 129(36.86) 66(18.86) 57(16.29) 350(100)

표 4-1-46. 각 우호도별 보도빈도

   • 유형별 보도 우호도

  - 기사 : 객관적 성향을 띤 기사가 가장 많으며, 우호적 기사가 비우호적 기사보다 많음.

  - 사설 : 비우호적 사설이 우호적 사설보다 많음.

  - 기고 : 적극찬성 기고문이 많아, 사업에 대한 찬성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적극적 기고로 인해 사업

홍보가 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음.

단위 : 회(%)

보    도    유    형

표현정도 기 사 사 설 기 고 시 론 논 단 계

극단적비판/반대 34 3 2 - 1 40

비판/반대 49 2 3 2 2 58

중립적 125 - 2 1 1 129

찬성/우호적 61 - 2 1 2 66

적극찬성/우호적 45 1 10 1 - 57

Total 314 6 19 5 6 350

표 4-1-47. 유형별 우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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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체별 보도 우호도

- 조선일보 : 객관적 성향 23건, 우호적 보도 28건, 비판적 보도 17건으로 우호적 성향 우세

- 중앙일보 : 객관적 보도 29건, 우호적 보도 21건, 비판적 보도 6건으로 우호적 성향이 우세

- 동아일보 : 객관적 보도 22건, 우호적 보도와 비판적 보도 각 18건으로 우호도 중립적 성향

- 한 겨 레 : 객관적 성향보도 35건, 우호적 보도 36건, 비판적 보도 28건으로 우호적 성향 우세

- 한국일보 : 객관적 보도 17건, 우호적 보도 19건, 비판적 보도 18건으로 우호적 보도가 1건 많으

나 중립적으로 볼 수 있음.

 (단위 : 회)

보    도    매    체

표현정도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시사저널 주간동아 한겨레21 주간한국 주간조선 Total

작극반대 5 7 6 10 10 - - 1 1 - 40

반대 12 8 12 18 8 - - - - - 58

중립적 23 29 22 35 17 1 1 1 - - 129

찬성 15 13 11 19 8 - - - - - 66

적극찬성 13 8 7 17 11 1 - - - - 57

Total 68 65 58 99 54 2 1 2 1 0 350

표 4-1-48. 매체별 보도 우호도

   • 직업별 보도 우호도

- 기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교수 12회, 논설위원 7회 등

- 기자의 경우 객관적 성향의 보도가 126회로 가장 많고, 적극찬성 44, 찬성 61, 적극반대 34, 반대 

50으로 우호적 경향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회(%)

직            업

표현정도 기자 논설위원 공무원 환경운동가 교수 소설가 연구원 공연기획가 CEO/상업 기타 Total

적극반대 34 3 - - 1 - 1 - - 1 40

반대 50 1 - - 4 - - 2 1 58

중립적 126 1 - - 1 - 1 - - - 129

찬성 61 - - - 3 - 1 - - 1 66

적극찬성 44 2 2 1 3 1 - 1 2 1 57

Total 315 7 2 1 12 1 3 1 4 4 350

표 4-1-49. 직업별 우호도

   • 월별 우호도 분석

- 월별 우호도 평균은 0.112로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하여 언론은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다고 할 수 있음.

- 10월의 우호도가 가장 높고 4월의 우호도가 가장 낮은 수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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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월 들어 우호도가 급격히 낮아진 이유는 사업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계획상의 문제

점이 지적된 데 기인함.

월별기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총우호도 
평균

평균 0.70 0.07 0.2 0.27 1.00 0.01 0.98 -0.19 0.55 -0.15 -0.35 0.112

표 4-1-50. 월별 우호도 평균

   • 월별 우호도 통계적 차이 검증

- 7월과 9월, 10월, 12월, 2월, 4월을 기준으로 하여 6월부터 4월까지의 언론보도의 우호도에 통계

적 차이가 있었는지 t-test를 통해 검증함.

- 분석 결과 2002년 7, 9, 10월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한 언론보도상 우호도는 유의수준의 낮아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02년 12, 2003년 2, 3월의 경우는 5% 유의수준에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상 우호도는 사업착공일이 가까워 올수록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음

t-test 7월 9월 10월 12월 2월 3월

t값 1.667 1.304 1.468 2.965 2.765 3.151

Sig(2-tailed) 0.101 0.198 0.148 0.005 0.008 0.003

표 4-1-51. 우호도 차이의 검증(95% 신뢰도)

   • 주별 우호도 분석

- 2002년 6월~2003년 4월까지 54개의 주별 보도기간동안 15개구간에서 우호도가 하락함.

<그림 4-1-65> 주별 우호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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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구간 보    도    내    용

7월 1주
·청계천복원의 실현 가능성 및 교통, 재원, 시민합의 등 관련 사안

·청계고가 보수공사 백지화

7월 5주

·청계천지하 메탄가스 발견과 중금속 검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청계천복원에 반대의사 표명

·교통, 재원, 환경 등

8월 2주 ·상인문제

8월 5주
·노점상 분신자살 기도: 청계천복원을 반대하는 연쇄적인 노점상 시위

·서울시의회, 청계천복원공사 10년 소요의 대형공사로 지적

11월 2주
·청계천 국제상업지구화에 대한 언론의 회의적 보도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영업권손실보상 및 대안 요구

12월 2주

·서울시의회, 청계천복원사업비 등 2003년도 서울시 예산 삭감

·시민위, 청계천에 빗물과 지하수 흐를 수 있게 

·계획 전반에 걸쳐 상인과의 원활한 대화 부족 지적

1월 5주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의 “청계천주변상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청원 계획 발표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의 시위

·청계천상인 대규모 시위예정 발표

2월 3주

·청계천 상인들의 주차대책,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 

·청계천공사 실시 이후의 교통난

·복개도로와 옛 교량복원의 어려움

·홍수대책, 교통, 재원, 상인에 대한 종합적 지적

2월 4주

·수표교와 광교 복원의 어려움

·청계천복원지역 조경계획의 사전대비 부족에 대한 지적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의 영업손실액 8조원 보상 요구

·교통난 심화

3월 1주 ·청계천복원 세미나에서 수질·교통대책의 허술함 전문가들 지적

3월 3주

·서울시의 미아 및 원남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한 도심교통대책의 경찰과의 업무협조 지지부진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위한 서울시의 하천법 제멋대로 해석

·광통교 복원 계획무산에 대한 안타까움

3월 5주

·KBS ‘환경스페셜’의 해외 자연친화형 하천 사례 취재 및 대안제시

·청계천복원 토론회서 시민단체의 생태적인 청계천복원 주문

·청계천복원의 환경적 측면 강조

4월 1주
·청계천복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검토 부족 지적

·서울 “2020 도시기본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

4월 2주

·서울시의 복원관련 계획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공사연기 요구 

·복원계획 전반에 적극적 시민의견수렴 요구

·수표교 등 청계천 다리 원형복원과 친환경적 복원 염원 

4월 3주 ·계속해서 차질을 빚는 교통대책에 대한 비판

4월 5주 ·청계천복원 7월 착공 반대사이트 개설

표 4-1-52. 우호도 하락구간 분석

(3) 결론

2002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의 언론동향을 분석한 결과 청계천복원사업에 있어 주요 관련 키워드로는 

환경, 교통, 역사가 핵심적 관심사임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조선, 중앙, 동아, 

한국, 한겨레 같은 중앙 일간지들의 경우 비교적 우호적(찬성, 적극찬성)인 시각에서 보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월 1일 착공일을 앞두고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의 보상에 관한 입법청원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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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시위계획과 같은 조직적인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지속적인 상인대책을 요구하는 보도수가 증가했으

며, 철거가 시작된 미아·원남고가와 오는 7월 예정인 청계고가 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 교통대책 및 공

영주차장 운영방침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언론동향은 2월 3·4주의 경우 1월 5주와는 반대

로 각 언론매체들의 청계천 관련기사의 취급 비중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3월까지 이어져 

거의 모든 일간지에서 관련 기사를 다룰 정도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비판적

인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언론보도 우호도는 사업착공일이 가까워올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

다고 할 수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환경 

환경대책은 우선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대중설득과 이해당사자 설득의 주요 기제로 사

용될 수 있는 점을 중시하여 적극적 홍보대책이 필요다고 할 수 있다.

교통 

버스의 중앙전용차로제, 일방통행제도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유도와 동대문운동장의 주차장화, 청계천

복원공사 구역내 불법주차단속의 강화, 시내 도심의 주차장 이용료 증가와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

며, 여러 가지 교통정보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설득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청계천추진본부는 광교나 수표교 같은 옛 청계천 유물들의 복원은 설계구조상 어려움이 있어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라는 키워드는 환경과 마찬가지로 대중지지에 있어 가장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사안임을 볼 때 완전복원 시키기 어렵다면 부분 개조를 해서라도 복원시키는 것이 

시민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상인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청계천복원공사가 가시화 되어감에 따라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해당 구역내 상인들임을 볼 때 상인들을 주 대상으로 한 갈등관리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대중에게는 편익이 크고 해당지역에는 비용이 큰 혐오시설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혐오시설 입지 관련 사례들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갈등전략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절차, 간담회, 공청

회 등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지획득 전략이 요청되며, 지속적인 보상안의 마련을 의미하는 경제적 측면

에서 전략, 그리고 비공식적인 설득, 홍보, 교육, 견학 등 인지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조건으로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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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관리대책

(1) 교통

청계천은 서울 전체의 교통의 흐름과 맞물려 있으므로, 도로폭을 가능한 한 넓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 주차 및 교통문제 해결 없이는 쾌적한 청계천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로, 주차 및 교통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큰 민원을 해결하게 되므로 사업의 성공가능

성도 높아질 것이다.

조업주차공간의 확보

   •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민원사항이므로, 복원공사시 차로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

   • 동대문 운동장 등 근처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역별로 가능한 많은 주차공

간 확보해야 함. 

지역주차장 활용과 도로앞 주차 허용

   • 이를 위해 지역주차장 활용과 도로앞 주차를 병행

   • 지역주차장 활용시에는 주차장과 영업점간의 획기적 배달체제를 갖추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함.

   • 도로앞 주차를 허용할 시에는 단시간주차제를 도입하여, 동전작동식 미터주차제와 단속요원 투입을 

병행하는 등, 10분~15분 이내의 단시간동안만의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주변교통체제 정비

   • 주변교통체제를 정비하고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하여 교통체증을 완화

이면도로 활용

   • 일방통행 등 이면도로의 활용률 극대화

대중교통 이용 유도

   • 접근성 향상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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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민원

시민과 주변상인 요구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민원은 적극 받아들이는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도입

하여, 청계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나 이 사업을 빌미로 보상액수를 높인다든지, 억

지민원을 해결하려는 집단 및 개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옥석을 가려 행재정적 지원을 해줄 판단력이 요구

된다.

주민참여요구

   • 상인의견수렴을 위하여 시민위원회 등을 통한 조직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

노후상가 안전진단

   • 동대문 신발상가 등 노후건물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진단을 철저히 실시하여 공사

시 균열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광특구지정 및 각종 건축허가 관련 요구

   • 상가별 개별 민원사항으로 관광특구 조기지정, 대부료 감면요구, 건축허가 등의 해결 가능한 민원이 

다수 있음.

   • 청계천사업을 기회로 하여 기존의 적체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는 give-and-take방식 검토 필요, 상

인단체 및 협의체에 사업비 지원, 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3) 갈등관리전략

정치적 전략

   • 납득할만한 정치적 비전제시

  - 청계천사업의 필요성과 신선하고 쾌적한 청계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것

  - 홍보물제작, 이벤트 마련과 시민참여유도, 학회, 전문가세미나, 연구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

업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홍보

   • 시민의사 수렴 

    - 성실한 대민자세로 상인들이 소외당했다는 자괴감 방지

    - 마지막 순간의 정보공개로 상인들을 궁지로 몰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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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전략

   • 당근과 채찍

- 영업중 손실보상은 없다는 시의 입장을 고수하되, 손실보상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

토할 것

-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사업반대 최소화

- 노점상과 불법주차 강력단속

인지적 전략

   •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 상인집단 네트워크 파악하여 의사소통 통로를 확보

- 시장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

- 현장으로 빈번한 출장을 나가서 사업에 대한 애착 표현 필요

- 상인단체장과의 대화를 통해 개방적인 자세와 이미지를 관리

- 개인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상기한 정치, 경제, 행재정적 전략을 적절히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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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하천복원 기본계획

1. 개요

1) 복원의 목적과 범위

청계천은 서울이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권인 도심

부의 중앙을 흐르는 유서 깊은 물길이다. 그러나 현재는 중랑천과 합류되는 하류부 2.36km를 제외한 전

구간이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평시는 복개구조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

수를, 강우시는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대형하수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청계천복원의 목적은 노후된 청계천내 구조물을 철거 후 자연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홍수에 안전한 하천

기능을 회복, 수리적으로 안정하게 하여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복원, 지속적인 

수변공간을 창출하여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도심을 재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공간, 시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 공간적 범위

- 청계천로(태평로시점~동대문~복개종점) 및 삼일로와 그 주변

- 복원구간 상·하류 

  ·복원구간 상류(중학천) : 장기계획으로 추진

  ·복원구간 하류(신답철교~중랑천) : 하천정비공사로 추진(2003년: 실시설계용역시행)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를 2003년으로 하고 중기 목표연도는 2008년, 장기적으로는 2013년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청계천복원의 타당성 및 비용편익 분석

- 관련 국내·외 사례, 기초자료 등 조사

- 청계천 주변 도시계획 기본구상

- 복개시설 및 청계고가 철거, 기존시설의 이설 및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보행계획 포함)

-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설기본계획(하천, 하수도, 도로, 환경, 조경, 교량 등)수립

- 주변 녹지축과 연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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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원사업의 기본방향

   • 치수기능의 확보 및 하수기능의 개선

   • 양안도로 2차선 이상 확보

   • 상가 밀집지역 조업주차장 확보

   • 청계천 남북연결로 현행수준 유지

   • 유지용수공급을 통한 상시 친수기능 확보

   • 복원에 따른 개선욕구의 현실화 : 복원은 현시점에서 완료가 아닌 주변개발과 연계하여 지속되는 것

으로 의식 전환

- 제한된 조건내에서 최선책 강구

- 우선순위에 반하는 계획은 장래계획으로 전환

   • 주변개발시 반영사항 : 적절한 하폭 및 법면(사면)경사 확보

- 천변공원조성 등 여유공간 확보

-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도입 및 확대

2. 기본계획 추진경위

1) 주요 추진절차

   • 2002. 8.10 : 기본계획용역 발주공고(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2. 9.25 : 청계천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중 기술부분 계약

                   ※ 용역사(동명기술공단, 유신코퍼레이션 공동)

   • 2002.12.12 : 하반기 수시 재정투융자심사

   • 2002.12.30 : 기본계획 초안 제출

   • 2003. 1. 9 : 본위원회 개최 및 기본계획(안) 보고

   • 2003. 1.10 : 입찰방법 심의(심의결과 : 설계시공 일괄입찰)

   • 2003. 2.11 : 기본계획 발표(기자설명회)

   • 2003. 2.18 : 기술지침서(입찰안내서) 심의

   • 2003. 2.20 : 시민공청회 개최

2) 계획 단계의 법적 절차이행

청계천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정하고 도시계획 및 하천법상의 

세부절차들을 이행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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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6> 청계천로 현황

복원사업의 도시계획내용 및 성격의 복원 전·후를 비교하면 <표 4-1-53>과 같이 도로와 하천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구    분 현    재 복  원  후

태평로 입구~성북천(4.7㎞) 도    로 : 10~14차로
고가도로 : 4차로

도    로 : 4~5차로
하    천 : 지방2급

성북천~복개종점(1.3㎞)
도    로 : 12~14차로
고가도로 : 4차로
하    천 : 지방1급

도    로 : 4~5차로
하    천 : 지방1급

표 4-1-53. 복원사업 내용

(1) 도시계획 절차이행

도시계획 절차는 2003년 5월 26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한 후 2003년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하였다. 또한 2003년 6월 30일에는 자동차전용도로(청계고

가로)를 해제하였고 건설교통부가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다.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폭원(m)

중로 3 13.5~18 집산도로 5,390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청계천 62.12.8
폭원축소 및 

노선분리(북측)

중로 3 12~13.5 집산도로 5,390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청계천 62.12.8
폭원축소 및 

노선분리(남측)

표 4-1-54.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2)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내용

청계천복원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고시(2003. 6. 2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시행위치 : 종로구 서린동(세종로 광장)~성동구 마장동(신답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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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종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청계천복원건설공사

- 사업의 규모(현황도로 폭원내에서 시행)

  ·도로정비 (북측) : 폭 13.5~18.0m, 연장 5,390m

  ·도로정비 (남측) : 폭 12.0~13.5m, 연장 5,390m

  ·고가철거  : 폭 16m, 연장 6,373m

-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2005. 12. 30

(3)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현재의 청계천은 성북천 하류 1.3km를 제외한 전구간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어 있

고, 도시계획상 도로이며 기존도로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관

한법률(10km이상 하천 대상) 및 서울시 조례(3km이상 10km미만 하천 대상)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요구 및 청계천복원의 취지, 세계적인 환경복원사업으로서의 기록유지를 감안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도시계획(도로구간 → 하천구간)을 변경하여 하천지정후 

공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 하천공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기

본계획 수립 전인 2002년 10월, 환경부(경인지방환경관리청)와 협의하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계획)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사전 환경성검토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하천구간에서의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둘째,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셋째,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대책 등 적

정수질 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

을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표 4-1-55>는 환경영향

평가 및 영향성 평가 이행절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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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비      고

2002. 10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착수
청계천복원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시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에서 수행

2003. 3. 12 사전환경성 검토서 제출 경인지방환경청

2003. 4. 17 청계천복원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보완 -

2003. 5. 9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동명기술공단건축사사무소

2003. 5. 24~6. 12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공람공고 -

2003. 5. 26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가도로폐지, 청계천로 폭원 변경

2003. 6. 10 청계천복원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완료 -

2003. 7. 18~8. 16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7.16 : 2개 일간지(경향신문, 전국매일 공고)

- 7.28 : 주민설명회 개최(종로구 구민회관 대강당)

2003. 9. 17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2003. 10. 17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표 4-1-55. 환경영향평가 추진경위

(4) 하천법 관련절차 이행

청계천은 <그림 4-1-67>과 같이 기하천 지정구간(성북천 합류점~복개종점)과 복원사업으로 지정되는 구

간(복원시점~성북천 합류점)으로 구분된다. 복원구간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 지정(하천법 제7조), 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하천법 제17조),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하천법 제27조),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하천법 제

28조)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림 4-1-67> 하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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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관련 세부 추진경위는 <표 4-1-56> 과 같다.

일    자 추    진    내    용

2003. 6. 3 서울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2003. 6. 25~10. 9 심의지적사항 보완 및 하천대장 작성

2003. 10. 15
하천지정 - 하천명칭: 청계천(지방2급)
         - 지정구간: 종로구 서린동~동대문구 신설동 성북천 합류점(L=4.45km)

2003. 10. 17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03. 10. 30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 - 청계천 지방 1, 2급 하천(종로구 서린동~중랑천합류점 포함)

2003. 12. 26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 - 종로구 서린동~성동구 마장동
                      (L=5.76km-지방1급 1.31km, 지방2급 4.45km)

표 4-1-56. 하천법 관련 절차 추진경위

청계천 관할청

<그림 4-1-68>은 청계천의 하천지정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1-68> 청계천 관할청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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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은 하천의 신설로서 신설되는 하천의 관할청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공공시설 관할에 관한 규

정｣에 따라 <표 4-1-57>과 같이 선정되었다.

하천명 위치 해당청 관할청 한계

청계천

(지방2급)

종로구와 중구간 경계

(동대문, 성동구계~훈련원로 교차점)

종로구

중구

종로구 청계천 좌안

중구 청계천 우안 및 수면

종로구와 중구간 경계

(훈련원로 교차점~종로구 서린동 148)

종로구

중구

종로구 청계천 좌안 및 수면

중구 청계천 우안

청계천

(지방1급)
성동구와 동대문 구간 경계

성동구

동대문구
성동구 청계천 좌·우안 및 수면

표 4-1-57. 청계천 관할청 지정 현황(종전)

<그림 4-1-69> 는 하천지정과 관련한 청계천 도시계획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4-1-69> 청계천 도시계획 요도

※ 연결하천 연장

·신답철교~중랑천 합류점 : 2.3㎞

·중랑천 합류점~한강합류점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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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영향평가

청계천복원사업은 기존도로를 축소변경(8차로 → 4차로)하는 사업으로서 2.5㎞ 이상 신설도로만을 대상으

로 규정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서울의 교통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다만 청계천복원공사 시

행과 관련한 임시교통체계 관리에 대해 공사시행 단계별로 세부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3)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추진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용역은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24개월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정책연

구비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연구는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 수립이라는 2가지 과제로 나누어 수행되었으며, 예산은 총 34.3억 

원이 소요(<표 4-1-58> 참조)되었다. 복원계획의 하드웨어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복원사업담당관에서 

담당하였고, 인문사회적 검토 및 도심부발전계획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복원

계획담당관에서 담당하였다.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3,430 1,140 2,150 140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150 880 1,270 -

도심부발전계획 1,280 260 880 140

※2002년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체 기본연구과제로 처리

표 4-1-58.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 원)

한편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 하드웨어(기술부문)은 전문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수

행하였다. 용역기간은 2002년 9월 25~2003년 11월 30이며, (주)동명기술공단과 (주)유신코퍼레이션이 공

동으로 수행하였다. 사업비는 <표 4-1-59>과 같다.

계 2002년 2003년 비고

1,052,492,000 378,000,000 674,492,000

<환경영향평가 과업추가>

·사업비 증액 : +107,492,000

·공 기 연 장 : 2003. 6. 30→2003. 11. 30

표 4-1-59. 청계천복원 기술부문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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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복원 계획

1) 계획기준

복원되는 청계천의 계획기준 및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200년 빈도의 통수단면(제방여유고) 확보

• 도시하천임을 감안 형하여유고는 50~80년 빈도 적용

※ 설계강우 : 200년 빈도 118㎜/hr, 100년 빈도 108㎜/hr, 50년 빈도 98㎜/hr

• 설계기준

   - 시점~성북천 합류점 : 지방2급 하천(50년 빈도)

   - 성북천 합류점~중랑천 합류점 : 지방1급 하천(80년 빈도)

※ 하천설계기준도 200년빈도까지 강화(2003. 10. 7 공고) : 2001. 7. 12 종로일대에 117㎜/h의 강우 

발생(200년 빈도에 준하는 강우)

2) 하천단면계획

(1) 현황조사

계획기준에 부합하는 하천단면 설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현황조사가 실시되었다.

• 조사측량 : L = 6.0㎞, 복개내부 종·횡단측량

• 유역의 현황

  - 유역면적 : A = 50.96㎢
  - 유로연장 : L = 10.92㎞
• 지형, 지질 및 토양조사

• 수문사항 :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자료조사

• 기상조사 : 기온, 습도, 풍속, 강수 등

• 관련계획조사

• 하천복원사례조사 : 국내 및 국외사례

(2) 수문분석

확률강우량

설계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문분석 작업이 수행되었고 <표 4-1-60>와 같은 

강우강도가 설정되었다. 

• 자료수집 : 서울관측소(1961~2001년, 41개년), 10분~1440분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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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자료분석 : 고정시간 → 임의시간변환 → 13가지 분포형 이용

• 분포형검정 : χ2, K-S, Cramer Von Mises, PPCC방법 이용

• 강우강도-지속시간-빈도 관계식 : 장·단시간(3시간기준)으로 구분

단위 : mm/hr

빈도 5년 10년 50년 100년 200년 비고

강우량

(mm/1시간)
63.6 74.5 98.4 108.5 118.6

서울지방 기왕최대

118.6 (‘42. 8. 5)

표 4-1-60. 1시간 강우강도

홍수량 산정

최대홍수량은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지점별 홍수량은 <표 4-1-61>과 같다.

• 산정지점 : 주요지점의 합류점 전후 19개소 선정

• 산정방법 : Clark의 유역추적법 등 5가지 방법이용

  - 유효우량 : CN법, AMC-Ⅲ (유출율이 대단히 높은 상태)

  - 강우의 시간적 분포 : Huff의 제2구간 호우이용

  - 최대 유출발생 임계지속시간(6시간) 이용

• 유출모형 채택 : 수위표지점의 홍수위 비교후 채택 (Clark 유역추적법)

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빈도홍수량(m3/s)
비고

10년 50년 100년 200년 500년

청계천 하구 CG0 50.96 10.92 482 659 734 809 909

정릉천 합류전 CG1 28.92 8.15 312 425 472 520 583

성북천 합류전 CG2 21.29 7.30 245 337 377 415 466

청계7가 우안관로 합류전 CG3 16.54 6.17 220 301 336 370 415

청계6가 우안관로 합류전 CG4 15.19 5.68 207 286 319 351 394

동대문 종합상가

좌안관로 합류전
CG5 12.97 5.35 178 245 274 302 339

청계5가 우안관로 합류전 CG6 11.44 4.90 164 225 251 276 310

청계3가 좌안관로 합류전 CG7 8.54 4.07 130 177 197 217 243

삼각동 우안관로  합류전 CG8 5.61 3.48 86 118 131 145 162

광       교 CG9 5.39 3.18 82 113 126 139 156

태평로 시점 CG10 3.09 2.74 48 65 73 80 90

※ 합류후 지점은 제외

표 4-1-61. 산정지점별 빈도별 홍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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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검토방법

홍수의 계산은 다음의 조건을 기준으로 HEC-R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 졌다.

   • 기점홍수위 : 유입하천인 중랑천 빈도별 홍수위 이용

   • 조도계수 : 하도부(0.035)와 벽면부(0.020)로 구분 적용

   • 홍수위 계산 : Standard Step Method (HEC-RAS이용)

(4) 하천단면(안) 계획

기본계획에서 최종하천단면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하천설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

해 하천단면계획(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계획단계에서 검토된 여건, 계획조건 및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여건

   • 청계천로변 대형건물 및 상가건물 위치로 도로확장 곤란

   • 청계천로를 횡단하는 남북간 도로(교량)와의 접속을 고려 현재의 도로고 상향조정곤란

계획조건

   • 치수안전을 최우선 : 근래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시도 도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통수단면  확보

   • 양안에 편도 2차선(12.0 m)이상의 도로확보

   • 현재의 도로고 유지 : 동서·남북간 도로 및 연도변 건물 감안

   • 친수성 및 도시경관 제고

하천계획단면(안)

• 치수상 안전을 고려하여 양안도로(복개구조물구간) 하부를 통수단면으로 이용

• 현재의 하상을 2.0~2.5m 깊이로 굴착하여 통수능 확보

• 하천단면 : 복단면(고수부지 및 저수로)

  - 고수호안 경사 = 1 : 0.3 ~ 1 : 2.0(일부구간 수직)

  - 저수호안 경사 = 1 : 1.0 ~ 1 : 2.0

  - 고수부지 폭원 = 3.7 m ~ 12.8 m

  - 저 수 로 폭원 = 10 m ~ 3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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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0>은 표준단면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림 4-1-71>부터 <그림 4-1-77>은 중요지점에서

의 단면계획안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1-70> 계획단면(안) 

단면계획 효과

• 기존 복개구조물 활용

  ∙ 양안 기존 복개구조물을 도로 및 통수단면으로 이용

  ∙ 하상을 굴착하여 홍수위 저하

• 통수단면을 최대화하여 통수능력 확보

  ※ 장래 주변 개발시 하폭 추가확보

• 공사중 연도변 접근로 확보로 상가의 불편 최소화

Type 1 복원시점부 ~ 무교동길

<그림 4-1-71> 구간별 하천단면 형태 : 갑을빌딩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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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무교동길 ~ 광교

<그림 4-1-72> 구간별 하천단변 형태 : 한국관광공사 앞 

Type 3 광교 ~ 청계4가

<그림 4-1-73> 구간별 하천단면 형태 : 청계2가 한국산업은행 앞

Type 4 청계4가 ~ 청계8가

<그림 4-1-74> 구간별 하천단면 형태 : 신평화상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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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5 청계8가 ~ 청계9가

<그림 4-1-75> 구간별 하천단면 형태 : 성북천 합류전

Type 6 청계9가 ~ 고산자로

<그림 4-1-76> 구간별 하천단면 형태 :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앞

Type 7 고산자로 ~ 복개종점

<그림 4-1-77> 구간별 하천단면 형태 : 복원종점 



Ⅳ.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502

3) 유지용수

(1) 유지용수 공급계획

① 공급량 및 공급원

복원되는 청계천에 유입되는 유지용수계획은 당초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

• 공급용량 : 평시 120,000㎥/일(최대 142,000㎥/일)

• 공 급 원

  - 지하철역사 지하수 : 22,000㎥/일

  - 한강원수 (또는 중랑하수처리장 처리수) : 98,000㎥/일

※ 한강원수 시설용량 : 120,000㎥/일

※ 장기적으로 상류(백운동천, 중학천) 복원 검토

② 계획 보완 추진경위

• 고도처리수가 냄새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한강수를 주용수로 사용하되 뚝도정수장 미사용시설을 

활용, 침전지를 설치 수질 개선 할 것 (2004. 1. 31 공정회의 제68차)

• 뚝도정수장 시설활용에 대한 관련부서 회의(2004. 2.4 복원사업담당관 주관)

• 비용은 1공구에서 설계변경처리하되 서울숲에 3,000톤/일 제공, 지붕설치 등 제1공장 데코레이션 비

용은 나비공원 조성과 관련 서울숲 조성반에서 설계반영, 뚝도 폐침전지 개량은 시간 절약을 위해 

상수도본부에서 견적을 받아 1공구에 추가하여 처리(2004. 2. 7 공정회의 제69차)

• 뚝도정수장 폐침전지를 이용하고, 설계는 (주)나스텍, 공사는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에서 추진 공기단

축 (2004.3.13 공정회의 제73차)

  - 개략공사비 : 83억 원 (기 계획된 자양취수장 취수설비 포함)

③ 유지용수 계획보완 (2004.1.31 공정회의)

• 당초 :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 및 지하철지하수를  우선 공급하고, 비상시 한강수 공급 

• 보완 : 우선 고도처리수의 문제점이 기술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시점까지 뚝도정수장 폐침전지를 활

용 한강수 및 지하철지하수를 공급하고, 필요시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 공급하되, 중랑하수처리

장 고도처리수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결과 적정 수질 확보시 고도처리수를 주용수로 공급 또는 한강

수와 혼합 공급하는 방안 추진

• 보완사유

  - 고도처리수의 환경호르몬, 냄새, 거품등이 제거되지 않는 등의 문제

  - 한강수의 직접 취수사용은 여름철 고탁도시 및 갈수기 녹조 등의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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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뚝도 폐침전지 활용 계획

• 공급계통

  - 한강수취수(자양펌프장) → 뚝도정수장(침전) → 송수관로 → 청계천

• 주요시설내역(1공장 폐침전지 활용) 

  - 인입도수시설 : 관경 1,100mm, 길이 0.3km

  - 용수처리시설

   ·혼화지 신설 및 침전지 보수·보강

   ·송수펌프실 보수·보강

   ·응집설비, 침전설비, 송수펌프, 소독설비 및 기타

   ·전기 및 자동제어설비

  - 송수관로 : 기존배관(관경 1,000mm, 길이 0.8km) 활용

  - 침전지 일부 복개 : 설계시 서울숲공원 추진반과 협의 추진

※ 비용은 서울숲 추진반에서 부담하고 서울숲에 소요유량 4,500톤/일 지하철 분당선 건설시까지 본 

시설에서 공급  

• 시행계획 

  - 유지용수 공급 시행공구인 1공구에 추가과업으로 시행

  -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시공 동시 추진 방안으로 시행 검토

  - 설계시 최적 유지용수 공급 및 운영방안 제시(계절, 시간별, 강우 등을 고려한 종합매뉴얼 작성) 

(2) 유지용수 침투손실량 산정

원지반의 손실량 검토

청계천의 지층은 최상부에 모래, 자갈층으로 형성된 매립층이 분포하고 그 하부에 실트 섞인 세립내지 조

립의 모래로 구성된 퇴적층등이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퇴적층 밑에 화강암이 풍화되어 형성된 풍화토층과 

풍화암층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GL -6.3m~-12.6m 지점에 지하수 상단이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reen-Ampt모형, Inverse모형 및 수치해석모형에 의하여 산정된 침투손실량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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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

공번

위치

폭

(m)

공번

거리

(m)

초기

함수비

( θ
i
)

포  화

함수비

( θ
s
)

수

심

(m)

A

계

수

투 수

계 수

(m/sec)

구간침투량

(㎥/sec)

누가침투량

(㎥/sec)

 Green

-Ampt

 방법

Inverse

방법

수치

해석

모형

 Green

-Ampt

 방법

Inverse

방법

수치

해석

모형

BB1 5.5 1,000.0 15.7 35.1 0.3 4.0 5.29×10-4 251,381 196,534 126,742 251,381 196,534 126,742

BB2 6.1 647.0 15.6 34.8 0.3 4.0 2.79×10-4 95,138 76,422 56,205 346,518 272,956 182,947

BB3 6.6 560.0 14.2 36.5 0.3 4.0 2.13×10-4 68,018 55,651 25,711 414,537 328,607 208,658

BB4 7.1 355.0 15.1 35.1 0.3 4.0 2.53×10-4 55,096 45,784 20,232 469,633 374,391 228,890

BB5 10.1 474.0 0 46.9 0.3 4.1 1.60×10-7 66 58 238 469,699 374,450 229,128

BB6 10.2 632.0 17.9 34.6 0.3 4.2 1.37×10-5 7,630 6,688 10,142 477,329 381,137 239,270

BB7 20.1 685.0 16.8 35.0 0.3 4.5 2.5×10-5 29,740 27,743 18,176 507,069 408,880 257,446

BB8 22.0 465.0 10.0 39.4 0.3 4.6 6.4×10-7 566 530 881 507,635 409,410 258,327

BB9 21.3 376.0 0 50.9 0.3 4.6 9.0×10-8 62 58 1.1 507,697 409,468 258,328

BB10 18.2 543.0 0 50.5 0.3 5.0 9.0×10-8 77 71 0.4 507,774 409,539 258,329

표 4-1-62. 원지반의 침투손실량

증발에 의한 손실량

수문순환과정을 반복시키는 태양열 에너지에 의해 지표면에 떨어지는 강수량의 많은 부분은 증발산 의해 

대기 중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본 과업에서의 증발에 의한 손실량은 일최대증발량 10.9mm (서울관측소

(1958.6))에 수면적 71,050㎡을 곱한 것으로 구하면 일최대증발량은 774톤/일이 된다. 

하천내 식물 등으로 인한 손실량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 중 아주 적은 부분만을 식물의 체내에 함유하고 뿌리를 통해 빨아들인 대부분의 

물은 나무줄기를 거쳐 엽면(葉面)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된다. 이 현상을 증산 혹은 엽면증발이라 

하며 이에 따른 손실량 등을 말한다. 

침투손실 방지대책 검토

지반침투에 의한 유지용수의 손실이 크므로 투수계수가 큰 지반에서의 손실량을 줄이기 위해 하천바닥에 

친환경적인 점토를 소재로 한 liner를 포설 후 그 상부에 유수에 저항할 수 있는 자갈, 사석을 포설하는 

방안과 홍수시마다 하상세굴, 퇴적에 따른 준설 및 바닥 보수시 장비운행으로 인한 점토층 균열 우려 및 

하천내의 각종 식물에의 안정적인 수분 공급, 하상과 호안 안정문제와 연계하여 불투수층인 풍화토까지 

차수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향후 실시설계단계에서 수리검토를 하여 적절한 방안으로 설계시

공토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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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용수 배분계획

① 계획 개요

청계천의 유지용수는 벽천 및 분수용으로 필요한 용수량을 우선 배분하고, 하상기울기가 큰 상류측에 잔

여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 하상기울기 : 1공구 1/136~1/254,  2공구 1/464~1/680, 3공구 1/411~1/746

② 위치별 배분량

청계천의 각 위치별 유지용수의 배분량은 <표 4-1-63>과 같다.

위      치

공    급    량 (㎥/일)
최대공급량

(㎥/일)
용  도지하철

지하수

전력구

지하수

한강수

(고도처리수)

시  점  부  상  류 2,800 65,380 68,180 벽천

삼각동지점 (No.74+40) 10,520 86,700

센튜럴빌딩 (No.70+00) 4,000

동우빌딩 (No.64+00) 1,700

동 대 문 (No.53+65)  750

동 대 문 (No.53+30) 1,550

동 대 문 (No.53+00) 7,000 96,700 벽천

삼호호텔 (No.48+21) 3,000

성동공고 (No.47+90) 210

삼영빌딩 (No.38+00) 12,600 117,500 벽천,분수

성북천합류 (No.36+70) 2,300 1,120 2,500 120,000 성북천 공급

벽산아파트 (No.32+50) 270

정릉천합류 (No.28+75) 5,900

현대아파트(복원구간하류) 230

신답역(복원구간하류) 670 120,000

합        계   22,000 2,500 98,000

※ 전력구 지하수는 최대공급량에 미포함

표 4-1-63. 위치별 배분량 

③ 공급시설 (한강수) 

• 취수펌프(자양취수장펌프 개량) 

  - 모타펌프 : 150HP×4대(1대 예비), 변압기 : 5,000KVA(기존)

  - 송수관로 : 기존관로 활용 1,800mm×5km(자양취수장 ~뚝도정수장)1,000mm×0.5km(뚝도정수장 

~성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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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펌프(뚝도정수장폐침전지 개량) 

  - 모타펌프 : 450HP×4대(1대 예비), 변압기 : 5,000KVA(기존)

  - 송수관로 : 10.3Km(한강합류부 ~ 성수교)(900mm : 0.7km, 1,000mm : 3.6km, 1,100mm : 

6.0km)

• UV소독설비 : 42㎾/h × 4대

구     분 소요 예산 비    고

계 1,606백만 원

인  건  비 654백만 원 16명

약  품  비 72백만 원 약품투입기간5개월

전  력  료 687백만 원 사용량 1,580kwh

폐기물처리비 38백만 원 슬러지량 4.9톤/일

시설물 유지관리 50백만 원

소독설비관리 28백만 원 UV램프 교체

위탁관리비

(고도처리수)
77백만 원 고도처리수사용 15일/년

표 4-1-64.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비(년간)

④ 유지용수 공급계통도

<그림 4-1-78> 유지용수 공급계통도



제1장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507

⑤ 공급시설 현황

• 공급유량 : 120,000㎥/일( 대당 :40,000㎥/일)

• 모타펌프 : 450Hp 4대(1대 예비)-병렬구성(뚝도정수장)

• 송수관로 : 10.7km(뚝도정수장 침전지 - 시점부)

  - 직경 1,100mm - 5.4km, 1,000mm - 4.6km, 900mm - 0.7km

⑥ 공급시설 운전 계획

• 평시 운전

  - 공급유량 : 120,000㎥/일(40,000㎥/일.대)

  - 펌프가동대수 : 3대

  - 관유속 : 최대 1.53m/s(중랑천횡단(950mm)구간 : 1.96m/s)

• 최대 운전(예비펌프 가동)

  - 최대공급유량 : 160,000㎥/일

  - 펌프가동대수 :  4대(예비가동)

  - 관유속 : 최대 2.26m/s(중랑천횡단(950mm)구간 : 2.61m/s)

     ※ 펌프 추가설치시 공급유량 증대가능하나 유속이 상수도시설기준(최대 3.0m/s)보다 빨라질 것

으로 예상(상수도시설기준 1.0m/s ~3.0m/s)

  

(4) 유지용수 손실대책

• 목표 손실량 : 유지용수량의 3% 이내(투수계수 10-7m/sec 이내로 지반침투 제한)

• 유지용수 손실량 산정

  - 손실원인 : 지반침투, 증발산, 식생소비 등

  - 손 실 량 : 2,846톤/일 (총공급량의 2.3%로서 대부분 지하수로 배출)

• 대책 : 지반침투에 의한 유지용수의 손실이 크므로 투수계수가 큰 지반에서의 손실량을 줄이기  위

해 하천바닥에 친환경적인 점토를 소재로 한 liner를 포설후 그 상부에 유수에 저항할 수 있는 자

갈, 사석을 포설하는 방안과 홍수시마다 하상세굴, 퇴적에 따른 준설 및 바닥 보수시 장비운행으로 

인한 점토층 균열 우려 및 하천내의 각종 식물에의 안정적인 수분 공급, 하상과 호안 안정문제와 연

계하여 불투수층인 풍화토까지 차수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5) 수질환경기준

수경관의 조성 등 경관적인 측면과 산책 등 물과 직접 접하지 않는 시민의 친수활동, 서식하는 어종 등 

생태계를 고려하여 수질기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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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방법

기준치

수소이온농도

(pH)

산소요구량

(BOD)

부유물질량

(SS)

용존산소량

(DO)

대장균군수

(MPN/100㎖)

경  관 5mg/ℓ이하 25mg/ℓ이하

생태계 5mg/ℓ이하 5mg/ℓ이상

친수활동

(물놀이)
6.5~8.5 5mg/ℓ이하 25mg/ℓ이하 5mg/ℓ이상

1,000MPN/100㎖ 

이하

생활환경 6.5~8.5 6mg/ℓ이하 25mg/ℓ이하 5mg/ℓ이상
5,000MPN/100㎖ 

이하

기  본

계획안
6.5~8.5 5mg/ℓ이하 25mg/ℓ이하 5mg/ℓ이상

1,000MPN/100㎖ 

이하

표 4-1-65. 항목별 수질기준치

(6) 하천유지용수원 및 공급계획

청계천 상류로부터 계곡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평시 상류에 위치한 인왕산, 북

한산, 남산계곡에는 흐르는 계곡수가 없으며 또한 기시가지화된 지역 여건으로 기존의 지천은 하수도화 

하여 강우시를 제외하고는 청계천으로의 우수유입이 없어 하천의 기능발휘 및 유지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용수 공급이 불가피하다. 

용수원으로 그간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하철구간내 발생 지하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여 건천화된 하천의 유지용수로 이용함으로써 물이 흐르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처리장 효율을 

제고하고자 1997년부터 서울시에서 기추진중인 지하철 구간에서 배출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부족유량에 

대하여는 우선 한강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하수처

리장 고도처리시설 도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거 중랑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부분적이라도 청계천복원공사 이전에 완료되면 한강수와 병행하여 고도처리수도 유지용수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공급관로를 계획하였으며, 지하철구간에서 배출되는 지하수량은 강우에 따른 지하

수의 영향을 받아 계절적·시간적으로 불규칙하여 펌프 등의 시설은 93,700톤/일을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4) 수로상 수질관리 계획

(1) 하루살이 등 해충 다량 발생 예상

• 경로 및 과정 : 하천물이 흐름이 느린 웅덩이 등 정체수역 → 부유물의 침강으로 인한 부패 →  해
충발생

• 대책 : 해충 종류별 전문가 자문 및 대안 마련, 하루살이 적충을 먹이사슬로 이용하는 방지 방안  

등 연구용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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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품발생

• 경로 및 과정

  - 낙차가 큰 물, 돌아가는 소 등에서 발생 예상

  -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가 원인

  - 수중 미생물의 다량번식으로 인한 거품 발생 등

• 대책 : 양재천의 경우 거품 방지 대책을 모색 중이며 식품첨가물인 소포제 0.5mg/l을 주입하는  

방안 등을 연구중, 한강수를 주공급수로 공급하고 계절별, 시간별 공급비율 조절안 등 연구보완

(3) 악취발생

• 경로 및 과정 : 하상퇴적물 및 부영양화 조류에 의해 발생, 녹조화에 의한 물비린내 등 발생

• 대책 : 공급원수의 조절 방안 연구 보완

(4) 건천화 방지대책

• 과정

  - 청계천 수계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불투수층화

  -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하천수가 스며들어가는 현상

  - 하천의 경사도와 유속 유량에 의한 건천화 진행

  - 하천 직강화 사업, 준설, 하천제방의 콘트리트화, 하천단면의 인위적 조각, 보, 낙차공, 하천시설

물, 대규모 하수처리장 등

• 대책 : 단기안으로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장기안으로 물순환체계 연구를 통한 방지책 마련

(5) 월류수에 의한 하천 수질오염대책

• 경로 및 과정 : 자동차에 의한 기름, 타이어 등 마모, 주변 공사장 먼지, 생활쓰레기 등이 하수관  

거를 통하여 유입, 도로포장 등 불투수층의 도시 구조에 따라 강우시 고농도의 초기 월류수 발생  

보통 건기 일수에 농도의 차이가 많으나 BOD 60~200mg/, SS 100~1,100mg/로 매우 높음.

• 대책 : 복원공사 구간은 합류식 하수관지역으로 2mm/hr을 차집하는 월류수관을 별도로 설치하  고 

고농도의 초기우수를 배수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물순환 연구를 통한 장기적 대책 마련

(6) 부영양화 증가 대책

• 경로 및 과정 : 지하철역사 지하수, 고도처리수, 한강원수에 포함된 질소, 인의 축적으로 인한 부영

양화 증가 예상

• 대책 : 청계천의 물 순환이 잘 되도록 여울과 소 구성, 강우시 신속하게 하천변 오물 제거, 모니터

링을 통하여 중장기적 대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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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급원수의 수질감시

• 과정 : 한강원수의 수질사고(상류의 유류사고, 고탁도 발생, 조류의 증가 등) 발생 예상

• 대책

  - 공급원수의 초입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락체계 구축

  - 다른 공급원으로 수계변화를 신속하게 하도록 기전시설 정비

  - 수량 조절에 따라 생태계에 충격을 최소화 위한 연구 용역 수행검토

5) 하수도정비 계획

(1) 기존하수도 현황

차집관로

• 좌안 : U1.1×1.1, U0.8×1.1~▣2.9×2.8, ▣2.5×2.8, L=5,410m

• 우안 : U0.8×0.8, U1.1×0.8~▣2.1×2.1, L=5,080m

• 전체 : L=10,490m

토구조사

• 전체 : 571개소(좌안 : 278개소, 우안 : 293개소)

(2) 계획지표

• 계획목표년도 : 2011년

• 계획구역 : 46.57㎢(청계배수구역 : 59.50㎢)

구분 전체
청계천유역

기타유역 비고
계 좌안 우안

계획면적

(ha)

청계 배수구역 5,949.8 4,982.7 3,866.0 1,116.7 967.1 기타유역 

:행당,청량리, 

전농분구계획구역 4,656.9 4,656.9 3,734.0 922.9 -

표 4-1-66. 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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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인구 : 청계배수구역 112만 명(서울시 전체 : 1,000만 명)

구분
계획인구(인)

비고
2001년 2006년 2011년

청계배수구역 전체 1,100,238 1,122,278 1,115,847

청 계 천 

유    역

합 계 815,087 837,805 836,165

좌 안 630,970 657,267 661,009

우 안 184,117 180,538 175,156

기   타   유   역 285,151 284,473 279,682  행당,청량리, 전농분구

표 4-1-67. 계획인구

• 하수량원단위

  - 동별 원단위로 세분

  - 생활오수 : 유수량(상수도사용량) + 지하수사용량

  - 지하수 : 관거침입수 + 지하철 및 대형건물배출수

※ 미사용지하수

  - 변동부하율 : 중랑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자료 분석값 적용

   ·생활오수 : 일평균(0.83), 일최대(1.00), 시간최대(1.20)

  - 계획하수량

구 분
계획하수량(㎥/일)

비고
2001년 2006년 2011년

청계배수구역 전체

일 평 균 639,955 673,896 631,602

일 최 대 727,568 771,532 729,037

시간최대 830,554 886,587 843,526

청 계 천

유    역

합 계

일 평 균 501,728 532,946 501,942

일 최 대 570,072 610,117 579,314

시간최대 650,385 701,102 670,253

좌 안

일 평 균 341,560 362,742 345,079

일 최 대 388,335 415,295 398,332

시간최대 443,311 477,302 460,928

우 안

일 평 균 160,168 170,204 156,863

일 최 대 181,737 194,822 180,982

시간최대 207,074 223,800 209,325

기 타 유 역

일 평 균 138,227 140,945 129,660
행당,청량리,

전농분구
일 최 대 157,496 161,426 149,723

시간최대 180,169 185,500 173,273

표 4-1-68. 계획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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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집관로 정비 계획

• 차집관로 용량(차집배율)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의 3배

구분

계획하수량(㎥/일)

비 고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

(Q)

적용하수량

(3Q)

계획구역

계 485,713 560,576 648,564 1,945,692
계획목표년도

차집관로 기준좌  안 343,476 396,481 458,786 1,376,358

우  안 142,237 164,095 189,778 569,334

표 4-1-69. 차집관로 용량 

※ 계획구역 : 청계천유역중 복원종점부(신답철교) 이후구간 제외.

• 복원하천으로 유입되는 초기우수월류수에 의한 수질 및 하상오염 최소화를 위해 초과월류수량 분리 

배제 : (Q+2mm/hr) - 3Q의 용량

구분

계획하수량(㎥/일)

비고시간최대

(Q)

차집우수량

2㎜/hr

적용하수량

(Q+2㎜/hr)

초과

월류수량

계획구역

계 648,564 1,568,855 2,217,419 271,727
계획목표년도

기준
좌  안 458,786 1,125,880 1,584,666 208,308

우  안 189,778 442,975 632,753 63,419

표 4-1-70 3Q의 용량

(4) 기존차집관로 활용 및 이설

• 기존차집관로 활용 : 5.46Km (좌안-3.11Km, 우안-2.35Km)

  - 하천계획단면(안)에 간섭되지 않는 구간

• 기존차집관로 이설 : 5.02Km (좌안-2.31Km, 우안-2.71Km)

  - 하천계획단면(안)의 둔치 및 저수로계획에의 간섭구간

  - U형으로 설치된 구간(토구관저면이 차집관로 상단면 아래에 위치)

• 차집관로 시설계획

구분
차집관로 시설계획(m)

비고
계 좌안 우안

합             계 11,570.0 5,840.0 5,730.0

기존관로 활용구간 5,464.4 3,111.4 2,353.0

기존관로 이설구간 5,023.6 2,311.6 2.712.0

계획관로 신설구간 1,082.0 417.0 665.0 복원시점~광교

표 4-1-71. 차집관로 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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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월류수 분리시설 계획

구분 분리시설계획
시설제원

비고
계 좌안 우안

BOX공간 형성구간 월류턱설치 8.87Km
H=0.5m~1.0m

(4,395.0m)

H=0.5m

(4,475.5m)
바닥 인버트 설치

BOX공간 단절구간

초과월류수

관로 신설
0.33Km ▣1.4×1.4(333.1m) -

역사이펀설치 0.06Km Φ1000×2련(59.9m) -
성북천

통과구간

자연사면

처리구간

초과월류수 관로 

신설
1.37Km

Φ1350(417.0m)

▣1.5×1.5(595.0m)

▣1.1×1.1

(360.0m)
상류 및 종점부

계 10.63Km 5,800.0m 4,835.5m

표 4-1-72. 초과월류수 분리시설 계획 

- 초과월류수는 복원종점에서 하천방류 

- 향후 청계천의 강우 및 유역특성 등을 고려한 초과월류수 처리방안 수립

6) 강우시 월류수 대책

(1) 개요 및 필요성

합류식 하수관거 시스템은 하수처리장으로 차집되는 우수 유입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자연에 미치는 오

염부하량을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하수처리장 운전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류식 하수관

거 하류의 간선 또는 주간선 하수관거에 우수토실(Regulator)을 설치하여 일정량(보통 건기 유량의 3배)

이상의 하수는 차집관거로 유입하지 못하도록 조절하고 있어 차집되지 못한 하수는 직접 방류선 수체(하

천, 호수 등) 으로 유출하게 되는 바, 이때의 농도는 대상지역의 지표면, 개발정도, 토지이용 양상, 시가

지 청결정도, 강우강도 및 강우지속시간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고 강우시작과 함께 유출되는 초기유출

수(First Flush)에는 건기하수에 비해 많게는 10배가 넘는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염

부하 측면에서 방류선 수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따라서, 합류식 하수도월류수(CSO, Combined Sewer Overflow)로 인한 수질오염 영향을 합리적으로 관

리하지 않는 한 자연수계의 수질을 보호, 보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계획에 따른 청계

천복원시 장기적 측면에서의 월류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대책

합류식하수관거 월류수(CSO)와 초기강우 유출수(First Flush)는 유역특성(배수구역의 인구밀도, 지표면 

포장율, 지형적 조건과 평균구배, 유입시간 및 유하시간, 방류수역의 이용상황)과 강우사상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강우유출수가 지표면을 따라 합류식 하수관거시스템으로 수집, 운반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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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와 합류되고 최종적으로 방류구에서 월류되므로 월류수와 초기강우 수질특성은 여러 가지 인자의 복

합적인 영향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본 계획과 관련하여 현시점에서의 월류수 처리시설 계획은 계획구역인 청계배수구역내의 강우특성별 초기

우수 유출특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하수관거의 침입수/유입수(I/I)를 저감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의 시행결과와 “도심지 

합류식하수관거월류수 및 분류식우수관거 우수유출 오염부하 기초조사 연구” 용역의 시행결과 등을 종합

한 월류수처리에 대한 세부지침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차집배율 3Q의 차집관로 계획과 하천계획에 따른 BOX공간 활용 및 월류수관로 신

설계획으로 초기우수 월류수의 분리배제 및 복원종점부에서의 하천방류로 계획하여 월류수에 의한 복원하

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차집관거 용량(3Q)을 초과하는 월류수(초과월류수)는 월류수에 의한 오염부하량 제거효과 대비 공사

비 관계에서 타당한 Q+우수량(2 mm/hr)까지의 양으로 기준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청계천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강우특성별 초기강우 유출특성의 조사 실측과 환경부에서 수립중인 월류수처리의 세부지침이 수립

되는 시점에서 월류수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월류수 처리량 결정에 따라 

본 계획에서 수립 제시한 초과월류수 분리시설의 재검토 및 단기계획으로 제시한 복원종점부 하천방류계

획에 대한 장기적인 처리계획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단기계획 장기구상

분리배제시설
·월류수처리량 : Q+2 ㎜/hr

·BOX공간 활용(월류턱 설치) 및 별도 관로 계획

·월류수처리량 : 유역특성 분석(실측)결과로 용량 결정

·BOX공간 및 관로용량 검토후 조정 : 월류턱높이 조정, 

관로 증설

처리시설 ·복원종점부(신답철교) 하천방류
·월류수처리기준 제정시 기준 반영

·월류오염부하, 처리효율, 부지여건의 종합 검토후 선정

표 4-1-73. 초과월류수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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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9> 월류수 적정 관리방안 수립 과정

7）양안도로계획

(1) 도로조성계획

청계천로는 도시계획상 광로(B=50~80m)로 연장은 6km이며 서울의 동서간 주간선도로의 역할을 수행하

는 8차로 도로로 청계 2가부터 신답철교까지는 고가도로(4차로)가 청계로상에 설치되어 있어 동서방향의 

연결축을 형성하고 있다. 청계천로는 태평로부터 마장철교까지 전구간에 걸쳐 청계천 복개구조물 위에 도

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청계천복원사업과 함께 고가도로는 철거되며 태평로~마장철교구간의 청계천로는 

양안 2차로만(일부구간 3차로) 확보하고 복개구조물 중앙부는 철거되어 하천으로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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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설계기준

도로의 구분

당초 도시내 주요지역간 연결의 주기능을 가진 주간선도로에서 청계천변 상업지역 접근을 위한 집산기능

과 지역간 연결을 위한 보조간선도로로 기능이 전환된다.

설계속도 적용

과업도로는 도시지역 보조간선도로로 설계속도는 60km/hr로 계획하였으나, 추후 교통협의과정에서 설계

속도는 50km/hr로 조정되었다.

보도구성

양안도로변 보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간 폭원 (m) 구간 폭원 (m)

태평로 ~ 무교동로
좌 8

대학로 ~ 율곡로
좌 4 ~ 6

우 5 ~ 9 우 5 ~ 7

무교동로 ~ 남대문로
좌 5 ~ 7

율곡로 ~ 다산로
좌 4 ~ 6

우 3 ~ 7 우 5

남대문로 ~ 삼일로
좌 3 ~ 8

다산로 ~ 난계로
좌 4 ~ 6

우 3 ~ 7 우 3 ~ 7

삼일로 ~ 돈화문로
좌 4 ~ 5

난계로 ~ 무학로
좌 3 ~ 4

우 3 ~ 7 우 3 ~ 4

돈화문로 ~ 창경궁로
좌 3 ~ 7

무학로 ~ 고산자로
좌 3 ~ 6

우 5 ~ 7 우 4 ~ 5

창경궁로 ~ 대학로
좌 6 ~ 8

우 7 ~ 8

표 4-1-74. 청계천 양안도로변 보도현황

본 계획도로의 상가와 건물앞 보도는 3m로 하였으며, 청계천변 보도는 산책 및 통행을 위한 보도개념이 

아닌 교통 완충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1.5m로 계획하였다. 이 보도는 장기적으로 주변지역 재개발시 건

물이 후퇴하면 도로 단면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시·종점부 일부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 상

가가 조성되어 있어 조업주차가 필요한 구간에는 횡단구성상 폭원확보의 어려움이 많아 조업주차공간을 

포함 5.0m로 하여 필요시 조업주차도 가능하게 보도를 넓게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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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횡단구성

도로횡단은 <표 4-1-75>과 같이 A, B, C, D, E 의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4-1-80>는 구간

별 표를 구성도로 작성한 것이다.

구분
A 유형

2차로+조업주차

B 유형

2차로

C 유형

3차로

D 유형

2차로+보도확대

E 유형

3차로+보도확대

차로폭 3.0×2 3.0×2 3.0×3 3.0×2 3.0×3

길어깨
우 측 0.5 1.0 1.0 1.0 1.0

좌 측 0.5 0.5 0.5 0.5 0.5

보도
건 물 5.0

(조업주차포함) 3.0 3.0 4.5 4.5

천 변 1.5 1.5 1.5 1.5 1.5

계 13.5m 12.0m 15.0m 13.5m 16.5m

표 4-1-75. 도로횡단구성 

<그림 4-1-80> 표준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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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포장

차도포장

   • 공법 : Asphalt Concrete 포장 (t=80cm 가정)

<그림 4-1-81> 차도포장

보도포장

전체구간의 보도가 축소 조정됨으로써 전 구간 보도 포장을 재실시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형식을 선정토

록 했다.

교면포장

기존 포장의 평탄성불량과 부분재포장 반복으로 주행성 저하 및 복개구조물 활용 부분의 구조물 기능성 

유지를 위하여 교면방수 후 재포장하도록 계획하였다. 현재 복개구조물 상부에 포장된 아스팔트콘크리트

의 두께는 8cm 정도이며, 교면방수 후 실시하게 된 아스팔트콘크리트 교면포장 두께는 최근 추세에 맞춰 

평탄성, 주행성 확보를 위해 2회 포설 8cm(4cm 레벨링층+4cm 표층)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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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수부지 접근로 계획

설치기준

하천고수부지의 산책로와 친수공간 및 각종시설의 접근을 고려하여 접근로를 계획하였으며, 설치기준은 

지역별 형평성과 넓게 분포된 지하철역 등을 고려하여 2개 교량당 1개소씩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보행자가 많은 남대문로와 흥인문로에는 1개소씩을 추가 배치하였다. 접근로는 노약자와 장애자를 배려한 

경사로도 함께 설치토록 하였으며, 시점측과 종점측에 각 1개소씩의 유지관리용 차량의 진출입구를 마련

하였다.

번호 설치위치 간격 높이
설치위치,방법,연장 주요접근지역

좌안 우안

1 태평로 시점부 0 3.1 계단(토공) 태평로, 광화문역, 시청역

2 무   교   동 235 5.3 경사로(토공) 무교동, 시청광장, 다동

3 교량2 (차도교) 257 5.1 계단 : 13 종각역, 남대문로, 을지로입구역

4 교량4 (차도교) 418 5.0 경사로 : 67 삼일로, 탑골공원, 명동성당, 을지로3가역

5 교량6 (차도교) 425 4.8 계단 : 13
종로3가역, 돈화문길, 을지로3가역, 종묘시

민공원

6 교량8 (차도교) 500 4.7 계단 : 12 을지로4가, 창경궁길, 광장시장

7 교량10 (차도교) 365 4.3 경사로 : 58 종로5가역, 동대문시장, 대학로

8 교량12 (차도교) 335 4.8 계단 : 13 동대문종합시장, 거평프레야

9 교량13 (차도교) 341 4.9 계단 : 13
동대문운동장역, 동대문, 동대문운동장, 두

타빌딩

10 교량15 (차도교) 547 5.8 경사로 : 80 신당역, 동묘앞역, 청평화시장

11 교량17 (차도교) 719 5.3 계단 : 14 난계로, 동묘공원, 신설동역

12 교량19 (차도교) 654 6.7 경사로 : 88 무학로, 상왕십리역

13 교량20 (보도교) 314 6.7 계단 : 18 제기동역, 용두동, 신동아·벽산아파트

14 마장철교 종점부 670 6.2 경사로(토공) 고산자로, 마장동, 현대아파트

계  14개소(좌안 : 6, 우안 : 8) (계단 : 8, 경사로 : 6)

※ 토공부에 설치되는 경사로는 유지관리용 차량진입로 기능을 겸하도록 계획

표 4-1-76. 고수부지 접근로 설치 계획

유지관리용 차량진입로

유지관리용 차량의 접근을 위한 진출입구는 토공부 하천사면에 보행자용 경사로를 설치하고 기능을 겸하

도록 하였으며, 하천고수부지에 설치되는 산책로가 유지관리용 차량의 통행로 기능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청계천복원구간에서 차량 진출입구 개설의 조건상 유리한 광교부근과 마장철교부근에 출입구 1개소씩 설

치하고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서 고수부지간을 연결하는 세월교(잠수교) 형식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회차가 

가능토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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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2> 유지관리용 차량진입로

(5) 양안 존치 복개구조물 활용 방안

존치현황

양안도로 차로수 운영계획에 따라 구간별 복개구조물 존치현황은 양측건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구간
북측도로 남측도로

비고
도로폭 존치 도로폭 존치

세종로~무교동

무교동~광 교

광 교~청계2가

청계2가~청계3가

청계3가~청계4가

청계4가~청계5가

청계5가~청계6가

청계6가~청계7가

청계7가~청계8가

청계8가~청계9가

청계9가~성동구청

16.5

15.0

15.0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5.0

-

-

8.1

9.6

11.15

10.5

3.3~10.7

5.3~13.5

1.7~6.7

13.5

15.0

13.5

12.0

12.0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

-

-

0~8.1

6.9

4.1~13.5

13.5

13.5

13.5

13.5

13.5

표 4-1-77. 복개구조물 존치현황

  

존치구조물 안정검토

• 복개구조물 옹벽 구조 검토 : 복원도에서 저판폭이 옹벽높이에 상관없이 3.5m로 표기되어 있으나, 

옹벽높이가 높은 경우에도 현재 상태에서 옹벽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확인은 불가능하나 옹벽의 저

판폭이 3.5m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옹벽검토는 기초저판폭은 확인할 수 없으나 배면이 안정된 

것으로 추정하여 검토하였다.

• 존치 복개구조물 안정검토 : 복개구조물의 중앙부 철거에 따른 존치구조물중 불리한 4가지 단면에 

대하여 안정검토를 수행한 결과 이방향슬래브의 경우는 안정하지만 일방향슬래브는 불안정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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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단면 보강이 필요하며, 또한 일방향슬래브의 보강범위를 산정한 결과 슬래브 지간이 외측 

5.0m, 내측 4.0m이상인 경우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면 벽체 구조물은 기존 구조

물과 일체화하여 벽체 두께 t=500mm, 내부굴착강관파일(ψ405 각3본 c.t.c 3.0m)을 적용하여 구조

검토한 결과 전 구조물이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계천 복개구조물 복원도(1999. 8)와 청계 고가

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 지반조사보고서(2002. 6)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한 현장조사와 

지반조사를 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 방안 : 본 복개구조물의 양안 존치구간 단면중 불안한 단면을 선정하여 3D로 구조검토

한 결과 일방향 슬래브의 일부 구간에서 작용모멘트가 슬래브의 휨 강도를 상회하여 이들 구간의 슬

래브를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보강범위는 슬래브 길이가 외측 슬래브 4.0m 이상, 내측 슬

래브 5.0m 이상일 경우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보강물량은 총 41,133㎡로 산정되었다.

사면벽체 구조물 시공방안

양안 존치 구조물 1.0m 절취 후 철근을 신설 벽체철근과 겹이음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림 4-1-83> 사면벽체 구조물 시공방안

벽체는 50cm, pile은 내부굴착 강관파일로 계획하였으며, 절단하였을 때 캔틸레버부는 1.5m(보도측)까지 

안정하며 그 이상은 지지동바리를 세우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설치범위는 양안 합하여 8,478m 설치하며, 

평균 벽체높이는 6.4m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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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장물 이설계획

지장물현황

관리기관 종단개소 횡단개소 암거 연장(m)

1 한국통신 7 18 960

2 한국전력 1 10 4 675

3 상수관 7 7 2762

4 극동도시가스 1 1 75

5 하나로통신 - 1 60

6 데이콤 1 - 102

7 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 - 5 255

8 파워컴 - 5 277

17 47

표 4-1-78. 지하지장물 현황 

구분 동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중구 계

가로등 39 153 46 129 367

가로등 제어기 2 1 5 8

가로등 분전반 2 8 1 3 14

보도육교 4 4

표지판(대) 7 18 11 16 52

표지판(중) 3 4 7 22 36

표지판(소) 13 99 4 67 183

문화재표석 4 1 5

지하상가출구 2 2

소화전 1 16 11 28

공중전화부스 1 43 2 41 87

변압기박스 3 52 49 104

신호등 8 39 4 19 70

신호등 제어기 4 13 1 2 20

가판대 20 32 52

구두수선박스 12 7 19

우체통 1 7 1 7 16

승강장 2 3 1 6

전주 9 5 10 4 28

주차발매기 51 88 138

기타 3 7 1 10 21

총계 147 508 180 426 1261

표 4-1-79. 지상지장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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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연장(m) 존치, 이설 사 유

No 23~No 37 1400 존치

No 37~No 43+80 680 이설 고수부지내 노출

No 43+80~No 46+50 270 존치

No 46+50~No 48 150 이설 고수부지내 노출

No 48~No 61 1300 존치

No 61~No 72+80 1180 이설 고수부지내 노출

계 4980

존치 2,970m(60%)   No 23~26+90 : Φ1650

                    No 26+90~47+80 : Φ1500

이설 2,010m(40%)   No 47+80~72+80 : Φ1350

※ 기타 상수관로 (ψ1,000mm이하) : 10개소 528m

표 4-1-80. 복개구조물내의 대형 상수관로 이설 및 존치 현황 

공동구 설치 검토

청계천복원과 도로부지 축소에 따라 각종 지장물 이설이 필요하여 유지관리성 및 도시미관을 고려 공동구

를 설치하여 각종시설물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각 관리기관의 반대와 공사추진상 어려움이 많아 설치를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공사진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장물별로 이설계획을 수립하고 일괄 시공하되 

설계·시공에 각 관리기관이 참여토록 하였다.

지장물 이설계획

• 이설관련 관계기관 회의개최

  - 회의개최 : 총 4회

  - 참여기관 : 한국전력,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파워콤, 지앤지네트웍스, 극동도시가스

  - 회의결과 : 지하시설물 이설은 공사장 간섭 등을 고려하여 병행시공이 불가피하며 공사시행시 관

로공사를 포함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시공하는 조건으로 관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

하고 이설비를 납부받아 이설키로 하였음. 또한 지상시설물은 관리기관별로 이설조치키로 함.

• 종방향 매설 지장물 이설계획

대형 상수관로의 40%(2010m)가 평면상 하천 고수부지에 돌출되거나 하상계획과 저하로 존치가 곤

란하여 하천 내에서 평면상 이동하거나 종단상 깊게 이설하여 매설키로 함.

• 횡방향 매설 지장물 이설계획

여러 가지 지장물을 묶어서 하천저부를 통과(하월)하거나 남북으로 설치될 교량구조물에 구조적으로

나 미관상 문제가 없게 교량속이나 보도부 또는 거더(Girder) 사이에 매달기 방법으로 통과하게 됨. 

하상에 매설되어 횡단하는 도시가스관, 한국전력 송배전선 암거 등은 보호공을 검토하거나 깊게 매

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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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지장물 이설 계획

보도축소로 대부분의 지장물의 철거 및 재배치가 필요하며 대부분 교통안전시설은 새로운 교통체계 

정비와 신호등 계획에 따라 정비하게 된다. 편의시설 및 비상용시설은 구간별로 조업주차공간을 축

소하고 보도를 넓혀 재배치 또는 이설토록 함.

8) 교량계획

(1) 교량계획 현황

교량 설치기준 및 계획은 <표 4-1-81>과 같다.

구분 설치기준 개소 비고

차도교
현행 남북주행의 모든 교차로에 설치 13 기존남북주행 교차로

보·차도 공용교량 설치 2 세운상가, 통일상가

보도교
현행 교차로상의 횡단보도 간격이 넓은 구간에는 보행전용 교량 설치 6

광통교 원형복원 1

계 22

표 4-1-81. 교량 설치기준 및 계획

청계천복원구간 내 교차로 현황 및 교량설치 계획은 <표 4-1-82>와 같다.

번호 인접거리(m) 측 점 도로명 위  치
교차구분

비  고
현 황 계 획

1 0 8k+055 무교동길 무교동 교차로 차도교

2 314 7k+741 남대문로 광교 교차로 차도교

3 266 7k+475 코리아나화장품 보도교 신설

4 170 7k+305 삼일로 청계2가 교차로 차도교

5 171 7k+134 수표다리길 수표다리길 교차로 차도교

6 246 6k+888 돈화문로 청계3가 교차로 차도교

7 263 6k+625 세운상가 횡단보도 차도교* U-TURN

8 235 6k+390 배오개길 청계4가 교차로 차도교

9 202 6k+188 방산종합시장 보도교 신설

10 170 6k+018 훈련원로 청계5가 교차로 차도교

11 210 5k+808 평화시장 횡단보도 보도교 기존위치

12 197 5k+611 통일상가 횡단보도 차도교*

13 261 5k+350 흥인문로 청계6가 교차로 차도교

14 251 5k+099 청계6가 보도육교 보도교 간격조정

15 303 4k+796 다산로 청계7가 교차로 차도교

16 312 4k+484 영미교길 왕성약국 교차로 차도교

17 413 4k+071 난계로 청계8가 교차로 차도교

18 304 3k+767 새말길 한국도자기 교차로 차도교

19 346 3k+421 무학로 청계9가 교차로 차도교

20 314 3k+107 오성빌딩 횡단보도 보도교 기존위치

21 450 2k+657 고산자로 성동구청 교차로 차도교

(*):우선 보도교로 운영, 특정기간 차도교 병행이용 가능토록 횡단계획

표 4-1-82. 교차로 현황 및 교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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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4> 청계천 차도교 및 보도교 위치도

(2) 교량설계기준

• 교량의 설계기준

  - 유수소통에 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교량형식 선정

  - 청계천 교량을 문화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으로 설정

  - 지역적 상징물로서 조형성, 예술성을 가진 교량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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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의 횡단구성

교

량

의 

폭

원

차

도

교

량

일반

구간

·차로폭 3.0m 이상(1차로)

·중앙분리차로 0.5m

·길어깨 보도가 있는 경우는 생략

·측대 0.75m적용

·보도 횡단보행량에 따라 3.0~5.0m적용

세운

상가

·차로폭(양측 U-TURN차로) 12.0m적용

·측대 0.75m적용

·보도(중앙부) 5.0m적용

보도 교량

·보도폭 5.0 ~ 8.0m

·난간연석폭 0.5m

표 4-1-83. 교량의 횡단구성 

• 형하여유고 기준

교량의 형하여유고 자문을 통하여 홍수설계빈도 50년의 계획홍수위에 아래의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적용하였다.

계획홍수량(㎥/sec) 여유고(m) 계획홍수량(㎥/sec) 여유고(m)

200 이하 0.6 이상 1,500 ~ 3,500 1.2 ~ 1.5

200 ~ 500 0.8 ~ 1.0 3,500 ~ 10,000 1.5 ~ 2.0

500 ~ 1,500 1.0 ~ 1.2 - -

표 4-1-84. 형하여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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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별 형하여유고 검토

  본 과업의 교량계획시 주형의 형고를 줄일수 있는 형식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교량

No.

교차로

위치

교량 

구분
교장

(m)

형하여유고 검토 교량형식

제방고

(도로고)

A

계획 

홍수위

B

제방 

여유고 

(m)

C=A-B

교량적

용 

형고(m)

D

형하 

여유고 

(m)

E=C-D

여유고 

기준 

(m)

F

여유고

부족분 

(m)

G=F-E

PSC 

라멘교

(H=0.8m)

Preflex 

빔교

(H=1.3m)

강상판 

판형교

(H=1.1m)

1 무교동 차도교 23.0 28.54 26.68 1.86 0.8 1.06

0.6

- ◉
2 광교 차도교 26.0 27.17 24.58 2.59 1.3 1.29 - ◉
3

코리아나 

화장품
보도교 26.0 25.53 23.72 1.82 1.0 0.82 -

4 청계2가 차도교 22.0 24.64 22.97 1.67 0.8 0.64 - ◉
5

수표

다리길
차도교 23.5 23.99 22.46 1.53 0.8 0.73 - ◉

6 청계3가* 차도교 25.0 23.79 22.01 1.78 1.1 0.68 - ◉
7 세운상가 차도교 18.0 22.58 21.18 1.40 0.8 0.60

0.8

0.20 ◉
8 청계4가* 차도교 25.6 22.15 20.39 1.76 1.1 0.66 0.14 ◉
9

방산종합 

상가
보도교 25.6 21.31 19.96 1.35 0.8 0.55 0.25

10 청계5가 차도교 23.0 21.17 19.64 1.53 0.8 0.73 0.07 ◉
11 평화시장 보도교 25.6 21.01 19.16 1.85 1.0 0.85 -

12 통일상가 차도교 26.6 21.05 18.93 2.12 1.1 1.02 - ◉
13 청계6가* 차도교 27.8 20.74 18.65 2.09 1.1 0.99 - ◉
14 청계6가 보도교 29.6 20.22 18.54 1.68 1.0 0.68 0.12

15 청계7가* 차도교 30.6 20.69 17.69 3.00 1.1 1.90 - ◉
16 왕성약국 차도교 32.6 19.99 17.05 2.94 1.3 1.64 - ◉
17 청계8가 차도교 48.6 18.81 17.05 1.76 1.1 0.66 0.14 ◉2경간

18
한국

도자기
차도교 47.6 18.63 17.05 1.58 1.1 0.48 0.32 ◉2경간

19 청계9가 차도교 46.6 18.53 17.05 1.48 1.1 0.38 0.42 ◉2경간

20 오성빌딩 보도교 46.1 18.60 17.05 1.55 0.8 0.75 0.05

21 성동구청 차도교 82.5 18.41 17.05 1.36 1.1 0.26 1.0 0.74 ◉2경간

주1) 차도교 형고는 교좌장치(H=0.22m) 및 포장(H=0.08m)을 포함한 적용 

기준임.

주2) 보도교 형고는(교좌포함) 1.0으로 하였으며, 아치교인 BR9, BR20은 

0.8로 계획함.

표 4-1-85. 교량별 형하여유고



Ⅳ.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528

(3) 교량의 형식선정(안)

교량계획시 주요착안사항

• 도로와 연결되는 교량선형의 연속성 확보 여부

• 교량의 형하여유고 확보가 가능한 지 여부

• 교량의 형하여유고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복개구조물과 동서방향 도로의 선형 및 주변상가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교량계획 검토기준 

• 교량의 선형의 연속성을 위해 가능한 한 기존 복개구조물의 도로고를 계획고로 계획

• 하류의 한강 배수위 영향으로 형하여유고 확보가 어려운 구간은 가능한 한 최소의 종단을 들어 여유

고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교량계획 현황 

교량

No.

경간구성

(m)
교량 구분

교폭

(m)

평면선형

Skew(。)
상부형식 하부형식 기초형식

1 23.0 차도교 24.20 89.3 PSC 라멘교 - 강관말뚝

2 26.0 차도교 44.20 87.3 PF빔교 역T형 강관말뚝

3 26.0 보도교 9.00 73.4 강상형교 역T형 강관말뚝

4 22.0 차도교 41.50 91.1 PSC 라멘교 - 강관말뚝

5 23.5 차도교 22.20 90.9 PSC 라멘교 - 강관말뚝

6 25.0 차도교 27.00 88.9 강상판 판형교 역T형 마이크로파일

7 18.0 차도교 34.00 90.8 PSC 라멘교 - 강관말뚝

8 25.6 차도교 25.3 98.5 강상판 판형교 역T형 마이크로파일

9 25.6 보도교 9.00 90.3 아치교 역T형 강관말뚝

10 23.0 차도교 40.0 91.1 PSC 라멘교 - 강관말뚝

11 25.6 보도교 6.00 90.5 파이프거더교 역T형 강관말뚝

12 26.6 차도교 27.00 105.1 강상판 판형교 역T형 강관말뚝

13 27.8 차도교 58.90 86.1 강상판 판형교 역T형 마이크로파일

14 29.6 보도교 6.00 90.4 강상형교 역T형 강관말뚝

15 30.6 차도교 36.40 96.9 강상판 판형교 역T형 마이크로파일

16 32.6 차도교 21.10 84.6 PF빔교 역T형 강관말뚝

17 2@24.3=48.6 차도교 28.10 70.8 강상판 판형교 역T형 강관말뚝

18 2@23.8=47.6 차도교 23.50 87.9 강상판 판형교 역T형 강관말뚝

19 2@23.3=46.6 차도교 27.80 86.5 강상판 판형교 역T형 강관말뚝

20 46.1 보도교 6.00 91.0 닐슨아치교 역T형 강관말뚝

21 2@41.25=82.5 차도교 41.00 88.5 강상판 판형교 역T형 강관말뚝

표 4-1-86. 교량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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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형식 검토

• 상부형식 검토

  - 차도교 : 형하공간확보가 용이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교량형식을 선정함

구분 개요도 특징 적용교량

PSC 라멘교

·신축이음이 없고 강결구조로 

내진에 유리

·PC도입으로 상부형고를 줄일 

수 있음

PSC - BR5, 

7, 10

Preflex 

Beam교

·형하공간확보 용이

·처짐량 감소로 피로강도 증대 

및 진동감소효과

BR1, 2, 4, 

12, 16

강상판

판형교

·상판 자중의 경량화로 하부의 

지하철횡단구간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 가능

·한강배수위영향으로 여유고확

보가 곤란한 구간에 적용

BR6, 8, 13, 

15, 17, 18, 

19, 21

표 4-1-87. 상부형식 검토 : 차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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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교

구분 개요도 특징 적용교량

강상형교

·주변 고층건물이 있어 가급적 

번잡함을 피하면서 휴식 공간

확보가 가능한 막구조 지붕을 

검토함

BR3, 14

ST. PIPE 

GIRDER교

·평화시장과 동대문 시장 사이

에 위치하는 BR11은 양측의 

분위기를 이어주는 단순 간결

한 형식필요

BR11

아치교

·아치교로 계획하여 주변의

LAND MARK역할을 하게 함

·한강배수위영향으로 여유고확

보가 곤란한 구간에 적용

BR9, 20

표 4-1-88. 상부형식 검토 : 보도교 

• 하부형식 검토

교대형식 교각형식 기초형식

역T형 ∏형
강관 PILE

(중굴+T4 공법)
MICRO PILE

·구조적 안정성 및 시공성 

양호
·다주형으로 구조적 안정감

·도심지 소음진동을 최소화

하는 공법적용 

·하부 지하철통과구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공법적용

표 4-1-89. 하부형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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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릉천·성북천 고수부지 연결교량

구분 내용 비고

설치기준
성북천 및 정릉천 횡단구간에는 하천유지관리 및 산책로확보 목적으로 고수부지간 연결교량 

계획
2개소

적용 형식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고 홍수시 잠수교 역할이 가능한 RC라멘교 적용

교량 

제원

성북천 교장 : 2@18.5=37.0m, 교폭 : 4.20m

정릉천 교장 : 5@15.2=76.0m, 교폭 : 6.35m

표 4-1-90 고수부지 연결교량 주요내용

(5) 교량배치구상

청계천 교량은 서울의 역사성 및 주변지역 개발구상과 부합하고, 지역적 상징물로서 조형성 및 

예술성을 갖도록 교량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향후 설계 시 참조 설계안으로 제공하여 교

량의 미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청계천과 주변 지역 그리고 설치될 교량간

의 특성을 고려한 전체 교량의 컨셉 및 배치를 제시하여 장래 설계 시 교량들의 일관성과 연계성

을 갖도록 하였다.

구분 역사적 교량군 상업지역 교량군 주택지역 교량군

해당교량 BR1~BR10 BR11~BR16 BR17~BR21

특  징
서로 근접하여 교량별 연계와 조화가 

필요

대형쇼핑상가 등이 존재하는 지역으

로 신구의 융화개념의 교량선정필요

교량간격이 넓어 각교량이 개성적이

고 독립적인 이미지의 교량선정 필요

표 4-1-91. 교량배치 구상안

<그림 4-1-85> 교량의 배치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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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태, 식생 및 조경계획

(1) 생태

청계천의 생물서식 현황

• 조사기준 : 2001년 3월 문헌 및 현장조사

• 청계천 내부의 생물서식 현황

지난 40여년간 빛으로부터 단절되어 생물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복원 후 청계천 하류구간 및 중랑천

에서 서식하는 생물이 거슬러 올라와 서식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청계천하류 비고(중랑천)

포유류 고양이, 집쥐(2과 2종) 개, 고양이(2과 2종)

조류
왜가리, 쇠백로, 양비둘기, 붉은머리오목

눈이, 참새, 까치(5과 6종)

논병아리, 뿔논병아리,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황오리, 알락오리, 쇠

오리, 청둥오리, 검둥오리, 고방오리, 넓적부리, 흰죽지, 댕기흰죽지, 흰

비오리, 비오리, 도요새, 깝작도요, 괭이갈매기, 재갈매기, 노랑발갈매

기, 큰재갈매기, 양비둘기, 멧비둘기, 제비, 박새, 참새, 까치(11과 28종)

육상곤충 배추흰나비, 소금쟁이, 무당벌레(3과 3종)

노랑나비, 굴뚝나비, 배추흰나비, 부전나비, 깃동잠자리, 바퀴, 소금쟁

이, 넓적배허리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말벌, 애기나나니, 양봉꿀벌, 꽃

등애, 똥파리, 무당벌레(15종)

어류 붕어, 참붕어, 밀어, 버들치(발원지) 붕어, 잉어, 누치, 준치, 메기, 피라미, 미꾸리 등

양서류/파충류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참개구리, 붉은귀

거북(왜래종)
청개구리, 황소개구리, 참개구리, 옴개구리, 자라, 붉은귀거북 등(6종)

담수 

무척추동물

실지렁이, 왼돌이물달팽이, 소금쟁이, 깔

따구

실지렁이, 옆새우, 가재, 개똥하루살이, 길쭉하루살이, 소금쟁이, 각다

귀, 깔따구, 줄날도래(9종)

표 4-1-92. 청계천주변 생물분포

생태계획

• 생물서식공간 설계 → 먹이사슬(food web) 유도

• 평여울, 징검여울, 소리여울

• 맴돌여울, 돌수제, 거석

• 목재방틀 하상 바닥면에 설치 → 어류서식처 마련

• 흐르는 물의 낙차, 포기, 여과, 침전정화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

• 흐르는 물의 낙차, 

포기, 여과, 침전정화

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

<그림 4-1-86> 여울

  

<그림 4-1-87> 목재방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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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생 및 조경계획

식생계획

지상부는 건물측 보도가로수, 제방상단부 가로수 식재를 검토하고 하천부는 고수호안, 고수부지. 저수호안

의 식재를 계획한다. 하천 내 식재계획은 고수호안, 저수호안, 고수부지로 구분하여 각각 특성에 적합한 

식재를, 제방상단 가로식재 부분은 지하고 2.0m 이상의 수종으로 계획한다. 고수호안(제방)측으로 키가 

약간 높은 식물(갈대, 물억새등)을 식재하고 저수로 방향은 키가 낮은 초화류 위주로 식재한다. 저수로 바

닥은 홍수시 하상변화와 유실우려가 있으므로 특별대책을 마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면 보조재료를 

이용하여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제방 상단부에는 구조물 노출에 따른 경직성을 완

화하기 위하여 하수형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며 하부에도 등반형 덩굴성 식물을 식재한다. 하부의 등반형 

덩굴성 식물은 홍수 시 피해가 예상되지만 2~3일 정도 침수에 견딜 수 있는 식물종으로 계획한다.

조경계획 개요

청계천복원은 복개된 하천을 다시 열어 하천의 생태적 기능성 향상과 새로운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세계일류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비전을 제시한다. 물고기와 새, 그리고 식물이 생육하는 자연과 인간중심의 환경생태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며, 동대문, 남대문, 4대문안 문화유적과 연계되는 600년 서울의 역사성(Historicity) 및 정체성

(Identity)과 쾌적성(Amenity)을 회복한다. 

남·북 녹지축(종묘 → 남산 → 관악산)의 새로운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서울 도심의 새로운 서·동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를 구현하고, 새와 물고기가 살아가는 자연이 있는 하천을 조성하며, 시민과 함

께하는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청계천복원은 도시구조상 자연형 하천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시점부

에서 하류부로 갈수록 도시적 이미지에서 점차 자연성을 증진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며, 치수적 안전성 확

보, 녹지총량의 증대와 자연성 증진, 도시와 자연이 공생하는 새로운 하천경관 연출, 친수활동과 자연체험

의 공간 마련, 시민휴게 공간의 조성,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하천의 유지관리와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

한다. 

조경계획 기본구상

청계천복원에 따른 개발구상의 개념은 “자연성 회복”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간별 기본구상은 시점부인 태

평로에서 청계4가까지는 도시형 이미지, 중앙부근인 청계4가에서 청계7가까지는 도시와 자연이 공생하는 

공간개념, 종점부인 청계7가에서 신답철교에 이르는 구간은 자연성이 풍부한 생태적인 하천조성의 개념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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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8> 기본구상개념도

• 1 공구 : 시점부 경관, 다리밟기, 빨래터, 수표석 재현 등.

• 2 공구 : 식생군락, 쉼터, 데크, 징검다리 등.

• 3 공구 : 중도, 데크, 대규모 식생군락, 자연학습체험 등.

또한 도심녹지축의 새로운 패러다임(New Paradigm) 형성, 남·북 녹지축과 연계된 십자(+)형 수경녹지축 

구축, 녹지총량의 증대(276,650㎡, 약 83,686평,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의 8.37%), 선형녹지체계의 

연장(청계천~중랑천~뚝섬~한강)을 통해 도심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림 4-1-89> 녹지축연결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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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설치 구상

<그림 4-1-90> 시설설치 구상

  - 호안 조성공법의 선정 → 치수적 안전성고려, 하천경관고려, 자연성 증진

  - 식물재료의 선정 : 자생복원 능력이 우수한 수종, 계절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식재계획 수립, 어

류, 조류의 서식환경 조성이 양호한 식물종 선정, 수질정화, 침수 저항력이 강한 식물종 선정

  - 콘크리트 사면정비 : 덩굴식물을 이용한 벽면 녹화방안 강구, 일부 구간에 대해 환경그래픽 또는 

판석붙임 등 구상

  - 야간경관의 연출 : 시점부와 동대문패션몰 등 집중 조명지역과 생물서식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조

명연출 구상

<환경그래픽> <환경그래픽>

<목재붙임+덩굴성식물> <산지천야간경관> 

<그림 4-1-91> 시설설치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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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기본계획

• 저수호안조성 

수리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소재를 이용하며, 하천단면의 형태 및 유소, 소류력 등을 감안

한 적정공법을 적용하고, 자연경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조경석 + 코이어롤> <사각방틀> <돌망태+식물>

<그림 4-1-92> 저수호안 공법예시

• 고수호안조성 

하천제방사면의 형태(수직벽면~1:2사면)에 따른 적정공법을 적용하고, 홍수에 대한 유실방지 및 가

능한 한 충분한 녹지를 확보한다.

< 1:2 표준단면 > 

< 1:0.5+수직벽 표준단면> 

<그림 4-1-93> 고수호안 단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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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1:2 <자연석+환경블럭> 토사 1:0.3 <식생형블럭> 토사 1:0.3 <식생형블럭>

<그림 4-1-94> 고수호안 공법예시

• 녹화계획

지상부 녹화와 하천변 녹화를 연계하여 조성하고, 공간특성에 맞는 녹화기법 도입으로 녹지율을 증

진시키며, 녹지총량을 증가 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 공간을 녹화한다. 또한 구조물에 의한 수직벽

면의 인공성을 최대한 완화한 녹화계획을 수립하며, 고수부지 상단에 플랜트 POT를 조성하여 수목

을 식재하고, 토사구간의 사면에는 갈대, 물억새, 수크렁, 녹화매트 등을 식재한다.

<하천단면예시> <제방상단 수목식재> 

<그림 4-1-95> 하천녹화시 단면예시와 제방상단 수목식재 예시

<그림 4-1-96> 고수호안 녹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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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호안의 경우 자연적인 호안의 안정화된 식생군의 대표적 우점종인 달뿌리풀, 물억새, 키버들 등

을 다량 식재하고, 척박지에서도 활착이 용이하고 침수와 홍수에 저항력이 큰 식물종을 식재하며, 물고

기, 조류 등의 서식에 적합한 종을 선정한다.

<달뿌리풀> <갯버들> <수양버들>

<그림 4-1-97> 저수호안 식재 예시

고수부지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공간으로 자연학습과 체험할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그림 4-1-98> 고수부지 녹화 평면계획도(예시)

가로변은 기존 가로수 조치계획을 수립한 뒤 신규조성 가로수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기종 가로수는 총 

883주 중 은행나무 612주, 버즘나무 185주, 느티나무 46주, 선주목 40주이며, 구청 및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 이식조치하고, 신규조성 가로수는 식재지반이 없는 장소는 플랜트 POT를 설치하여 식재하고, 생육

이 강하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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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설치계획

한편 안내시설, 벤치, 데크, 징검다리, 그늘시렁 같은 시설물의 경우 설치수량을 최소화 하여 하천의 

자연경관 보전에 역점을 두고 홍수저항력의 감소를 위하여 물의 유하 방향으로 시설물을 설치한다. 

<단독의자> <징검다리> <데크>

<그림 4-1-99> 시설물 예시

• 산책로 조성계획

산책로의 경우 산책기능과 유지관리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산책로 설치폭은 입

지적 여건에 따라 다르나 고수부지의 폭에 따라 유동성있는 폭원을 유지하고(1.5m~3.0m), 공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포장재료를 사용한다. 포장패턴은 가급적 단순화 하여 하천의 인공적인 분위기

를 저감시킨다. 

<소형고압블럭(이미지예시)> <흙포장(이미지예시)> <지압보도(이미지예시)>

<그림 4-1-100> 산책로 조성예시

• 시점부 경관계획

청계천복원의 상징성을 제고시키고, 차집관거와 복개박스 노출에 대한 경관개선 및 차폐를 고려하여 

지상부에 시민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자연형, 도시형, 전통형 등 다양한 경관을 계획 

할 수 있으며, 교통분야와 하천분야의 계획을 수용하여 수립한다. 시점부는 태평로 입구~무교 구간

으로 규모 2,940㎡(L=144m, B=23m)에 벽천(L=14m, H=5.0m) 및 연못(Pond), 저수로를 조성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Ⅳ.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540

<그림 4-1-101> 현황평면도

<그림 4-1-102> 현황사진

<그림 4-1-103> 현황(보도 8m)

<그림 4-1-104> 계획안(보도4.5m, 하천폭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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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5> 계획평면도(예시)

<그림 4-1-106> 종단면도(예시)

<그림 4-1-107> 시점부 이미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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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8> 하천이미지 예시

유지관리계획

동·식물 생태계, 호안조성, 고수부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복원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로 하천생태계의 

안정을 조기에 구축하고, 복원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10) 야간경관계획

(1) 야간조명계획

야간조명은 청계천복원의 상징성, 하천복원 인식성, 도심 속의 오픈스페이스(Openspace), 친수 및 휴식공

간 조성으로 생동감 넘치는 도시경관 연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체적으로 통일성(Unity), 

다양성(Variety), 식별성(Legibility)이 나타나도록 계획하였다. 주변지역의 야간배후 경관을 고려한 중점

조명시설 지역과 최소조명시설 지역을 구분하여 시점부와 동대문지역은 중점조명시설로, 최소조명시설지

역은 어류, 곤충류, 동식물 등의 특성을 감안한 조명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도로변 가로등의 디자인은 별

도의 C.I 계획에 의하여 통일성 있게 계획했다.

(2) 조명등 설치계획

조명등 위치선정

• 도로변 보도  : 하천측 1.5 보도에 설치(도로 가로조명)

• 하천내 시민휴게 쉼터

• 제방 벽면의 그래픽 또는 전시구간

• 벤치, 테크, 징검다리, 경관수목 등

• 시점부 벽천 및 상부 공원화 지역

• 동선유도, 보행자등 : (산책로와 경계지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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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계획

차량통행의 안전한 흐름을 도모하고 건물 측으로는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으며 하천변 보도에만 설치한다.

<그림 4-1-109> 가로등 / 하천 조명등 설치 단면(예시도)

시점부 조명계획

• 열주등 : 휴게광장에 설치하여 진입부의 상징성을 부각

• 수목등 : 도로와 휴게공간 경계부의 수목에 조명함으로써 볼거리의 제공 및 생동감 부여

• 벽천수중조명 : 벽천 물줄기에 대한 조명 및 Pond 내 수중조명등설치로 활동적인 벽천 분위기 극대화

• 벤치조명 : 부분적인 국소 조명으로 주변의 조도를 고려하여 빛의 강약을 강조하고 위치를 인식 할 

수 있는 조명 설치

<그림 4-1-110> 수목등(예시) <그림 4-1-111> 의자치등(예시) <그림 4-1-112> 분수등(예시) 

하천조명계획

• 가로등 : 차도상의 밝은 흐름을 창출하고 정렬된 가로등의 설치 방식에 의해 가로선형 부각

• 장식열주등 : 야간활동인구가 많은 동대문 상가부근에 설치하여 볼거리와 만남의 장소 제공, 벽면 

전시 시설물을 조명할 수 있는 기능 부여(색상램프사용)

• 벽면연출조명 : 벽면부에 전시시설이 없을 때 볼거리 제공

• 바닥조명 : 상가지역 주변의 산책로 및 징검다리 돌 속에 LED 방수/수중용 광원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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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등 : 25m 간격으로 주변에 어울리는 등기구 계획

• 벤치조명 : 부분적인 국소조명으로 주변지역의 조도를 고려하여 빛의 강약을 강조하고 위치를 인식

할 수 있는 조명 설치

• 계단조명 : 이용자의 안전한 동선 유도

• 볼라드등 : 장소 인식의 기능 및 조형성 강조

  ※ 신설되는 교량의 시설물조명 및 경관조명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조명

<그림 4-1-113> 야간경관 이미지(예시도 : 제주산지천)

<그림 4-1-114> 장식등 예시(좌)와 프라비던스시 Water Fire(우)

<그림 4-1-115> 장식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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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명후 사례 예시

<그림 4-1-116> 야간경관 이미지(삼일아파트 주변)

<그림 4-1-117> 야간경관 이미지(성동구청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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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지관리

(1) 유지관리 계획

자연형 하천에서의 하천 유지관리의 기본목적은 유수소통의 원활, 수생역을 포함한 하천 생물서식처의 향

상과 보전 그리고 도시하천의 경우 친수 및 여가선용을 위한 하천시설물 관리에 있다. 유지관리는 하천구

역에 따라 관리의 목적과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수생역의 관리는 하상의 자라는 수초와 퇴적물을 제거하

며, 수륙구역은 하안보호로 공법의 보호와 하안식물의 예초 및 제초를 실시한다. 둔치나 제방은 식물의 

예초와 수목, 식물보호 및 시설물을 관리한다. 

유지관리는 또한 빈도에 따라서 정기 및 부정기적 관리와 특별한 관리로도 나눌 수 있다. 정기적

인 관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만 하는 일의 종류로 하상청소, 하안예초, 수목정지, 설치류 및 

두더지 등의 토양 파헤치기에 대한 감시 및 제어 작업이다. 부정기적인 관리는 홍수 후 하천단면

을 좁히는 퇴적물의 제거, 하상침식 및 손상에 대한 복구, 도입식물의 보호와 유해식물의 제거이

다. 특별한 관리는 하천시설물에 대한 관리, 갈수기의 수위상승, 필요에 따라 여름철 하천수에 

산소투입, 관리를 통한 하천의 생태적 향상(보나 낙차공을 램프로 변경, 수제설치, 퇴적소 설치, 

새로운 식물도입 등), 또는 하천발전을 유도하는 작업(사주 및 모래톱의 형성과 분리 등)이다. 유

지관리의 연중계획표는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어류

                  산란기

작 업 시 기
보호기

수생식물

제 초 기

번성기

갈대류 및 기타 숙근초화류

 

식 재 기

제초금지

예 초

수목류

수목전정

식재된 수목관리

 

시설물 관리 및 모니터링

 

표 4-1-93. 유지관리 연중 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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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의 목적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였을 때의 효과와 발전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주변의 영

향, 조성후의 느린 변화 및 유지관리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자연형 하천 조성효과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의 목적은 ① 대상하천의 조성결과가 설계

의 목적과 설계의 목표치에 도달하였는지 검토, ② 특별한 목적에 의해 실시한 시공(적용)내용에 대한 효

과의 검토, ③ 나쁜 영향이 발생되어졌을 때의 즉각적인 대안마련, ④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

안의 변경 또는 결정, ⑤ 다른 대상하천의 설계반영을 위한 근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모니터링의 방법

모니터링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시공 직후에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 좋지만 그 후에는 조사 간격을 긴 시간

대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의 대상구간이 자연형 하천 조성구간에 국한하지 말고 실시

하지 않은 구간에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성을 비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주로 외국에서 적용되고 있

는 모니터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종류 조사내용 조사의 종류/조사목적 조사기간

1. 수리 -수심, 유량변화 -강우, 유량 -년중

2. 측지 -위치, 종·횡단 -측량 -11월~4월

3. 수문 -수표면, 파랑의 변화 -수문학적 계산식의 적용과 변화 -년중

4. 지형 
-종·횡단의 변화, 유사 
및 물질이동

-디지탈 지형모델을 통한 물질변화내용, 하상재료와 
입자크기 및 구성

-년중
-1회/년중

5. 생물공학적 
   호안공법

-공법
-수문적변화, 각 공법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조
사 및 평가

-식생기와 풍수후

6. 육수학
-저서무척추동물

-어류

-화학적 생물적 수질검사 및 지시종
-특정구역의 질적 양적 어류조사 및 평가

-이른 봄, 또는 늦가을, 
여름

-여름과 겨울

7. 특정 동물 -선택한 동물 그룹 -생태적 지시종에 대한 질적조사
-동물에 따라서 
 결정

8. 식물사회 -식물
-대상지 평가, 천이, 식물사회, 정수역의 트란색트 
조사

-수생식물: 한여름,
-하안식물: 7-8월, 
-홍수터: 봄-늦여름

9. 비오톱과 종보전
-하천변의 주요 비오톱
구조

-비오톱타입에 따라 조사
-비오톱네트워크

-비오톱타입에 따라 봄, 
늦가을

10. 하천의 발전성
-수목 및 숙근초, 하상, 
하안상태와 관리

-목표와 현재상의 비교 -시공 후 수년 뒤 

11. 비용 -모든 소요경비 -경비내역과 평가  -계속 

표 4-1-94.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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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측량의 목적은 조사한 현장조사도의 보완과 위치 및 고저, 부피 등의 지형적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모니터링에 필요한 대상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기초적 자료가 된다. 측량은 일정 기

준에 의하여 실시하되 반드시 기존의 하천측정 자료를 참고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대상지에 대한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항공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측량치로 보완하도록 하며, 특히 여러 가지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반복 측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측량된 것은 평면 자료로 이를 

디지털 지형모델(DGM)로 만들어 종횡단면의 변화 및 식생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하상변화

하천의 구조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공사 직후에는 시공으로 인하여 하상 및 하도의 형태가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하천 스스로 하상형태를 안정시키는 데까지 일정기간이 필요하다. 자연적인 하상구조는 

하중도나 사주 등은 자연형 하천 조성을 계기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다. 그 후 동식물의 서식처

가 형성되며 하상모니터링의 주안점은 이러한 자연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하상변화를 관찰하는 

법은 Statzner(1981)에 의한 반구형방법으로 물의 요동력과 그의 조건을 측정하며 100m 거리에 5m 

간격으로 횡단에 4개의 측점에서 값을 얻는다. 이와 함께 하상변화를 보기 위한 하상재질과 하상면

도 조사하게 된다. 

• 생물학적, 화학적 수질측정

정확한 수질측정을 위해서는 화학적 측정만으로는 하천수의 생물적 요소를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Saprobity 지수를 이용한 부착생물의 종류와 출현빈도를 조사하여 등급에 따른 분류 

(LAWA)로 판정한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측정법으로는 수온, PH값, 전기도, 산소농도 등이 있고,  

실험실에서는 Cl, P, 황, Nitrat, Nitrit, Ammonium 등을 측정한다.

• 어류

어류의 종류나 서식밀도는 하천에 있어서 생물적 지시종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하천

의 영양염류, 일반적인 물의 화학성, 물리적 요소, 독성 여부를 제공하며, 서식처를 포함한 하천구

조, 도달성과 고립성, 서식처의 연계성 등을 나타내고, 먹이 공급상태도 나타내 준다. 그러나 하천의 

특성에 따라 지역성 및 계절에 따라 출현종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 어류의 조사는 국내의 경우 투

망을 많이 이용하는데, 외국에서는 전기망(생명에 무관)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개체와 종을 조사하

고 있다. 조사한 후에는 종 다양성, 종의 출현빈도 및 어류서식조건(수심, 유사분포)을 분석하고 조

사된 종의 대상지 정주기간 등을 추정한다.

• 식물 및 식생

식물 및 식생조사는 객관성이 높고 식물은 서식환경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환경적 지시성이 높

으므로 모니터링방법 중에서 가장 활용도와 신뢰성이 높다. 또한 현재의 식생현황과 자연잠재식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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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자연적인 하천식생대는 하천의 다이나믹을 그대로 반영한다. 아울러 하천구

조의 생태적 평가와 보호종의 발견 및 유지관리수립에 대한 근거와 특정 동물의 출현을 예시하여주

게 된다. 

트랜섹트(transect)조사의 장소는 대상하천의 식생을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반드시 물에

서 하안(제방)끝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식물사회는 브라운블랜큇(Braun-Blanquet)에 의거하고 도

표화 및 리스트로 만들고 피복도와 우점종 등을 표시한다. 또한 식물사회의 생태적 평가를 실시하여 

서식처의 환경요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 사진촬영

사진촬영은 대상지의 변화상을 한 눈에 보여주는 자료로서 대상하천의 전체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한다. 이와 함께 세부적인 변화, 특히 공법 적용구간은 촬영장소와 측정시간을 정하여 

변화모습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정 기간의 간격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전체적인 

하천구조의 변화상을 쉽게 알 수 있다.

4.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 구조물 철거 개요

• 청계고가

  - 구간 : 삼일빌딩 앞~마장동로타리(L=5,043m)

  - 철거범위 : 상·하부구조, 우물통기초 일부(저수로유지용수계획 및 세굴영향을 고려하여 하상계획

고 -1.7m까지 철거)

• 복개구조물

  - 구간 : 무교동~마장동 (L=5,394m)

  - 철거범위 : 

   ·상부 : 도시계획선에서 13.5m 이격거리 내 존치, 중앙부 철거

   ·하부 : 상부와 동일, 기초철거, Pile은 저수로유지용수계획 및 세굴영향을 고려하여 하상계획고 

하상 -1.7m까지 철거

• 삼일고가

  - 구간 : 주자동~장교동(L=871m)

  - 철거범위 : 상·하부구조, 직접기초

• 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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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로구간 : 상가육교 2개소, 보도육교 2개소(세운상가연결 육교상가 존치)

  - 삼일로구간 : 보도육교 2개소

• 하수관

  - 하수 BOX : 2련 암거(L=300m) 

  - 분류하수관：좌안 총 5.42km 중 2.28km 철거

                우안 총 5.08km 중 2.67km 철거(총 10.5km중 4.95km 철거)

• 기타 : 포장재 등

2) 철거공법 검토

철거공법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공법이 있으나, 현장여건에 적용가능 여부와 철거 시 기준사항에 따라 검

토하였다. 철거 시 기준사항에는 첫째, 고가 철거 시 양안 2차로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과 둘째, 소

음, 진동, 분진비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이로 인한 인근상가의 민원을 최소화한다. 셋째, 작업구간은 교통

을 통제한다는 것과 넷째,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공사기간 최

대한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구분 압쇄공법 대형브레카공법 절단공법 비 고

원  리 유압압쇄날에 의한 해체 타격파쇄 회전톱에 의한 절단

특  징

취급과 조작이 용이하고, 철공절단

이 가능, 저소음 저진동

능률이 높으며, 높은 곳 사용이 가

능하다. 보·기둥, 슬래브, 벽체 

파쇄에 유리

질서 정연한 해체나 무진동이 요

구될 시 유리하고, 최대절단 깊이

는 30cm 전후

단  점

·고소작업 불가능

·분진비산을 막기위해 살수

  설비 필요

·소음과 진동이 크다

·분진발생에 주의

·절단시 냉각수 필요

·해체물 인양크레인 필요

공사비 보    통 저    렴 고    가

표 4-1-95. 다양한 철거공법 비교검토

공사구간은 인근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으로 주·야간 통행인이 많으며, 교통 또한 복잡한 구간으로 

소음, 먼지 및 안전을 특히 고려해야 하므로, 공사비가 고가이나 고가도로 및 복개구조물 중 존치구조물

과 접하는 거더는 절단공법으로 계획하였으며, 복개구조물 상판, 거더 및 기둥은 압쇄공법으로 계획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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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거공사 시행계획

철거공사 시행계획은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구조계산에 의한 적정작업장비 산정, 안전관리계획 및 공사기

간 등을 고려하여 표준 철거계획을 수립하였다.

고가 철거계획

• 선철거 : 램프 철거를 선시행하여 양안 2차선 확보(L=24.0m, B=5.0m 기준)

  - ST. Plate Girder : 20부재, 7ton/부재당

  - R.C Slab : 20부재, 12ton/부재당

• 1, 2단계 : 접근로 확보 및 상부철거 (L=24.0m, B=16.0m 기준)

  - 양쪽 난간부(12부재 : 4ton/부재당)

  - 슬래브 및 빔  ST. Plate Girder : 12부재, 20ton/부재당

                  지상             : 12부재, 10ton/부재당

                  PSC Beam       : 12부재, 20ton/부재당

                  지상             : 12부재, 10ton/부재당

• 3단계 : 교각철거 (T형교각 기준)

  - 9부재, 25ton/부재당   

• 4단계 : 복개구조물 철거후 잔여 교각 철거

• 사용장비

  - Diamond Wire Saw, Wheel Saw, 코아시추장비, Crusher

  - 하이드로크레인 150ton, 80ton, 지게차

  - 덤프트럭 15ton, 카고트럭

복개구조물 철거계획

복원도에 의하면 옹벽(벽체)과 상부슬래브가 분리되어 있어 이에 따라 구조물 철거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확한 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인근건물과 구조물의 안정을 검토 후 절단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 구조형식 : 라멘구조 (복원도에 의하면 옹벽(벽체)과 상부슬래브 분리)

  - 포    장 : 아스콘포장 t=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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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부슬래브 두께 :  t=350mm

  - 거    더 : t=800mm

  - 기    둥 : 700mm×700mm

• 철거범위 

  - 상부 : 도시계획선에서 13.5m 이격거리내 존치, 중앙부 철거

  - 하부 : 기둥 및 기초는 상부철거범위, pile은 하상계획고 -1.7m까지 철거 

시행계획

• 1단계 : 도시계획선에서 13.5m 이격거리내로 교통우회 유도

• 2단계 : 도시계획선에서 13.5m선 Wheel Saw에 의한 절단

• 3단계 : 중앙부(슬래브, 거더, 기둥) 압쇄기에 의한 파쇄

• 4단계 : 기초 및 pile 철거

• 5단계 : 철거재 덤프 트럭에 의해 반출

4) 철거시 안전관리계획

철거 시 안전관리계획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재해 예방이다. 

이를 위한 안전상의 조치로는 작업중 고공, 고소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가시설 및 구조물

의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하거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

로 인한 작업수행상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 등에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복개구조물 철거 시 하상에

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특히 우기 시에는 일기예보를 주지하여 이에 대한 피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측 면 도 정 면 도

상세"A"

<그림 4-1-118> 안전 시설(가림막 및 방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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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장 교통처리계획

공사장 교통처리계획의 원칙은 ① 교통 혼잡 최소화, ② 교통시설 이용불편 최소화, ③ 교통 안전사고 최

소화이며, 작업공정별 교통처리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간 구분 개략 공정순서 주요 교통처리

삼일로 구간

① 고가구조물 2등분 후 좌측 고가구조물 

철거

② 우측 고가구조물 철거

③ 삼일로 도로 정비

∙ 기존 도로폭 2등분 후 한 측은 공사점유공간으로, 한 측은 

차량통행로로 순차적 운영 (2단계 철거공사)

청계2가 램프부

① 교차로 상부 고가도로 철거

② 삼일고가 연결 램프 철거

③ 복개구조물 철거

④ 횡단교량신설

∙ 철거 공사시 단계별 점유공사로 차로 축소 최소화

∙ 교차로 회전금지-2현시 운영

∙ 교량건설시 2단계 구분 시공으로 차로 축소 최소화 (복개

구조물 철거와 병행)

청계로

구간

램프 및

고가본선부

① 본선 램프 철거

② 본선 고가구조물 철거

③ 양안도로 정비

④ 복개구조물 철거

⑤ 하천 복원공사

∙ 램프 철거시에도 기존 조업주차시설 존치 원칙 (일부램프

구간 일시적 주차 통제)

∙ 공사중 보도폭은 완공 후 보도폭과 같은 3.0m 유지

∙ 공사중 양안도로 편도2차로 및 조업주차면 제공

∙ 기존 보행자 횡단시설 지점에 임시보도교 가설

교차로부

① 교차로 상부 고가도로 철거

② 신설 교량 2등분 후 좌측 복개구조물 

철거 및 교량시공

③ 우측  복개구조물 철거 및  교량시공

∙ 교량건설시 2단계 구분 시공으로 차로 축소 최소화 (복개

구조물 철거와 병행)

∙ 남북 횡단보도 공사중 계속 제공

∙ 교차로 회전금지-2현시 운영

∙ 교차로 주변 이면도로 활용하여 회전교통량 우회처리

표 4-1-96. 공정별 교통처리 계획

6)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건설폐기물은 처리의 효율성 및 원활한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토록 계

획하였으며, 보관 및 운반은 구조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1차 보관장소에서 성상별 분리작업을 

통하여 재활용가능 및 폐기처분되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구분 철근 강재 폐자재 계

1 공 구 8,246 3,570 174,518 186,334

2 공 구 8,453 2,246 189,678 200,377

3 공 구 10,226 2,868 235,464 248,558

계 26,925 8,684 599,660 635,269

표 4-1-97.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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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생량(ton) 재활용량(ton) 매립량(ton)

철    근 26,925 26,925 

강    재 8,684 8,684 

폐 자 재 599,660 449,745 149,915

계 635,269 485,354 149,915

표 4-1-98. 건설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매립량

공종 규격 단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ASP걷어

내기
㎥ 5,363 6,333 8,810 20,506

콘크리트

깨기
㎥ 56,973 64,813 83,054 204,840

압   쇄 ㎥ 29,114 41,031 62,747 132,892

Wheel Saw T=20cm m 25,089 27,051 21,351 73,491

Diamond Wire 

Saw
㎡ 6,172 3,492 3,768 13,432

인 양

상부 본 4,306 4,130 3,327 11,763

하부 ㎥ 13,113 6,570 6,566 26,249

육교 ton 654 840 1,494

운  반

콘크

리트
㎥ 56,650 64,414 82,958 204,022

강 재 ton 3,470 2,122 2,868 8,460

철 근 고재 ton 8,245.719 8,453.027 10,226.388 26,925.134

강 재 고재 ton 3,570.318 2,246.285 2,867.784 8,684.387

폐자재 아스콘, Con'c ton 174,518 189,678 235,464 599,660

표 4-1-99. 철거물량 산출

5. 사업시행방안

1) 사업수행방식

• 입찰방법 심의 대상 : 사업 1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건기법시행령 38조)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철거와 복원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발주

  - 주변시민의 심리적 불안해소를 위해 조기 착공 방안 검토

  - 업체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 가능한 방식 검토

• 공사수행방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선정

  ※ 기술공모 및 대안입찰방식은 행정소요기간이 크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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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경쟁입찰 설계‧시공 일괄 입찰

개   요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  사
  (용역사)     (용역사)    (시공사)

·기본설계입찰 →  적격심사 → 공사
 (시공사+용역사)  (시공사+용역사)  (시공사+용역사)

장   점
·설계 과정, 공사시행 중에도 발주자 요구
사항 반영 가능

·비용 내역이 명확하므로 분쟁 요인이 적음

·설계자와 시공자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합리적이고 시공성 높은 설
계 가능

·설계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안 선정 가능(별도의 공모 설계 불필요)
·Fast-Track 방식 적용으로 착공시기 탄력운영(실시설계 중 철거공사 
착공 가능)

단   점
·공사착공까지 소요기간이 김
·설계·시공 이원화로 책임한계 불분명
·저가 입찰로 부실공사 우려

·시공중 발주자 요구사항 반영 불리
·공사범위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큼
·입찰자의 위험부담이 큼

착공시기
(예 정)

 2004. 7월 
2003. 11월(Fast-Track 적용시 7월)
※기본계획 2월내 확정조건

적용사례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등 다수
 월드컵주경기장, 선유도보행교량, 지하철 6,7,9호선 일부구간 등
 (Fast-Track : 월드컵경기장, 선유도보행전용교량)

표 4-1-100. 공사수행방식 비교

구분
기타공사(설계·시공 분리방식)

설계·시공 일괄입찰(T·K)
사업수행능력평가(설계) 건설기술공모(설계현상공모)

법적근거
• 건기법 제21조, 시행령38조
 -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사

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절차

• 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 2
 - 건설기술의 공모대상•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 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 2
 - 건설기술의 공모대상•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87조
 - 대형공사계약

특
성

장
점

• 충분한 설계로 정밀도가 높음• 계약금액 조정 용이
• 상징성,미관성 있는 교량선정• 기타 좌동

•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일괄책임• 발주자의 행정부담 감소•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단
점

• 설계불확실시 클레임에 노출우려•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기지연 및 비
용 증가우려

• 심사기준이 미정립
 -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 기타 좌동

• 사업관리의 한계
 - 발주자에 의한 조정 곤란• 변경이 용이하지 않음
 - 분쟁발생 가능성 높음• 설계 품질저하 우려

시행절차

및

소요기간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20일
 (과업내용서 작성)

↓
 기본설계 발주전심의       30일

 (입찰안내서 작성)
↓

 설계용역 입찰공고(관보)   40일
 (입찰안내 및 현장설명)

↓
 등록 및 수행능력평가서제출 3일

↓
 적격심사                  40일

 (PQ 및 가격입찰)
↓

 낙찰자 결정               10일
↓

 기본설계 계약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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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일)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20일
↓

 사업시행 방침
 (응모안내 지침서 작성)    15일

↓
 설계현상공모 공고(신문)   14일

 (신청서접수 및 현장설명)
↓

 응모작품 작성 및 접수     90일
↓

 작품심사 및 발표          20일
 (심사위원 선정 및 위원회개최)

↓
 기본설계 (수의)계약       20일
 (과업내용서 및 설계예산서작성)

 -------------------------  
                            (179일)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20일
↓

 입찰안내서작성및기술심의 100일
 (외부 전문기관 용역)

↓
 설계·공사발주           10일

↓
 입찰공고(조달청,관보)     10일

 (현장설명)
              ↓        (1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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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서제출 및 입찰   150일
↓

 기본설계 심의             30일
 (설계점수 상위 4명 선정)

↓
 적격심사(조달청)          15일

↓
 실시설계적격자선정(조달청) 5일

↓
 실시설계                 240일

↓
 실시설계심의              30일

↓
 낙찰자결정 및 계약        15일

표 4-1-101.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법적 근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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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구분할

(1) 기준 및 분할안 검토

• 공사를 최단시일내 마무리하여 시민불편기간을 최소화하도록 공구분할

• 철거공기의 단축이 전체공기 단축의 핵심요소이므로 작업조 투입을  최대화하여 공기단축

  - 철거재 철거동선, 작업조당 소화물량 등을 감안할 때 약 11개 작업조 투입이 적정 판단(철거전 문

업체 조사)

• 작업조 투입이 제한(11개조)되므로 공구수가 많아도 실익이 없음(대형(Major)건설업체는 공구 규모의 

대형화 선호)

• 하천공사의 연속성 확보측면에서는 공구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 공구분할은 공사연장, 공사기간 및 공기 등이 가장 적정하며, 주변 상인 대처에 유리한 3안(3개 공

구 분할)으로 계획

구분 1안(1개공구) 2안(2개공구) 3안(3개공구) 4안(4개공구)

공사개요
연  장 5.8km 2.9km 2.0km 1.5km

사업비 3,544억 원 1,800억 원 1,200억 원 880억 원

1. 하천공사 연속성 ◉ ◎ ◎ ○

2. 공  사  기  간 ○ ◎ ◉ ◉
3. 사업물량 적정성 △ ◎ ◉ ○

4. 상  인  대  응 △ ◎ ◉ ◉
4. 업체참여  기회 △ ◎ ◉ ◉
6. 설  계  경  쟁 ◎ ◉ ◎ △

7. 사  업  관  리 ◉ ◎ ◎ ○

평         가
하천연속성확보 유리하나, 

공사추진 효율성 저하
대형건설업체 선호 규모

업체참여 기회확대, 주변

상인 대처유리

하천 연속성 불리 및 관

리효율 저하

표 4-1-102. 공구분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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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구분할 내역

청계천복원구간은 공기단축과 시공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 구간으로 분할되었다. 

<그림 4-1-119> 공구분할 개요도

구분
청계천복원공사

1공구 2공구 3공구

구  간
청계천로

(태평로입구~광장시장)

청계천로

(광장시장~난계로 전)

청계천로

(난계로~신답철교)

연  장 2.0km(No.62~82) 2.1km(No.41~62) 1.7km(No.23.6~41)

개  요

구조물 철거

 - 복개구조물 1.50km

 - 하수암거 0.3km

 - 고가구조물 2.2km

도심형 하천복원 : 1.8km

도로, 교량건설

 - 양안 2차로

 - 교량 8개소

구조물 철거

 - 복개구조물 2.1km

 - 고가구조물 2.1km

도심형 하천복원 : 2.1km

도로, 교량건설

 - 양안 2차로

 - 교량 8개소

구조물 철거

 - 복개구조물 1.7km

 - 고가구조물 1.6km

도심형 하천복원: 1.7km

도로, 교량건설

 - 양안 2차로

 - 교량 5개소

사업비
1,180억 원

(2003년 : 300억)

1,180억 원

(2003년 : 300억)

1,184억 원

(2003년 : 301억)

표 4-1-103. 청계천복원사업 공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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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계획

청계천 복원사업의 공구별, 공종별 사업비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분야별 공종별
공사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1. 하천복원 1) 토공  844,676,852  826,084,782  1,540,208,812  3,210,970,446

2) 구조물공  244,121,954  782,895,579  590,478,571  1,617,496,104

 소   계  1,088,798,806  1,608,980,361  2,130,687,383  4,828,466,550

제잡비(40%)  435,519,522  643,592,144  852,274,953  1,931,386,619

계  1,524,318,328  2,252,572,505  2,982,962,336  6,759,853,169

부가세(10%)  152,431,833  225,257,250  298,296,233  675,985,316

총   계  1,676,750,160  2,477,829,755  3,281,258,569  7,435,838,484

2. 유지용수 1) 저수로공사비  3,444,627,249  4,981,059,266  1,558,314,905  9,984,001,420

2) 관로 부설비  3,242,832,040  727,497,000  726,926,360  4,697,255,400

3) 전기설비  719,000,000  -  -  719,000,000

4) 기계설비  322,277,855  -  -  322,277,855

소   계  7,728,737,144  5,708,556,266  2,285,241,265  15,722,534,675

제잡비(40%)  3,091,494,858  2,283,422,506  914,096,506  6,289,013,870

계  10,820,232,002  7,991,978,772  3,199,337,771  22,011,548,545

부가세(10%)  1,082,023,200  799,197,877  319,933,777  2,201,154,855

총   계  11,902,255,202  8,791,176,650  3,519,271,548  24,212,703,399

3. 구조물철거 1) 교량사부철거공  5,943,123,308  5,705,330,683  3,315,050,856  14,963,504,847

2) 청계고가 옹벽철거  5,110,898  1,409,855  7,816,286  14,337,039

3) 교각철거공(본선)  1,747,334,839  1,561,515,299  2,213,900,478  5,522,750,616

4) 청계고가 램프교각 철거  275,736,790  336,776,800  -  612,513,590

5) 복개구조물 철거  934,893,541  1,881,562,049  3,048,967,798  5,865,423,388

6) 내부순환로 램프 철거  -  -  1,018,830,616  1,018,830,616

7) 육교철거  50,299,851  66,444,652  -  116,744,503

8) 교각철거공(삼일고가)  1,909,954,088  -  -  1,909,954,088

9) 차집관로 철거  738,381,459  384,961,250  -  1,123,342,709

10) 복개기초 토공  92,298,600  293,833,575  427,126,500  813,258,675

소   계  11,697,133,374  10,231,834,163  10,031,692,534  31,960,660,071

제잡비(40%)  4,678,853,350  4,092,733,665  4,012,677,014  12,784,264,028

계  16,375,986,724  14,324,567,828  14,044,369,548  44,744,924,099

부가세(10%)  1,637,598,672  1,432,456,782  1,404,436,954  4,474,492,408

총   계  18,013,585,395  15,757,024,610  15,448,806,501  49,219,416,506

표 4-1-104.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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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공종별
공사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 하수도정비 1) 토공  319,000,000  240,000,000  46,000,000  605,000,000

2) 관로공  2,075,000,000  1,532,000,000  660,000,000  4,267,000,000

3) 구조물공  32,000,000  5,000,000  29,000,000  66,000,000

4) 부대공  605,000,000  1,087,000,000  218,000,000  1,910,000,000

소   계  3,031,000,000  2,864,000,000  953,000,000  6,848,000,000

제잡비(40%)  1,212,000,000  1,146,000,000  381,000,000  2,739,000,000

계  4,243,000,000  4,010,000,000  1,334,000,000  9,587,000,000

부가세(10%)  424,300,000  401,000,000  133,400,000  958,700,000

총   계  4,667,300,000  4,411,000,000  1,467,400,000  10,545,700,000

5. 도로 1) 토공  969,572,128  365,101,168  187,626,085  1,522,299,381

2) 배수공  1,566,011,193  1,905,641,924  1,276,861,157  4,748,514,274

3) 포장공  1,566,693,942  985,613,512  682,353,486  3,234,660,940

4) 부대공  2,584,697,265  2,632,012,205  2,054,489,244  7,271,198,714

5) 사면호안구조물  6,800,000,000  11,000,000,000  8,200,000,000  26,000,000,000

6) 복개보강공사  1,800,000,000  9,600,000,000  2,700,000,000  14,100,000,000

소   계  15,286,974,528  26,488,368,809  15,101,329,972  56,876,673,309

제잡비(40%)  6,114,789,811  10,595,347,524  6,040,531,989  22,750,669,324

계  21,401,764,339  37,083,716,333  21,141,861,961  79,627,342,633

부가세(10%)  2,140,176,434  3,708,371,633  2,114,186,196  7,962,734,263

총   계  23,541,940,773  40,792,087,965  23,256,048,156  87,590,076,894

6. 교량건설 교량공사비  12,831,974,836  17,771,066,336  15,941,251,224  46,544,292,396

제잡비(40%)  5,132,789,934  7,108,426,535  6,376,500,490  18,617,716,959

계(부가세포함)  17,964,764,770  24,879,492,871  22,317,751,714  65,162,009,355

총   계  17,964,764,770  24,879,492,871  22,317,751,714  65,162,009,355

7. 조경 1) 고수호안공법  2,584,000,000  1,643,000,000  2,113,000,000  6,340,000,000

2) 저수호안공법  3,177,000,000  6,762,000,000  9,118,000,000  19,057,000,000

3) 식재공  1,304,000,000  1,129,000,000  2,243,000,000  4,676,000,000

4) 포장공  395,000,000  427,000,000  419,000,000  1,241,000,000

5) 시설물공  164,000,000  336,000,000  659,000,000  1,159,000,000

6) 전기설비  214,000,000  226,000,000  185,000,000  625,000,000

7) 가로등주 설치비  27,000,000  29,000,000  24,000,000  80,000,000

8) 경관조명  551,000,000  325,000,000  260,000,000  1,136,000,000

9) C.I 공사  474,000,000  498,000,000  395,000,000  1,367,000,000

10) 시점부  836,000,000  -  -  836,000,000

11) 가로수식재·이식  973,000,000  692,000,000  730,000,000  2,395,000,000

12) 관·배수공사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450,000,000

소   계  10,849,000,000  12,217,000,000  16,296,000,000  39,362,000,000

제잡비(40%)  4,339,600,000  4,886,800,000  6,518,400,000  15,744,800,000

계  15,188,600,000  17,103,800,000  22,814,400,000  55,106,800,000

부가세(10%)  1,518,860,000  1,710,380,000  2,281,440,000  5,510,680,000

총   계  16,707,460,000  18,814,180,000  25,095,840,000  60,617,480,000

사업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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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공종별
공사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8. 부대공 1) 가설사무소  401,111,760  401,111,760  33,731,760  835,955,280

2) 가설창고  11,245,200  11,245,200  11,245,200  33,735,600

3) 가설작업소  22,490,400  22,490,400  22,490,400  67,471,200

4) 가설합숙소  419,245,680  419,245,680  51,865,680  890,357,040

5) 가설실험실  162,446,000  162,446,000  9,371,000  334,263,000

6) 준공 부대비용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330,000,000

7) 공사용 임시도로

   설치 및 해체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3,000,000,000

8) 공사중 임시 가로등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1,200,000,000

소   계  2,526,539,040  2,526,539,040  1,638,704,040  6,691,782,120

제잡비(40%)  1,010,615,616  1,010,615,616  655,481,616  2,676,712,848

계  3,537,154,656  3,537,154,656  2,294,185,656  9,368,494,968

부가세(10%)  353,715,466  353,715,466  229,418,566  936,849,497

총   계  3,890,870,121  3,890,870,121  2,523,604,221  10,305,344,463

9. 폐기물처리비  2,493,114,286  2,709,685,714  3,368,228,571  8,571,028,571

제잡비(40%)  997,245,714  1,083,874,286  1,347,291,429  3,428,411,429

계  3,490,360,000  3,793,560,000  4,715,520,000  11,999,440,000

부가세(10%)  349,036,000  379,356,000  471,552,000  1,199,944,000

총   계  3,839,396,000  4,172,916,000  5,187,072,000  13,199,384,000

10.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의 

0.7%)

 493,908,331  599,426,042  511,047,817  1,604,382,189

계  493,908,331  599,426,042  511,047,817  1,604,382,189

부가세(10%)  49,390,833  59,942,604  51,104,782  160,438,219

총   계  543,299,163  659,368,645  562,152,598  1,764,820,406

11. 시험비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450,000,000

총   계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450,000,000

12. 실시설계

   용역비
(안전진단비 포함)

 3,271,005,771  3,881,855,690  3,162,771,547  10,315,633,008

총   계  3,271,005,771  3,881,855,690  3,162,771,547  10,315,633,008

합계  106,168,627,355  128,677,802,307  105,971,976,854  340,818,406,515

※ 이설비

  (도로분야)
 4,744,884,385  2,219,168,260  1,640,719,689  8,604,772,334

총공사비  110,913,511,740  130,896,970,567  107,612,696,543  349,423,178,849

사업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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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공정계획

(1) 사업추진 조직

<그림 4-1-120>는 청계천사업추진조직에 관한 사항이다.

<그림 4-1-120> 사업추진 조직

청계천복원사업을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사업수행의 중심이 되는 자원을 시간축

상의 합리적 배분으로 공정관련 활동을 통제토록 하여 약속한 일정에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할 수 있

도록 PERT/CPM 이론에 근거한 공정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특히 ①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의 상호 유기적 관계 유지, ② 총 공사기간내 각 공종의 적기 착수로 계약

공기 준수, ③ 절대 주공정선(CRITICAL PATH)을 따라 공정의 집중관리 및 공정추진 상의 문제점을 조기 

파악하여 공기만회 대책 신속 수립, ④ 소요인력, 자재, 장비의 적기 투입에 의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도모, ⑤ 시공 중의 작업진도관리, 기성고 파악, 검사의 편의 도모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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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관리절차

<그림 4-1-121>는 청계천 사업의 공정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그림 4-1-121> 공정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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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관리 체계

공정표 작성은 발주자와 계약자의 운영 목적에 따라 단계별(Level)로 작성 운영하여야 하며 하위단계

(Level)에서 발생하는 각종정보가 상위단계(Level)까지 연계되는 시스템(System)을 유지, 공정·내역에 

의한 일정·공사비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체계를 구성하여 발주처 PMIS와 연계시키도록 한다.

<그림 4-1-122> 공정관리 체계도

• 공정별(Level)공정표

  - 기본공정표 : 최고관리자 방침과 발주자 계획에 의한 사업목표이며 상위관리자 보고용으로 활용

  - 분야별 공정표 : 분야별 담당관리용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검토 및 보고용으로 활용

  - 관리기준 공정표 : 건설사업 총괄관리프로그램으로 계약자 공정을 집산 또는 계약자별 현황을 

상위단계(Level) Updating 기능을 포함한 공정표로서 공정관리 전문가용

  - 계약자 공정표 : 건설사업 계약자용으로 계약범위내에서 작성되며 현장 공구별 공정표이며 공정 

표작성은 상위단계(Level)와 연동되어야 하며, 상위단계(Level) WBS 규정에 의해 작성

구분 고려사항

사전확인사항

·보상관련사항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교통상황

·자재, 장비 수급계획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행사 및 지정 휴일

Activity 구성

·각종 서류제출, 승인

·인허가 요청 및 관련사항

·1개 Activity는 총공사비의 2 %이하로 구성

·공기는 10일 이상 30일 미만의 순수작업일수 기준

·Activity는 내역서상의 공종을 공사의형태대로 분류, 체계화함으로서 실제 시공절차에 준하여 관리 가능한 

단계로 분류

·공사 수행조직 및 주요구조물 단위별로 분할 작업

표 4-1-105. 공정계획시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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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목적

·공사에 필요한 작업 중 최하위 작업까지의 정의를 용이하게 함

·각 수준별 작업단위와 공사전체와의 관계를 나타냄

·공사일정 및 공사비용별 계획관리의 구조 및 정도를 설정

·공사의 진행상황이 하위수준으로부터 상위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일정, 원가 집계, 요약 및 보고할 수 있는 체계

의 기초

분류요령
·각 부문별 작업공정을 Network의 규모에 따라 요소작업으로 세분

·세분화된 요소작업 분류를 기초로 하여 공사내용을 Network화 할 수 있도록 체계화

·부문별 작업의 대분류 및 중분류, 요소작업의 상세분류 등으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Network 작성

분류기준

·기술분야별로 분류

·책임(혹은 관리) 분야별로 분류(직영, 전문하도 등)

·구조물별로 분류

·장소별 위치에 따라 분류

·작업공종별 분류(철거, 구조물 등)

·기타 필요에 의한 기준에 따라 분류

표 4-1-106. 공정계획시 작업분류 체계

(4) 공정관리 운영

운영체계

<그림 4-1-123> 사업주체간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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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펜티엄급 P.C 이상

·Main Mamory 16MB 이상

·Hard Disk Drive 1.2GB이상, CD-ROM, 3" 및 5.25" HDD

·Operation System : Windows 98이상

·Laser Printer 및 Plotter

SOFTWARE

·한글사용이 가능한 P.C용 공정관리와 내역관리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Software Package

·공정관리 Software 구비사항

   - PERT/CPM 이론에 의한 EST, EFT, SLT, LFT, CP등 처리기능

   - Calendar 기능

   - 해당자원의 CODE, 자원명, 기본단위, 자원단가 등 처리기능

   - 작업 분류체계(WBS)를 설정하는 다단계 정보처리 기능

   - Activity의 일정, 진도율, Cost 등의 자료 Update 기능

   - Process 보고의 OUT-OF-SEQUENCE 처리기능

표 4-1-107. 전산시스템

공정표 관리체계

공정표 관리체계는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청계천복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공정관리

업무는 공정표 관리체계 즉, 단계별 공정표(계약자 공정표, 관리기준 공정표)등의 사업전반의 공정관리 업

무는 공정표 관리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림 4-1-124> 공정표 체계

일정관리

• 공정표의 업데이팅(Updating) : 공정관리 운영은 관리기준 공정표를 기준으로 진행중인 공사공정실

적을 공정관리 시스템에 업데이팅 하여 공정현황보고서를 생산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실적을 공정표에 업데이팅

• 공정표의 개정 : 공정표의 개정사유가 발생하며 타분야의 영향을 고려하여 협조부서와 협의검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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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진척 산정 : 공사진척현황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는 행위를 업데이팅 하며, 업데이팅 하기 위

해 기준일 설정

  - 코스트베이스 공정률 산정방법 :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수량 및 자원의 총량대비 실투입량으로 각

각의 대비율에 의한 금액상의 진척률 산정

  - Manday base 공정률 산정방법 :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Manday 대비 실투입인원에 대한 비율로 

진척률 산정

  - Duration base 공정률 산정방법 : 액티비티에 소요되는 공기대비 실작업일수에 대한 비율로 진척

률 산정

• 실적입력 sheet 작성

  - 액티비티의 실제 착수일 종료일

  - 진행중인 액티비티의 잔여공기

  - 자원의 실투입량

  - 진척률은 누계치로 보관

• 부진 공정관리 : 월간공정 15%이상, 누계공정 5%이상 지연 및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를 초과

할 경우 부진원인 분석, 만회대책 수립

  - 부진공정에 대한 원인분석

  - 주 공정에 대한 영향 및 변경가능성 검토

  - 기동반(Task Force Team)운영 및 자원 추가투입 검토

  - 전체공정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사전 조정조치 수행

공정계획

• 공정계획 : 청계천복원사업 표준공기는 30개월

• 공기단축가능검토

  - 청계천복원사업은 도심내에서 진행되는 공사로서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철거는 업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서 전문업체에 따라 공기의 편차가 크므

로 업체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활용을 위해 표준공기의 10% 수준인 3개월 범위내에서 공기단축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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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천시설계획에 따른 민원대응

1) 민원관리계획의 기본방향

민원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정되었다. 

• 민원발생 예상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예상민원 최소화

• 주민에 대한 사전 홍보 및 홈페이지 내 민원게시판 관리로 민원 요인 사전예방

• 공사 전과정 인터넷 공개 및 공사의 객관성, 합리성, 투명성 확보

• 민원 발생시 공사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속 대응조치 강구

구간 예상민원 대책(안)

교량건설(8개소) 

주변

·공사중 임시가설 도로를 설치하여 종로구와 중구를 

연결하여 교통 소통원활 유지 및 도시기능 유지요구

·교량 건설시 동서 및 남북방향의 교통소통 유지되

도록 교통처리 계획에 반영

삼일고가주변

·고가 철거후 퇴계로 횡단 부분 평면 교차로 개선

·기존옹벽 부분 인공 터널 설치로 명동과 충무로 지

역 연결

·인공터널 상부에 공원 조성

·장기적 도심부 접근 교통흐름도 관리

·단계건설계획에 의한 도시연결망 확충방안 검토

·휴식공간 확보

세운상가주변
·도심형 뉴타운개발 구역지정 요구

·블록별 순환 재개발 계획 수립 요구

·지역균형발전 추진단에서 시행방향 검토

·도심재개발과 연계추진

광교4거리 

지하 지장물

·광  교

  - 현재 복개로 지하에 교각과 교대 원형 보존

  - 원위치 복원시 교통 소통에 지장 초래 예상

·수표교

  - 원형은 장충단공원에 실존

  - 계획하천보다 김

  - 교각수량이 많아 통수수간에 문제 있음

·전문학술기관 및 시민단체위원회의 검토 결과 현위

치의 복원 불가 판정

·광교(신설교량)에 옛광교 이미지 재현추진

·수표교(신설교량)에 옛수표교 이미지 재현 추진

공사지장 

“노상주차” 문제

·청계천 4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교통란 

해소 요구

·민영주차장 활성화 대책 요구

·청계천 4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 운동장 임

시 주차장 운영

·화물조업주차장 및 민영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

해 할인요금 운영 등 검토

표 4-1-108. 구간별 민원사항 조사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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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시설계획에 따른 민원대응

하천시설계획에 따른 민원과 서울시의 검토결과는 <표 4-1-109>와 같다. 

민원인 민원사항 검토결과

의류상가
대책
위원회

- 이면도로 노점상 단속
- 동대문운동장 주차장내 중구청 견인보관소 이관
-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출입구 1개소 추가 개설
- 신평화상가 서측 빗물받이 호우시 범람

- 신평화시장, 동평화시장 사이 노점상 정비: 지속적으로 정
비토록 해당구에 통보

-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중구청 견인보관소 이전 건의: 중구청
과 협의중에 있으나, 장소 부족으로 타지역으로 이전 곤란
(주차계획과)

-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출입구 1개소 증설: 승용차전용출구 
설치계획 수립하여 추진중(주차계획과) → 반영

- 신평화상가 서측 빗물받이 호우시 범람: 중구청장에게 신
평화상가 주변 하수도정비(배수관 추가 설치) 통보, 건설안
전본부에 청계천로변 보도정비시 협조요청

의류상가 
대책
위원회

집중호우시 노면수가 상가내로 유입되어 침수 피해 
발생되는 신평화상가 서측(흥인문로) 주변 하수도 정
비 요구

- 대책위원회 위원장, 상가운영회 회장, 상가 관리책임자에게 
현장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 설명

- 해당지역 복원공사업체(2공구)에서 보차도경계석 주변 모
래 주머니 설치

- 중구청장에게 신평화상가 주변 하수도 정비(배수관 추가설
치) 건의

이호중 지하도로 및 순환전차 설치
지하철, 전력구 등이 청계천 지하를 통과하고 있고 접근로 
시설부지여유가 없으므로 설치곤란

청계천상인
연합회 
503인

용산관광터미널의 용도변경을 통해 세운상가 등 청
계천의 전자·전기·조명등 상인이 집단이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요구

주차계획과와 협의

청계천 상인
- 청계천 일대 주정차 단속시 융통성 있게 단속 요청
- 조조시간대(07:00~09:00) 주차단속완화요구

지역별 주차 실태 조사와 병행하여 대안 마련 및 유관부서 
협의

청계천복원
시범단지 
대책위

- 시범단지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TF 팀 구성
- 시장님 면담 요청

서울시 추진계획 설명 및 이해유도

(주)동승 
대표 진영호

동대문주차장/시장부지 건축계획 관련
민원인의 건축계획은 도심부발전계획(안)이 필요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그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을 회신

성동구 
용답동 
구의원 

유지형외 3인

용답역에서 중랑천 고수부지로의 직접 진입로 설치
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본부장님 면담 요청

용답동→청계천고수부지 접근로 형식을 계단에서 경사로로 
변경설치검토

박경준 
- 마장2교 하류부(좌안) 및 인도교에서의 경사로 설

치요청
- 제방부 조성된 숲을 정비 및 공원화 요청

경사로로 변경설치 및 공원화 검토

이규환 오간수교 상부 우안에 약 30m 정도 조성요구
오간수교 하부 복복단면 하단에 설치하되 규모는 32㎡(길이 
17m, 세로 1.9m) 이내에 설치

평화시장 
대표이사 
전유석

문정동 유통단지 이주대상자 모집공고중단요망 -

우승남 문정동 유통단지 이주대상자 개별접수 요망 -

정용림 외 
254인 

스카이상가 육교 철거지점 교량신설 요구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취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및 교량계획 등을 감안할 때 새
로운 교량설치는 곤란 

성석교회
유통단지내에 성석교회를 위한 종교부지 제공 또는 
단지외 부지  제공요청

- 사업단지외 부지 제공방법은 없음
- 단지내 이주대책일환으로 타시도 유통단지내 종교시설 제

공 사례검토후 SH공사 담당자를 통해 추후연락

평화시장 
전유석 대표 

외 2인
평화시장앞 버스정류장 연장(L=15m) 요구 연장설치가 가능하여 4월 중순 추가 시공 예정임

표 4-1-109. 하천 시설계획에 따른 민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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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설계

제1절 설계 일반사항

1. 설계개요

1) 설계 추진 

(1) 기본설계

기본설계는 서울시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업체가 이를 제시하고 일괄입찰방식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능 및 금액평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따라서 기본설계는 업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끌어 

모아 설계수준의 향상을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하천복원사업이 3개 공구로 분할된 문제를 보

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는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유기적인 설계 작업을 통해 하천의 연속성과 경관흐름

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설계의 내용은 심의 지적사항 보완 및 기본설계 확정, 실시설계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전체 경관, 교

량, 조경,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공구간 연계성을 감안한 조정(coordination)을 위해 실시설계를 착수하

기 이전에 기본설계를 보완·확정하고, 지나치게 장식적 측면이 강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을 통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교, 수표교 등 유적복원 및 패션광장 

설치는 관련 심의 및 주변의 시민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기본설계와 관련한 주요 추진절차와 일정은 <그림 4-2-1>과 같다.

<그림 4-2-1> 설계 추진절차 및 일정

(2)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계약 후 100일이 되는 2003년 9월 18일에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철거공정이 순조롭게 추진됨

에 따라 후속공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보강, 상수도 이설, 분류하수관로 및 차수벽 실시설계는 8월 

20일까지 조기에 완료하였다. 다만,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경, 조명 및 교량 등 일부 내

용은 설계수준의 향상을 위해 10월 말까지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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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추진조직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건설안전본부가 함께 참여하였다. 3개 공구(제1공구 청석엔지니어링, 제2

공구 삼안건설기술공사, 제3공구 동명기술공단 등)로 나누어 실시된 기본설계의 보완‧확정과 실시설계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합동설계반을 구성하고 중구 삼각동 경기빌딩

(2층, 11층, 17층)에 별도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였다. 기본설계의 보완 및 확정은 추진본부가 주관하되, 

공구별 실시설계는 건안본부가 주관하고 추진본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림 4-2-2> 설계 추진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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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업체 및 분야별 참여인원

청계천복원사업은 공구별로 설계업체가 달랐는데, 제1공구는 청석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제

2공구는 삼안건설기술공사, 제3공구는 동명기술공단이 참여하였다. 설계작업은 구조, 토질, 하천 및 유지

용수, 상하수도, 교통, 도로, 조경, 경관조명, 환경, 전기 등 공사분야별로 책임기술자의 주도하에 자격을 

갖춘 기술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공구별로 설계분야의 구성과 분야별 참여 인력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설계업체
청석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삼안건설기술공사 동명기술공단

총 

참여인력

총 인원 100명 총 73명 총 52명 

총괄 1명, 

토목구조 11명, 

토질 6명, 

하천 및 유지용수, 상하수도 32

교통 11, 

도로 13, 

조경 10, 

경관조명 4, 

환경 6, 

전기 6

총괄 1명, 

토목구조 17명, 

하수도정비 9명, 

수자원 9명, 

도로 및 공항 11명, 

토질 및 기초 9명, 

조경 9명, 

전기 8명

총괄 2명, 

구조 11명, 

수자원 4명, 

조경 7명, 

하수도 6명, 

교통 9명, 

전기 4명, 

환경 6명, 

도로 3명

(공구별 감리보고서 내용 참조)

표 4-2-1. 공구별 설계업체 및 참여인력

2. 현장조사 및 분석

1) 개요

청계천복원건설공사 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관련계획조사, 각종현황조사, 측량·지반 및 기타조사 등

으로 나누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항목별로 조사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그 수행

성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 관련계획조사

  - 도시계획, 하천 및 하수도 계획, 청계천주변 건설계획, 도로건설계획, 기타 계획

• 각종 현황조사

  - 기존시설물(고가 및 복개구조물), 하수도 시설물,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 도로 및 교통현황

• 측량, 지반 및 기타조사

  - 측량, 지장물, 용지, 연도변 건물, 골재원, 폐기물, 철근 및 강재, 작업장, 안전진단, 지반, 여론,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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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조사내용 설계반영

관련

계획

조사

도시계획

 ∙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

 ∙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

 ∙ 청계천복원의 위상 및 관련성

하천 및 하수도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 중랑천 중상류지역 및 중하류 지역 등 

수해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 하천단면계획 수립

청계천 주변 

건설계획

 ∙ 도심 재개발

 ∙ 주택 재개발(황학, 숭인, 용두구역)

 ∙ 도시개발(왕십리 뉴타운)

 ∙ 기타개발(용두근린공원 동마장역 건설)

 ∙ 지역특성에 맞는 복원계획 수립

도로건설

계획

 ∙ 을지로~마장로간 도로개설

 ∙ 삼일로 도로구간 개선

 ∙ 두무개길 도로사업

 ∙ 동북부지역 교통 소통 향상을 위한 교통처리 대책 

수립

각종

현황

조사

기존시설물
 ∙ 고가 및 복개구조물 설계도, 준공도

(서울시 문서관리고 :경북청도)

 ∙ 철거시 구조물 안정성 확보

 ∙ 복개구조물 활용구간의 내하력 확보 여부 및 합리

적 보수보강 방안 도출

하수도

시설물

 ∙ 차집관거, 토구, 

 ∙ 빗물펌프장

 ∙ 정비대상 토구 선정

 ∙ 기존 빗물 펌프장 활용방안

수리 수문 및 

배수시설
 ∙ 침수피해 및 우량 관측소  ∙ 하천단면 계획 수립

도로 및 교통현황  ∙ 청계천 주변 도로교통 현황조사  ∙ 공사중 교통처리대책 수립

측량,

지반

및

기타

조사

조사측량  ∙ 현황측량, 골조측량, 노선측량  ∙ 설계기본자료로 활용

지장물조사  ∙ 지상 및 지하 지장물  ∙ 설계시공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용지 조사  ∙ 편입용지 조사  ∙ 국유지 및 사유지 편입 여부 검토

연도변 건물조사  ∙ 연도변 건물 이력 및 층고조사  ∙ 공사중 피해 여부 검토, 계측계획 수립 활용

골재원조사  ∙ 토취장, 사토장 및 골재원 조사
 ∙ 적절한 토공분배, 원활한 수급, 품질의 적정성, 경

제성 확보

폐기물  ∙ 건설폐기물 조사 및 처리  ∙ 건설폐재 재활용 및 처리방안 수립

강재 및 철근작업장  ∙ 구조물 제작가설 작업장 확보  ∙ 현장에서의 접근성 및 운반여건 수립

안전진단  ∙ 복개구조물 현황파악  ∙ 복개구조물 활용 및 철거시 안전 검토

지반
 ∙ 교량, 양안 벽체구조물, 유지용수 내진설

계구간 조사

 ∙ 안전성 검토를 위한 설계지반 정수산정

 ∙ 설계의 적합성, 안전성 검토

여론  ∙ 주변 주민 및 상인 상대 여론조사 실시  ∙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추진 모색

환경  ∙ 대기질, 토양, 수질, 소음진동, 동·식물상  ∙ 환경현황 파악 및 대책수립

표 4-2-2. 항목별 사전조사내용 및 주요 설계반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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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평로입구~광장시장

태평로입구~광장시장(제1공구) 구간의 현장조사 및 분석은 청석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실

시하였다.

(1) 설계 기초자료 조사

① 조사측량

설계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측량은 청계천복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시행하였으며 측량법 공

공측량 작업 규정의 허용오차를 준수하였다. Laser 및 무타깃 T/S 측량기로 지하현황을 측량 후 3차원 

수치데이터로 저장하며, 성형계산에 따른 현지 노선측량 시행 및 각종 구조물을 정밀 측량하고 지적 삼각

원점을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4-2-3>, <표 4-2-4>은 평면 기준점과 수준기준점을 정리한 것이다.  

삼각점번호 등급 X Y 

보. 3 지적삼각점 452,149.95 203,140.41

보. 4 지적삼각점 451,565.15 203,201.98 

보. 118 지적삼각점 451,783.04 198,857.08 

보. 119 지적삼각점 451,781.06 198,946.79 

표 4-2-3. 평면 기준점 현황

 

수준점 명칭 등급 EL.(m)

BM 31-1 1등 20.5731

BM 30-1 1등 16.5905

표 4-2-4. 수준 기준점 현황

② 배수시설물 및 지장물 현황조사

배수시설물 및 지장물 현황조사는 계획노선 선정시 저촉되는 시설물을 파악하고, 철거 또는 존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표 4-2-5>와 같다. 

조사내용
 ∙ 기존 청계고가 현황, 지하 복개구조물 현황 조사,

 ∙ 계획노선 선정시 저촉되는 시설물 파악, 철거 또는 존치여부 판단, 설계 반영

지하배수

시설물현황

위치 배수시설물현황
지상

지장물

현황

 ∙ 상가 밀집지역으로 다양하게 

지장물분포

 ∙ 화력주, 광케이블, 신호등, 각 

멘홀, 도시가스, 전기, 체신 등 

22개종 간섭수량 : 2,205개

 ∙ 청계천

 ∙ 백운동천

 ∙ 중학천

 ∙ 흄관, 배수구, 배수BOX, 분류하수관, PVC관 

(규격 φ100~φ1,000㎜) 등 211개소

 ∙ 배수구, 흄관(규격 φ100~φ3000㎜) 등 16개소

 ∙ 배수구, 흄관, PVC 관 등 26개소

표 4-2-5. 배수시설물 및 지장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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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에서 지적원도를 발급받아 마이크로 스테이션(S/W)에 의거하여 수치지적종합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용지도상 편입용지선표기는 지번순으로 편입현황을 파악하여 관계기관 협의시 활용하였다.

④ 지형 및 지질조사

지형특성은 산계특성과 수계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지질특성은 조사결과 서울화강암으로 조사되

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형

특성

산계

특성

 ∙ 청계천 수계의 산계는 북악산(344,2m)을 중심으로 서울

성곽을 따라 서로는 인왕산 동으로는 낙산으로 이어짐.

 ∙ 남측의 경계는 남산으로 전체적으로 분지상의 산계를 이룸.

수계

특성

 ∙ 청계천은 크게 북악산과 인왕산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이

동하는 소지류들과 남산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이동하는 

소지류들이 유입되어 형성됨.

 ∙ 청계천은 서에서 동으로 흘러 중랑천과 합류함.

지질

특성

 ∙ 중생대의 관입암체인 서울화강암이 과업구간의 기반암으로 분

포하며, 서울·의정부·동두천·포천·기산으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의 저반상 중 남주에 해당하는 천부의 관입암체임.

 ∙ 서울화강암은 선캠브리아기의 경기편마암 복합체들에 비해 쉽

게 풍화작용을 받는 것이 특징임.

 ∙ 화강암의 경계부는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 복합체들과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됨.

표 4-2-6. 지형 및 지질 특성

⑤ 하수토구조사

토구현황 조사결과 토구는 좌안 169개소, 우안 153개소였으며, 토구가 옹벽에서 노출되어 하수가 오수받

이로 자연낙하되고 있었다. 수로형 오수받이 설치로 하수 전량이 차집관거로 유입되고 있었고, 토구가 촘

촘히 위치하였으며 오래된 토구의 경우 폐쇄되어 최근 방류흔적이 없었다. 노면배수토구는 높은 관저고로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다.

⑥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 현황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각부분만 양호할 뿐 슬래브, 거더의 FRP층, 벽체 등의 경

우는 초기 박리상태를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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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시설물개요

 ∙ 위    치 : 광교(조흥은행본점)~신답철교

 ∙ 규    모 : B=12.0~80m, L=5,465m

 ∙ 구조 형식 : 라멘구조

 ∙ 상부활용상태 : 도로, 주차장

 ∙ 공사 기간 : 1958~1978

보수현황

 ∙ 기    간 : 1972~1998

 ∙ 보수 내용 : 부분보수

 ∙ 슬래브 : FRP 접착 및 몰탈보수

 ∙ 거더, 벽체 : FRP 접착보강

 ∙ 교   각 : 두부 및 강판접착 보강

조사결과

 ∙ 슬래브 : 보수위치에 부분적 박리 발생

 ∙ FRP : 보수부 누수로 초기 박리 발생

 ∙ 거    더 : FRP층의 초기 박리발생

 ∙ 교    각 : 보수상태 양호

 ∙ 벽    체 : FRP 보수부 초기 박리발생

표 4-2-7.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 현황 

⑦ 청계 및 삼일고가 보수 현황

청계고가 및 삼일고가의 보수현황의 조사결과, 광교로부터 청계4가 구간의 전면보수구간은 양호한(DB-18)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청계4가 PSC Beam 구간은 슬래브에 균열 및 누수에 의한 열화가 발생한 상태여서 

철거시 부재안정성 검토에 반영하였다.

구분 현황

시설물개요

 ∙ 위    치 : 남산1호터널∼광교∼동대문구 용두동

 ∙ 규    모 : 본선 5,914m, 램프 2,118m

 ∙ 폭    원 : 본선 B=16m(4차선), 램프 B=5m

 ∙ 교량등급 : 2등교(DB-18)

 ∙ 공사기간 : 1967∼1976

보수현황

 ∙ 기    간 : 1994∼1999

 ∙ 보수내용 : 전면보수

 ∙ 슬 래 브 : 전면 교체시공

 ∙ 주    형 : 손상부 교체 및 전면중방식 도장

 ∙ 교    각 : 손상부 보강 및 강판 접착 시공

조사결과

 ∙ 광교로부터 청계4가 구간의 전면보수구간은 양호한(DB-18) 상태를 유지

 ∙ 청계4가 PSC Beam 구간은 슬래브에 균열 및 누수에 의한 열화 발생

 ∙ 철거시 부재안정성 검토에 반영 필요

표 4-2-8.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 현황

⑧ 폐기물 처리장 조사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처리능력, 허용보관량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 4-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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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주소 수집/운반 처리능력 허용보관량

A 경기도 고양시 자가 54대
건설폐기물 : 6,400톤/일

준  설  토 : 3,200톤/일
건설+준설토 : 50,000톤

B 경기도 화성시 자가 13대
건설폐기물 : 4,800톤/일

폐토사, 준설토 : 25톤/일
건설폐기물 : 30,000톤

C 서울시 강서구 자가 11대 건설폐기물 : 1,600톤/일 건설폐기물 : 37,000톤

표 4-2-9. 폐기물 처리장 

(2) 교통 현황조사 및 분석

① 조사내용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조사의 조사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계천로와 주변도로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4-2-10>와 같다.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조사 보완조사

조 사 내 역 조 사 범 위

⇨
조 사 내 역 조사범위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 운영 청계천로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

교차로 및 가로교통량 청계천로, 주변도로 가로교통량 청계천로, 주변도로

도로현황 및 교통시설물 청계천로, 삼일고가 도로현황 및 교통시설물

표 4-2-10.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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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현황분석

교통현황은 교통량, 가로, 교차로, 보행, 조업주차, 버스운행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구체적

인 조사결과는 <표 4-2-11>와 같다. 

분석내용
 ∙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와 현장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분석자료 선정 

 ∙ 교통량 : 기수행된 현황자료

 ∙ 기타자료(기하구조, 신호운영) : 현장조사 자료 활용

분석

결과

교통량 청계천로 1,284∼1,942pcu/h , 종로 2,987∼4,625pcu/h, 을지로 1,036∼2,705pcu/h

가로 평균통행속도 : 청계천로 20.1∼23.3km/h, 종로 18.6∼23.5km/h, 을지로 17.3∼21.3km/h

교차로 교차로서비스수준(T7F 분석) : 청계천로B∼F, 종로C∼F, 을지로C∼D

보행
 ∙ 동∼서보행 : 세종로∼청계5가의 보행서비스 수준은 A로 매우양호

 ∙ 남∼북보행 : 평균보행자 지체도 분석시 C수준, 횡단보도 점유공간으로 분석시 F수준

조업주차 평균주차시간 35.7분(승용차 36.8분, 화물차 38.7분), 30분 이내 주차 약 65%

버스운행
 ∙ 청계2∼4가를 축으로 동→서 방향, 서→동 방향으로 버스노선체계 

 ∙ 7, 34, 45, 50, 57, 542 노선은 청계2∼4가의 양방향 노선체계를 나타냄.

표 4-2-11. 교통현황분석결과

(3) 청계천복원방안 건의 사항 조사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종로구와 중구, 단체협의회 등 관련기관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건의사항과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표 4-2-12>와 같다. 

구분 검토내용 및 건의사항 비고

종 로 구

 ∙ 기준치 이하 유지 및 환경대책 수립 

 ∙ 공사시 소음과 분진 최소화 요구
반영

 ∙ 200년빈도 홍수량 적용 및 여유고 확보 

 ∙ 공사 및 복원 후 홍수피해 방지
반영

중 구

 ∙ 교차로 형식을 평면형식으로 선정 

 ∙ 설계중 삼일고가 철거 후 퇴계로 평면교차 요구
추진중

 ∙ 세운상가 주변 뉴타운개발구역 지정

 ∙ 서울시 지역발전추진단에서 검토 중 
검토중

단체협의체

 ∙ 육교는 존치되며 주차장설치는 곤란 

 ∙ 세운상가 통행성 및 주차장 확보
반영

 ∙ 지자체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 주변 상가 리모델링 자금지원
반영

 ∙ 장래 추가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 중 

 ∙ 백운동 상류까지 청계천복원
검토중

표 4-2-12. 관련기관별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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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기관 협의 및 설계 반영 사항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과 조치내용을 정리하면 <표 4-2-13>과 같다. 

기관 추가협의 및 요청사항 반영사항 비고

한국전력 신설배전 전력구, 175×9공 이설요구 요청한 내용대로 설계반영 반영

하나로통신 100×4공 2개소 추가, 100×4공 우회이설 추가 및 우회 이설계획 설계반영 반영

엔터프라이즈 100×6공 추가요청 추가계획 설계반영 반영

도시가스 강관 300mm 하천 하월 형태로 이설요청 우회 이설계획 설계반영 반영

서울시건설안전본부 청계천 유입하수관거 정비설계 설계내용을 고려하여 과업수행 반영

서울시건설안전본부 삼일로 도로구조개선공사 설계 철거시공시기를 조절하여 간섭배제 반영

표 4-2-13. 관계기관 협의사항

(5) 기본계획 검토 및 주요개선사항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부문별로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4-2-14>와 같다.

구분 기본계획내용 설계적용 개선사항

철거  ∙ 철거에 따른 교통처리 미흡  ∙ 상세한 교통처리 계획 수립  ∙ 공사중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

하천/

유지용수

 ∙ 도시하천의 특성으로 고려 200년 홍수

에 대한 여유고 확보

 ∙ 유지용수계획 내용 미흡

 ∙ Data PCS(홍수 예·경보시스템)을 

적용해 적정수위 유지

 ∙ 합리적인 노선 및 계획수립

 ∙ 홍수시 관련 감시자에게 위험 및 

경계수위를 알려 관리성 증진

 ∙ 유지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

하수도
 ∙ 원형 및 현장 타설관거 적용

 ∙ 오수받이 유·무로 토구정비 대상 선정

 ∙ 프리캐스트 하수관거 적용 

 ∙ 합리적인 배수토구로 정비대상 결정

 ∙ 합리적인 차집관거 계획수립 

 ∙ 각 토구의 성상별 정비방안 수립

교통
 ∙ 차로운영 및 우회도로 방안 미흡 

 ∙ 개선효과 분석 미제시

 ∙ 대안검토 후 차로운영의 최적화· 

추가 조사분석 개선내용 제시

 ∙ 교차로 지체감소 및 가로통행 속도

향상을 통한 교통소통의 개선

도로
 ∙ 하천측 보도 보호길어깨 설치 누락

 ∙ 평면곡선길이 및 최소종단경사 부족

 ∙ 벽체구조물에 난간턱 설치

 ∙ 평면 및 종단 선형 개선

 ∙ 안전시설물 설치공간 확보 

 ∙ 기하구조에 적합한 요소를 보증

구조
 ∙ 기능성만 갖춘 단순한 교량

 ∙ 교량하부 지하철 안정성 미검토

 ∙ 전 교량의 경관설계 도입

 ∙ 교량과 지하철 안전성 확보

 ∙ 도시조형물로서의 기능 겸비 

 ∙ 지하철 안전성 상세검토

토질
 ∙ 지하철 통과구간 Mircro Pile 적용

 ∙ 지장물 통과구간 안정성 검토 미흡

 ∙ 지하철 통과구간 1D 이상 이격설계

 ∙ 다양한 현장, 실내시험 통한 설계

 ∙ 터널안정성과 기초안전성 확보

 ∙ 합리적인 지반정수 산정

경관/

조경

 ∙ 자연형 시점부 경관계획 미흡·고수호

안 처리방안 미흡

 ∙ 청계천의 발원지를 현대적 상징화

 ∙ 청계천 10가지 경관 표출

 ∙ 서울의 역사와 자연을 응축 

 ∙ 볼거리를 담는 수변산책로 조성

환경  ∙ 공사중 환경영향 최소화 유도  ∙ 철거시·공사시의 환경대책 반영  ∙ 각 공종별 소음·진동 대책수립

전기  ∙ 백열전구 신호등 사용  ∙ 신설신호등 LED소자 사용  ∙ 신호등 수명 및 에너지 절약

표 4-2-14. 부문별 기본계획 검토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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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장시장~난계로

광장시장~난계로(제2공구)의 구간은 삼안기술공사가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관련계획조사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2000), 도심재

개발 기본계획(2001)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반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

 - 수도권 종합환경보전 대책 

   수립 추진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 효율적인 교통관리체계 구축

 - 도시정비의 계획적 추진

∙ 도심부관리기본계획(2000)

 - 도심특성을 살리는 도시  

개발

 - 최적의 도심경관을 살리는 

스카이라인형성

∙ 도심재개발기본계획(2001)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재개발 

추진

설계반영 ∙ 청계천복원시 하천상태, 조경, 경관계획에 적용 설계반영
∙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을 활용하여 접근

성을 감안한 교통수요예측

표 4-2-15. 상세계획 검토 및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

도로, 하천에 대한 도시계획결정내용과 기타 관련 계획의 설계 반영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종류  도로, 하천

∙ VISION중구2020장기발전계획

 -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등에 능동적 대처

 - 인간위주의 도심 환경 조성과 상주 인구의 회복을 실현

 - 중구의 미래상 제시

도로

(광2-5)
 양안도로는 도로(중로)로 변경 관리

하천

(지방1급)
 복원된 하천부분은 지방2급으로 관리

설계반영
∙ 도시계획시설(광로)사업에 의한 실시계획 추진

시 하천법 준함
설계반영

∙ 도시산업의 번영과 도심환경의 매력을 증진시

키는 설계수립

표 4-2-1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기타 관련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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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① 입지현황

입지현황은 기본계획 검토, 주변여건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2-17. 입지현황 조사개요

위 치  ∙ 서울 종로구 서린동~성동구 마장동

입지성  ∙ 서울의 강·남북의 균형발전의 중심점

접근성  ∙ 서울 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광역접근 양호

세력권

 ∙ 1차권역 :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 2차권역 : 서대문구, 강북구, 중랑구 등

 ∙ 3차권역 : 수도권 및 중부권

표 4-2-18. 위치 및 세력권

② 측량

측량을 위한 삼각망 및 GPS 기준점 현황, 기준 삼각점 성과표의 내용, 구체적인 측량내용 및 설계반영결

과는 다음의 <표 4-2-19>와 같다.

점의번호 합위거(X) 합경거(Y) 표고(Z)
서울427 455,170.627 195,797.011 156.270

서울457 450,703.761 188,329.910 54.620

서울459 447,548.066 190,143.215 16.080

성동454 455,067.556 200,228.347 177.380

안양309 443,291.918 196,951.746 0.378

○수준점 성과표

BM11-05-09-08 : 45.660m(2등 수준점)

표 4-2-19. 삼각망 및 GPS 기준점 현황(좌) 및 기준 삼각점 성과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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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개요 조사 세부내용 설계반영 및 관련자료

계 획

및

조 사

조사계획

수립

∙ 서울시 수치지형도 이용

∙ 국립지리원 기준점5점, 수준점3개점 이용 측량계획 수립

(1/50,000, 1/1,000)
현지조사 ∙ 측량 기준점 위치 및 성과 확인

노 선

측 량

골조측량 ∙ 삼각측량,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수준측량, 도로설계 기초자료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 양안도로 20m, 하천 50m 간격

∙ 매측점마다 측정, 지형 변화지점
도면작성 및 면적산출

세부

측량

하천측량 ∙ 하천 종·횡단측량 하천통수 단면검토

교량구간 ∙ 교량교대, 교각부의 종·횡단측량 교량하부 설계

기    타 ∙ 전·후 공구와 연계되는 인접부 측량(100m) 제1, 3공구와의 연계 확인

표 4-2-20. 측량 개요

설계반영
∙ 양안도로 주변지역이 상업지역임을 감안 노선계획, 종·횡단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

∙ 교량계획 및 하천 단면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③ 교통현황조사

교통현황은 세부구간별로 속도, 교통량, 대중교통, 통행량 등의 측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표 4-2-21. 제2공구 교통현황 조사결과

설 계

반 영

∙ 복원공사중 교통처리계획, 복원후의 최적교통운영체계계획 수립

∙ 보행체계 문제점 분석을 통한 장래 보행체계계획안 수립

④ 지반조사

지반조사는 교량등 각종 시설물의 안정적 설치와 침수량의 산정 등을 위한 기초 조사로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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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N치 투수계수 변형계수 강도정수 동적물성치 수질분석

0 . 0

2 . 0

4 . 0

6 . 0

8 . 0

1 0 . 0

1 2 . 0

1 4 . 0

1 6 . 0

1 8 . 0

0 5 0 1 0 0

N 치

깊
이

(
m

)

매 립 층

충 적 층

풍 화 토

풍 화 암

매립층 : 13/30

충적층 : 23/30

풍화토  : 50/15

풍화암 : 50/5

충적층 : 2.28×10-4

풍화토 : 9.81×10-5

풍화암 : 1.58×10-4

연  암 : 3.88×10-4

경  암 : 7.48×10-5

풍화토 : 400~2023

풍화암 :2,140~4,169

연암 : 6,903~14,787

충적층 : C=0, ø=30

풍화토 : C=1, ø=30

풍화암 : C=3, ø=33

충적층 : 3,000

풍화토 : 3,700

풍화암 : 15,000

연  암 : 30,000

pH : 7.8~7.0

CL- : 99~34mg/ℓ

SO4 : 240~101mg/ℓ

Mn : 3.26~0.237mg/ℓ

Fe : 38.95~0.21mg/ℓ

표 4-2-22. 지반 조사결과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설계에 적용하였으며 이는 <표 4-2-23>과 같다. 

교량기초 침투해석 벽체구조물 내진설계

0

1

2

3

4

5

6

7

횡
방

향
 지

반
반

력
계

수
 k

h

(k
g
f 
/c

m
3
)

5 10 20 30 40

SPT N치

도로교 설계기준 후쿠오카

 ∙ 말뚝지반 모델링 검토

 ∙ 횡방향 지반반력계수

 ∙ 연직지지력 산정

 ∙ 탁도별 투수계수

 ∙ 두께별 침투수량

 ∙ 차수공법 선정

 ∙ 지지력 검토

 ∙ 변위량 검토

 ∙ 보강기법 검토

 ∙ 액상화 평가

 ∙ 교대안정 검토

 ∙ 유사정적 해석

표 4-2-23. 지반조사결과의 설계 적용

⑤ 수리·수문조사

수리·수문조사는 확률 강우량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업불능일수 등의 파악

에도 이용되었다. 연간 작업불능일수를 산정한 결과, 본 과업구간의 연간 작업 불능일수는 약 40일정도로 

파악되었다.  

⑥ 하수시설조사

다음은 유입토구와 기존 차집관거 현황 조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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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구현황 관종별 상태별

 ∙ 하수도대장도토구 : 32개소(좌안 17개소, 우안 15개소)

 ∙ 정비대상 토구 : 91개소(좌안 37개소, 우안 54개소)

 ∙ 토구집계 : 총217개소(좌안 110개소, 우안 107개소)

표 4-2-24. 유입토구 현황조사

차집관거 시설현황

 ∙ 연 장 : 총 4,260.9m (좌안 2,117.3m, 우안 2,143.6m)

 ∙ 규 격 : 기존(1.1×1.1~2.1~2.1), 증설(U1.1×1.1~1.1×1.3)

차집관거 용량검토

 ∙ 차집배율 : 3.00~4.97(제2공구 전구간에서 차집용량 만족)

 ∙ 설계유속 : 1.49~2.05m/sec

표 4-2-25. 기존 차집관거 현황

설계

반영

 ∙ 유입토구 ⇒ 기존 오수받이 정비 및 토구정비를 통한 정량차집 및 악취저감대책 수립

 ∙ 차집관거 ⇒ U형거의 폐쇄 및 수리용량검토를 통한 신·이설계획 수립

            ⇒ 초기 초과월류수를 고려한 차집량 증대시 대책 수립 및 환기시설계획 수립

⑦ 청계고가 조사

주요 철거대상이었던 청계고가는 본선구간과 램프구간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선구간 램프구간(E.F.G)

구  분
P.S.C 

Beam

S/T PLATE

GIRDER

교  각
구분

S/T PLATE

GIRDER
R.C SLAB

다주식 T형

훈련원길~

홍인문로
564m 265m 29개소 6개소

동대문종합시장

E Ramp
192m 48m

홍인문로~

다산로
210m 380m 22개소 2개소

동대문상가

F Ramp
180m 48m

다산로~

난계로
- 680m 26개소 2개소

숭인상가APT

G Ramp
240m 48m

계 774m 1,325m 77개 10개 계 612m 144m

표 4-2-26. 청계고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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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하매설물 조사

다음은 지하매설물 현황조사결과이다. 

매설물(관련기관) 시설물 규격 수  량 종·횡단 시설물 현황

전력케이블(한전) 175mm×9공 맨홀2기 2개소 횡단

통신케이블(KT)

구조물 광6호, 6개소 종단

구조물 광5호 1개소 종단

구조물 광3호 2개소 종단

통신케이블(파워콤) PVC직관 100×6공 2개소 횡단

상수도관(서울시)
D1,500, 1,350 2,106.2m 종단

D700, D800, D900 127.5m 횡단

하수도관(서울시)
차집관거 4,260.9m 종단

CSOs 관로 4,260.9m 종단

지하철(지하철공사)
지하철4호선 1개 노선 횡단

지하철6호선 1개 노선 횡단

표 4-2-27. 지하 매설물 현황 조사결과

설계반영
∙ 기본계획시 협의된 정부투자기관의 시설물은 공사비를 산정하여 설계에 적영

∙ 서울시 산하기관의 시설물은 이설, 존치, 폐쇄등을 파악하여 협의후 공사에 반영 

⑨ 오·폐수계통 조사

오폐수 유입현황은 좌안과 우안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구 분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

총 계 139.491 150.671 174.377

좌 안 58.291 67.310 77.905

우 안 72.200 83.361 96.472

 ∙ 건기시 : 수질 Ⅱ등급

 ∙ 우기시 : 다소 높은 농도의 수질이 유입

표 4-2-28. 오폐수 유입현황(좌) 및 생활오수 유입현황 모식도(우)

설계반영
 ∙ 유 입 량 ⇒ 유입량 조사를 통한 계획하수량 산정 및 차집관거 규격 결정

 ∙ 유입수질 ⇒ 초기유출수로 인한 하천의 수질부하를 경감하기 위해 초기 초과월류수 처리장치 도입

⑩ 지장물조사

제2공구의 지장물 현황은 다음의 <표 4-2-29>와 같이 조사되었다. 

구 분 가로등 천  장
직부등

가로등
분전반

보 도
육 교 표지판 문화재

표  석
지하상가
출  구 소화전 공중전화

박  스
육교상가
점   포

시설물 225 86 8 3 303 4 8 10 47 126

구 분 변압기
박  스 신호등 신호등

제어기
가판대
(허가)

가판대
(노점상)

구  두
수선대 우체통 승강장 전  주 수  목

시설물 10 68 6 22 421 10 2 16 4 162

표 4-2-29. 청계고가 지장물 현황

설계반영
 ∙ 이설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원활 및 민원최소화 도모

 ∙ 시설물의 종류 및 중요에 따라 횡단구성 재고(보도폭원, 횡단보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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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환경현황조사

다음의 <표 4-2-30>은 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토양질 등 청계천복원 구간중 제2공구의 환경현황 조

사결과이다. 

구분 조사내용

대

기

질

 ∙ PM-10 : 84~87㎍/㎥

 ∙ SO2 : 0.009~0.011ppm

 ∙ NO2 : 0.047~0.049ppm

 ∙ CO : 1.3~1.4ppm

소음

진동

 ∙ 소음 :

  - 주간 70.9~71.4dB(A)

  - 야간 69.7~70.4dB(A)

 ∙ 진동 :

  - 주·야간 50dB(V)이하

검토

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함

검토

결과

 ∙ 소음 : 도로변지역 환경규제기준(70db(A)) 초과

 ∙ 진동 : 환경규제기준(65db(A)) 이하

악

취

 ∙ 주변 재래시장의 생활폐기물에 의한 악취

 ∙ 청계천 내부의 하수유입에 의한 악취발생

 ∙ 현재 운영중인 환기시설에 의한 악취

 ∙ 배출허용기준치(2도) 이하로 조사됨

토

양

 ∙ 토양 현황 측정결과

  - Cr+6 : 0.118~0.213㎎/㎏, As : 0.354~0.359㎎/㎏

  - Cd : 0.317~0.318㎎/㎏, Pb : 33.096~37.986㎎/㎏

 ∙ 용출실험 결과

  - 구리 또는 그화합물 : ND~0.141㎎/ℓ

  - 카드뮴 및 그화합물 : ND~0.041㎎/ℓ

  - 납 또는 그화합물 : ND~0.242㎎/ℓ 등
 ∙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가” 기준을 만족

 ∙ 지정폐기물 유해물질기준과 비교한 결과 기준이내

표 4-2-30. 환경현황 조사결과

⑫ 연도변 건물 현황 조사

설계반영  ∙ 중점검토 대상건물 선정하여 공사시 계측관리 방안 수립 및 사업초기 안전진단 대상 선정

<그림 4-2-3> 연도변 건물현황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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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조사

다음은 제2공구의 주변지역을 역사적 맥락과 공간적 맥락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구분 역사 문화적 요소

흥인지문 ∙ 보물 1호. 조선후기 다포계 건물의 전형적인 양식을 갖춘 건축물

오간수교
∙ 서울성곽을 지나는 부분에 물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5개의 아치를 서로 연결하고 성벽 안쪽으로 장대석을 

연결하여 다리를 놓음

마 전 교 ∙ 태종 때는 창선방교라 했으나, 말과 소를 마파는 가게가 생기면서 마전교라 일컬음

영 도 교 ∙ 영미동에서 내려오던 하천 끝에 놓인 다리라 해서 영미(永尾)다리라고도 일컬음

동    묘 ∙ 보물 142호. 중국 후한의 관우를 제사하는 묘(廟)

표 4-2-31. 청계천의 역사적 맥락

zone 내용

광장·방산시장

∙ 재래시장과 도시와의 유기적 연결

∙ 재래시장의 구조위에 중첩된 주변과 유기적 상업공간

 - 북쪽의 북한산과 창덕궁의 녹지대는 쪽의 장충단공원과 남산으로 이어지며 광장·방산시장의 zone은 남

북을 잇는 녹지의 전이대로서 역할을 함

동대문

종합상가· 

평화시장

∙ 현대적 상업화와 자기완결적 공간

∙ 거평프레야, 두산타워, 밀리오레

 - 청계천 복개와 함께 대형상가와 재개발 방식의 초대형 상가 출현

∙ 평화시장 : 수평의 Linear한 경관요소로 작용

흥인문로·다산로

∙ 현대 상업공간과 재래시장 경관의 혼재

 - 동대문 도성의 경계 유추

 - 직선에 가까운 모습으로 치수되어 성안을 흐르던 청계천은 오간수문을 경계로 자연적인 흐름으로 변화

다산로·황학동

∙ 주거와 상업이 중첩되는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

 - 청계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장소(굽은 수로)

 - 황학동시장 : 벼룩시장과 함께 서민적 도시풍경의 주거자 축

 - 삼일아파트 : 청계천의 흐름에 따라 굽은 길에 대응/ 도시한옥경사와 함께 대응

표 4-2-32. 청계천의 공간적 맥락

⑭ 민원 및 여론조사

민원조사에서는 복원공사시 선결사항, 공사중 교통소통측면 우선처리사항, 복원후 양안도로 운영시 문제 

등에 관해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계천복원공사시 선결사항 공사중 교통소통측면 우선처리사항 복원후 양안도로 운영시 문제

표 4-2-33. 민원 및 여론 조사결과

설계반영
 ∙ 공사진행에 따른 지속적인 변화와 관리계획 수립

 ∙ 인접상가의 영업시간대를 감안한 시공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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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방재조사

방재조사는 관련 자료조사, 재해시설계획 및 설치, 공종별 재해방지 및 대책, 복원후 방재시 활용 방안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본방향 청계6가 수위계

관련자료조사 (수문, 기상, 침수자료 조사)

⇓
재해시설계획 및 설치 (방재방지시스템도입)

⇓
공종별 재해방지 및 대책, 복원후 방재시 활용

표 4-2-34. 방재 현황 조사결과 

설계반영
∙ 청계6가 수위계측 자료 : 수위관리 및 방재계획 수립시 활용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유지용수, 하상침투량, 하도관리시 활용(3개소설치)

(3) 관계기관 협의 및 설계반영

기상청, 서울시, 한국전력 등 공사진행에 관련 있는 관계기관의 협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계에 반영하였다.

 

<그림 4-2-4> 관계기관 협의 흐름도

관련기관 요청사항 설계반영

경인지방 환경청 사전환경 검토서의 검토의견 접수 경인지방환경청의 검토의견을 설계에 적극 반영

서울시 중구청
최근의 최대홍수량을 감안한 홍수량을 처리할 수 있

도록 조치요망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단면 및 여

유고 확보

서울시 종로구청
 ∙ 아치형 관람전망대 설치

 ∙ 패션광장조성(복개구조물 400m정도 존치)

 ∙ 보도교 및 차도교 보도부등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전망대 설치

 ∙ 흥인문로와 다산로 사이에 패션광장설치

표 4-2-35. 기본계획시 협의내용 및 설계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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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계획 검토 및 입찰안내서 분석

분야별로 기본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와 이를 설계에 반영한 결과는 다음의 <표 4-2-36>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분야 기본계획 검토 설계개선사항

구조물

철거

 ∙ 공기단축 및 공사중 시행착오 방지

 ∙ 안전사고 예방

 ∙ 현교통체계 유지 및 민원발생억제

 ∙ 경험 및 실적을 토대로 한 최적의 공법선정

 ∙ 철거시기존구조물 및 지보재구조 검토

 ∙ 공사중 차로확보 및 소음, 분진, 악취발생 최소화

교량

분야

 ∙ 시설기준에 준한 보·차도 적용

 ∙ 전체교량 8개소 중 5개소가 부족한 형하공간으로 계획

 ∙ 기능성 위주의 평이한 교량계획 선정

 ∙ 보행자 동선 및 휴식공간을 위한 공간확보

 ∙ 케이블, 강산판 P.S.C Rahmen교등 특수형식 도입으로 

통수단면 및 형하고 확보

 ∙ 주변경관, 역사적 배경 및 경관테마와 조화를 이루는 형

식 선정

토질 

및 

기초

 ∙ 지하철 4호선, 6호선 통과구간 교량 Micropile 설치

 ∙ 하천치수시설 차수벽으로 적용

 ∙ 존치구조물 하부 기초 보강 미고려

 ∙ 지반개량 Grouting 후 직접 기초로 계획하여 전달하중 

최소화

 ∙ 하천치수시설차수벽 + 라이너 조합설계

 ∙ 존치구조물 기초부 Micripile

도로

분야

 ∙ 완화곡선 미적용 및 곤선장비 확보

 ∙ 복개구간 노면 배수 하천에 직접 배수처리

 ∙ 조업주차구간을 보도부와 동일하게 적용

 ∙ 완화곡선 및 곡선장 확보로 유연한 선형계획

 ∙ 노면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초기수와 지속강우를 구

분처리

 ∙ 조업주차 공간을 본선포장과 동일한 형식으로 검토하여 

보행자 안정성 확보

교통

분야

 ∙ 공사중 회전교통량 처리대책 미흡

 ∙ 완공 후 가로 및 교차로 운영계획 미흡

 ∙ 홍보내용 및 모니터링 계획 부재

 ∙ 회전을 가능한 한 규제하고 P-Turn, L-Turn 제공 및 우

회도로 유도

 ∙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운영방안 제시

 ∙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하천

분야

 ∙ 하천유지용수의 수질대책 누락

 ∙ 호안 및 사면 안정검토 미흡

 ∙ 복원 후 하천관리 계획 부재

 ∙ 기포부상식 UV 소독시설에 의한 처리

 ∙ 사례분석 및 호안 안정성 검토 후 공법선정

 ∙ 실시간 수위, 수질계측을 위한 통합유지 관리개념 도입

하수도

분야

 ∙ 초기 초과월류수(CSOｓ) 전체 차입 후 하류에서 일괄 처리

 ∙ 복개 Box 신설 및 일부 Box 용량 검토 후 존치

 ∙ 옹벽 외측에 우수토실 설치

 ∙ 공구별 초과월류수(CSOｓ)처리장치설치 및 분할방류 계

획으로 경제성 확보

 ∙ 도심지에서 시공속도가 빠른 PC Box 공법채택

 ∙ 유량조절장치 부착된 개량형 우수 토실 설치

경관

분야

 ∙ 고수호안 화강석 붙임으로 인공적이며 위압적인 경관계획

 ∙ 인공적인 호안처리로 겨울철 경관 불량

 ∙ 높이에 대한 위압감을 입면 황금분활과 재료의 변화를 

통해 완화

 ∙ 친환경적 경관 연출을 위한 자연 소재의 돌틈 식재공법 적용

조경

분야

 ∙ 급경사(1 :1) 구조물 저수호안 계획

 ∙ 우안고수부지 산책로(0.5m) 설치

 ∙ 천변가로 식수대 미설치 및 지주목 통행방해

 ∙ 경사면의 완화(1 :1~2) 기반조성

 ∙ 고수부지를 생태이동 공간으로 활용

 ∙ 식수대 설치후 지중지주목 설치

전기

분야
 ∙ 보행자등을 적정간격으로 주변에 어울리도록 계획

 ∙ 보행자등을 Pole 식에서 하천변 벽부형으로 변경(홍수위 

상부에 설치하여 하천의 흐름 원활도모)

표 4-2-36. 기본계획 검토 및 개선사항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설계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591

4) 난계로~신답철교

난계로~신답철교(제3공구)구간은 동명기술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조사내용 및 관련계획 검토

관련계획, 주변현황, 여론수렴 등을 통한 공사방향 설정, 하천 복원 전·후 예상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대

처방안을 강구하고자 다음의 표와 같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검토된 관련계획의 내용은 상위계획으로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9~2011년),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1997~2011년),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등이며, 도시계획결정사항은 청계천 도시계획시설 결

정과 하천(하천법) 결정을 들 수 있다. 

구분 조사항목 조사내용 설계적용

관련계획

검토

도시·주택 재개발
 ∙ 왕십리 뉴타운

 ∙ 용두 2구역 재개발
 ∙ 본 과업 착공이후 시행

공원조성계획  ∙ 용두 근린공원  ∙ 하천과 연계한 생태공원 조성

각종 

현황

수리·수문  ∙ 침수피해 및 유역내 펌프장 조사  ∙ 하천 종·횡단 계획 수립

도로 및 교통현황  ∙ 청계천 주변도로 교통현황 조사  ∙ 공사 중 교통처리 대책 수립

하수도 시설물  ∙ 유입토구, 차집관거, 빗물펌프장
 ∙ 토구 종합평가 실시, 차집관거 이설,  

초과월류수 관거 시설

고가도로 및 복개구조물
 ∙ 고가 및 복개구조물 설계도 및 준공도면

(서울시 문서관리고 : 경북 청도)

 ∙ 철거시 구조물 안정성 확보

 ∙ 기존 복개구조물 내하력 확보

 ∙ 합리적 보수·보강방안 수립

측량, 

지장물 

연도변 

건물 및 

용지조사

조사측량  ∙ 중심선, 종·횡단, 지장물 측량 등  ∙ 도로, 하천 및 분야별 세부설계

지장물

용지 조사

 ∙ 지상 및 지하 지장물

 ∙ 편입 용지

 ∙ 지장물 이설 및 보호

 ∙ 국유지 및 사유지 편입 여부

연도변 건물조사  ∙ 연도변 건물이력 및 층고  ∙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 방지

골재원

및 환경

골재원 조사  ∙ 토취장, 사토장 및 골재원  ∙ 경제성 및 재활용 계획

환경 현황  ∙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 동·식물상 변화 자료

 ∙ 주민 피해 최소화

표 4-2-37. 제3공구 조사내용

(2) 청계천 주변 건설계획 조사

청계천 주변 건설계획은 <표 4-2-38>과 같이 왕십리 뉴타운사업, 황학구역과 용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용두근린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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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내용 시행시기 설계적용

왕십리 뉴타운

개발사업

A=344,000㎡

수용가구수 = 6,000세대

(개발구상안 확정단계)

청계천복원건설공사

착공 이후
실시설계에 계획

주택재개발사업

(황학구역)

A=46,599㎡

수용가구수 = 1,989세대

(현재 공사중)

청계천복원건설공사

이전 공사 착수

제2공구 구간에 해당

(사업계획 검토, 적용)

주택재개발사업

(용두2구역)

A=21,965㎡

(구역지정전)

청계천복원건설공사

착공 이후

2001.1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로 재추진 중

주택재개발사업
A=15,000㎡

(구역지정전)
2006년 이후 추진 움직임 없음

도시계획사업

(용두근린공원 조성)

A=11,369㎡

(공사착공전)
2005년 완공 예정

실시설계시

공원계획 검토, 적용

표 4-2-38. 청계천 주변 건설계획 내용

(3) 여론조사

사전조사로서의 여론조사는 주민, 상인,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개발방향 및 세부설계 선호도 

조사결과는 <그림 4-2-5>와 같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는 설계에 반영되었다.

  - 하천변 수목심기 시민참여 : 가로수 심기(이름표 달기), 꽃밭 분양

  - 지역별 소규모 휴식공간 및 초지조성 : 데크 휴게소

  - 어류, 조류, 잠자리, 나비 등의 서식공간 조성

  - 시설물의 설계 모티브에 역사자원 형태반영

<그림 4-2-5> 개발방향 및 세부설계 선호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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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구조물 현황조사

기존 구조물 현황조사 결과 제3공구 주변은 고가도로, 복개구조물, 램프, 차집관거, 토구, 빗물펌프장 등

의 기존구조물들이 주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2-39>와 같다. 

 

현황조사
서울시 문서관리고(경북청도)

설계도 및 준공도면 조사

구분 규격 형식

고가도로 B=16.0m
L=1.6km

Steel Plate Girder
P.S.C Beam

복개구조물 B=13.76~35.82m
L=1.7km

Rahmen 식
옹벽식

램프구조 B=5.5~6.5m
L=1,044km Steel Plate Girder

차집관거 L=4,219km Box형

토구 77개소 원형 및 Box 형

빗물펌프장 2개소 용두, 신답

표 4-2-39. 제3공구 주변 기존구조물 현황 

(5)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 조사

다음의 <표 4-2-40>는 배수시설 및 침수현황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배수구역
  - 13개 배수분구

  - 면적 : 2,72ha

차집관거
  - 좌안 : 1,840m

  - 우안 : 1,807m

토구 하수도대장도
  - 좌안 : 8개

  - 우안 : 13개

표 4-2-40. 배수시설(좌) 및 침수현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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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현황조사

유적 및 문화재, 용지 및 연도변 건물, 기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유적 및 문화재

기본계획보고서 및 관련문헌 재검토, 현장조사에서는 제3공구 인근에 유적 및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향후 공사 진행 중 유적 및 문화재 발견시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② 용지 및 연도변 건물

용지 및 연도변 건물의 소유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하천과 제방,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편입면적(㎡)

구분 계 대지 도로 하천 제방 공원 철도 무지번

국유지 97/161586 10/903 27/9004 45/133896 12/17503 1/22 1/200 1/58

사유지 1/1369 - - 1/1369 - - - - 

계 98/162955 10/903 27/9004 46/135265 12/17503 1/22 1/200 1/58

표 4-2-41. 소유권별 용지 및 연도별 건물 현황

③ 기상현황

기상현황을 살펴보면 기온의 경우 계절에 따른 온도의 편차가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

의 경우 역시 7~8월을 중심으로 300㎜이상의 집중호우의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편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6> 기상현황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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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전환경성조사

사전환경성 조사는 다음과 같이 동·식물상 조사와 수질, 대기질, 토양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① 동·식물상 조사

동·식물상 조사결과 인간이 간섭이 많이 가해져 자연성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으

며,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표 4-2-42>와 같다. 

생태계 종류 조사결과 비고

육상

생태계

포유류 고양이, 집쥐 도시화로 포유류 서식 부적함

조류
양비둘기, 제비, 붉은머리 오목눈이, 박새, 참새, 

까치, 청둥오리, 흰빰검둥오리

 ∙ 중랑천 합류뷰 : 흰뺨검둥오리 우점종

 ∙ 그 외지역 : 참새, 까치(우점종)

식물상

 ∙ 국화과 : 도꼬마리, 쑥, 망초, 코스모스, 맑은대

쑥, 개망초, 씀바귀, 서양 민들레

 ∙ 벼과 : 뚝새풀, 잔디, 새, 강아지풀, 억새

 ∙ 그 외 : 소리쟁이, 환삼덩굴, 말냉이

귀화식물 : 소리쟁이, 비름, 개비름, 자리공, 미국

자리공, 다닥냉이, 말냉이, 아까시나무, 토끼풀, 

달맞이꽃, 개망초, 실망초, 코스모스

수계

생태계

어류 붕어, 미꾸리, 버들치, 참붕어, 밀어

부착조류 남조류, 규조류, 녹조류(우점종)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실지렁이, 거머리, 왼돌이물달팽이, 깔따구 절지동물이 전체 70% 이상

분석결과
 ∙ 자연성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

 ∙ 인간의 간섭이 많이 가해진 지역

표 4-2-42. 동·식물상 조사결과

② 수질

수질 조사결과, BOD 기준치 수질환경 기준 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4-2-43>과 같다. 

항목

지점    
PH DO BOD COD SS T-N T-P W-4 신답 빗물펌프장 지점

W-1 9.37 8.6 2.1 4.0 4.0 3.514 0.419

W-2 7.91 836 2.4 4.0 11.2 3.384 0.125

W-3 7.62 8.7 1.9 3.4 4.0 2.914 0.096

W-4 7.38 8.5 2.2 4.2 6.0 3.319 0.278

조사결과 BOD 기준치 수질환경기준 2등급 해당

표 4-2-43. 수질 조사결과

③ 대기질 및 토양

대기질의 경우, 미세먼지 (PM-10)을 제외한 전 항목이 서울시 기준을, 토양의 경우 pH, COD, Cd, As, 

Pb 등 조사항목이 토양오염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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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관리

1) 설계관리 체계

(1) 구성 및 운영

복원하천 전체의 통일성 유지와 하천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설계 확정사항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사업

추진단에서, 실시설계는 계약관리를 포함하여 건설안전본부 청계천복원공사국에서 공구별로 담당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설계추진을 위하여 추진본부와 건안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설계반이 구성되어 설계

를 관리했다. 합동설계반은 을지로입구역 경기빌딩에 위치했으며, 2003년 6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다. 합동설계반은 분야별 기술자문 및 설계자문을 적극 운영하고, 시민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자

문, 시장보고, 설계검토 및 확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조경분야 MA제도의 운영

청계천복원 설계는 3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어 공구간 연속성이 결여, 단절된 경관연출이 우려되었다. 이

에 조경의 통일성을 기하고 설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발주 설계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조경분

야에서 MA(Master Architect)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 조경분야 MA제도 도입은 양윤재 본부장이 당시 

각 공구 조경설계 PM인 서안조경설계사무소 신현돈 소장(1공구), 신화컨설팅 최원만 소장(2공구), 동명기

술공단 정주현 상무(3공구)와 MA를 맡을 CA조경설계사무소 진양교 소장, 그리고 본부 조경담당 조오영 

팀장이 자리를 함께 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2003년 7월부터 각 공구 조경설계팀과 MA가 한자리

에서 실시설계를 하였다. 조경 MA는 ① 공구별로 지나치게 이질적인 설계를 탈피하도록 코디를 하며, ② 
토목, 하수, 하천, 도로, 상하수도, 경관조명 등, 타 분야와의 디자인 및 공정협의, ③ 공구간 연결성, 연

속성과 통일성 있는 경관연출에 중점을 두었다. 조경MA는 친수성 향상을 위한 복복단면의 도입, 가로수

종의 통일성, 하천경관의 연속성 증진, 공구간 단절 부분의 연계성 확보, 경관디자인 수준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경분야 이외에도 야간경관에서 크리눅스의 고경주 소장, 교량경관에서 EDI의 엄성렬 소장

이 MA역할을 했다.

<그림 4-2-7> MA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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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경위

실시설계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03. 06. 09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조달청 → 서울시)

• 2003. 06. 24 : 실시설계 합동설계반 운영 착수

• 2003. 08. 20 : 우선 시공공정 실시설계성과품 제출, 차집관거, 상수도 이설, 사면호안구조물, 복개

보수보강 등

• 2003. 08. 28 : 우선 시공공정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 개최, 3개 공구 적격, 조건부 통과

• 2003. 09. 08 : 우선 시공공종 계약

• 2003. 10. 30 : 최종실시설계 성과품 납품

• 2003. 11. 13 : 실시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개최, 3개 공구 적격, 조건부 통과

2) 설계공정회의

(1) 개요

설계공정회의는 사업 착공 직후인 2003년 7월부터 매주 토요일 합동설계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서울

시와 시공사, 설계사 관련자가 참석했다. 회의내용은 일정에 따라 분야별로 진행되었는데, 공정과정에 관

한 협의에서부터 설계변경, 자문, 각종 실험·평가 등 전 공정과정에 걸쳐 논의되었다.

(2) 참석자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주요 관계자와 시공과 설계를 맡고 있는 업체의 책임자들로 주요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 :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사업추진단장, 건설안전본부 복원공사국장, 공사1·2부장, 관련팀장

• 시공사(본사총괄책임자) :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 설계사(설계총괄책임자) : 청석엔지니어링, 삼안건설기술공사, 동명기술공단

3) 설계 자문 및 심의

(1) 건설기술심의 

건설기술심의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입찰방법심의, 입찰

안내서 심의, 설계적격심의(3회) 등 총 5회가 실시되었다. 

• 입찰방법심의 : 2003. 01. 10

  - 심의결과 : 설계시공일괄입찰

• 입찰안내서 심의 : 2003.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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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적격심의 : 3회

  - 2003. 06. 05~06 : 기본설계 평가 및 실시설계(철거) 적격심의

  - 2003. 08. 28 : 우선시공분(존치 복개구조물 보강, 상수도 및 차집관거 이설, 사면옹벽구조물) 실

시설계 적격심의

  - 2003. 11. 13 : 잔여공종 실시설계 적격심의

(2) 청계천복원공사 설계자문

청계천복원공사의 설계자문은 국내 17회, 국외 6회 등 총 2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자문분야

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분야 일시 및 자문위원

교량

(국내 3회, 국외 4회)

 - 2003. 7. 7 : 스기야마 교수(일본 지바대) 자문

 - 2003. 7.14 : 서울대 장승필 교수 등 5명(기본설계(교량경관) 자문)

 - 2003. 7.15 : Mr.David-Pierre JALICON(프랑스) 자문

 - 2003. 7.16 : 스기야마 교수 자문

 - 2003. 7.26 : 스기야마 교수 자문

 - 2003.10.23 : 교량형하여유고 서울지방하천관리위원회 자문

 - 2003.10.27 : 서울대 장승필 교수 등 5명(실시설계(교량경관)자문)

하천

(국내 4회)

 - 2002.11.29 : 건설기술연구원 이삼희 박사 등 2명

 - 2002.12. 5 : 연세대학교 조원철 교수 등 3명

 - 2002.12.24 : 한국수자원학회 안상진 회장 등 3명

 - 2003. 7. 8 : 서울대학교 이길성 교수 등 6명

유지용수

(국내 2회)

 - 2002.12.18 : 한양대학교 정형식 교수 등 4명

 - 2003. 1.23 : 고려대학교 윤용남 교수 등 6명

하수도

(국내 1회)
 - 2002.12.27 : 단국대학교 현인환 교수 등 5명

조경·경관·야간조명

(국내 7회, 국외 2회)

 - 2003. 1.  6 : 동심원 안계동 소장 등 7명

 - 2003. 1. 17 : 경원대학교 최정권 교수 등 2명

 - 2003. 1. 22 : 이화여자대학교 고기영 교수

 - 2003. 6. 18 : 서울대학교 김성균 교수 등 15명

 - 2003. 7. 25 : 서울대학교 박종화 교수 등 11명

 - 2003. 7. 29~8. 1 : Amedeo Schiattarella(로마市 건축사협회장) 광장분수계획 자문

 - 2003. 8. 29 : 서울대학교 임승빈 교수 등 9명

 - 2003. 10. 2 : 건국대학교 홍성각 교수 등 8명

 - 2003. 10. 5~10. 8 : Andre Tammes(세계조명디자인협회장) 청계천 lighting plan 자문

표 4-2-44. 청계천복원공사 설계자문 경위

(3)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심의

설계와 관련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심의는 총 10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 2003. 07. 04 : 기본설계보고(제5차 기획조정위원회)

• 2003. 07. 15 : 제1공구 기본설계내용보고(역사유적복원관련분야 전문가자문회의)

• 2003. 08. 13 : 기본설계검토(제7차 기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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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08. 27 : 기본설계검토(제8차 기조위)

• 2003. 09. 19 : 기본설계검토(제9차 기조위)

• 2003. 10. 10 : 기본설계검토(기조위 간담회)

• 2003. 10. 24 : 실시설계보고(기조위 간담회)

• 2003. 12. 19 : 수리모형실험결과보고(제11차 기조위)

• 2004. 02. 24 : 청계천복원공사 설계보고 및 검토(전체회의)

• 2004. 03. 12 : 실시설계검토(2004년 3차 기조위)

(4) 실시 설계적격심의

실시 설계적격심의는 분야별로 총 3차에 거쳐 이루어졌으며, 심의위원현황은 다음의 <표 4-2-45>, <표 

4-2-46>과 같다. 

분야 소속 성명 분야 소속 성명

계 14 명 - 

하 수 도

호서대학교 민 병 헌

토목구조

고려대학교 강 영 종 한양대학교 박 주 양

서울산업대학교 오 순 택 시정개발연구원 김 영 란

건설기술연구원 박 흥 석 하수계획과 이 원 탄

임광토건 윤 정 환
상 수 도

상수도사업본부 유 재 룡

토    질

한국도로공사 박 영 호 장원기술단 조 형 근

두우건설엔지니어링 이 장 덕 토목시공
한양대학교 이 태 식

삼환기업 최 종 원

표 4-2-45. 제2차 실시설계 적격심의(2003. 8. 28) 위원 명단

분야별 소속 성명 분야별 소속 성명

계 25 명 - - - - 

토목구조

서울대학교 장 승 필
하    수

시정개발연구원 김 영 란

서울산업대학교 오 순 택 호서대학교 민 병 헌

건설기술연구원 박 흥 석

조    경

국토연구원 박 재 길

임광토건 윤 정 환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박 인 규

토    질
신성엔지니어링 조 영 훈 우대기술단 최 신 현

두우건설엔지니어링 이 장 덕

경    관

서울대학교 김 광 현

도    로
천일기술단 김 연 호 서인엔지니어링 정 양 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김 영 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조 오 영

교    통
한양대학교 김 익 기

전    기
삼부토건 박 승 원

서울특별시교통국 마 국 준 한미파슨스건축사사무소 안 광 명

수 자 원

서울대학교 서 일 원

시    공

삼환기업 최 종 원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이 상 률
연세대학교 한 승 헌

연세대학교 조 원 철

표 4-2-46. 제3차 실시설계 적격심의(2003. 11. 13)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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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리모형실험

1) 개요

청계천은 도심지 하천으로서 우리나라의 집중호우 및 지형의 특성상 수리안정성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대한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리모형실험이 2003년 7월~12월 사이에 한국

수자원학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 용역기간 : 2003. 7. 14~2003. 12. 15

• 용 역 비 : 340백만원

• 용역기관 : 한국수자원학회(명지대 윤병만, 홍익대 송재우, 경기대 윤세의)

<그림 4-2-8> 수리모형 실험흐름도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설계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601

2) 실험결과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제시된 결과는 <표 4-2-47>과 같고 이러한 실험결과들은 실제 시공과정에서 검

토·반영되었다.

 ∙ 20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해 개구부 미설치시 본류구간에서는 충분한 제방여유고가 확보되나, 좌우안 복개구간의 경우 전체 구간

에서 만관 발생

 ∙ 제1공구는 급격한 하상경사로 인해 일부구간에서 사류(급류)가 발생하며, 하상 및 하천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상 보호공 

등 설치 필요

 ∙ 정릉천 합류지점 상류의 좌안관로의 유량은 본류로 원활히 유입되며, 지체현상에 따른 만관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류유입에 

따른 본류와 관로와의 수위차도 미발생

 ∙ 광교 전체 교각(2행 8열) 설치시 50년 빈도의 경우 여유고는 1.52m, 200년 빈도의 여유고는 1.31m로 계획홍수량에 대한 여유고 

0.6m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치수측면에서는 문제가 미발생

 ∙ 수표교 전체교각(9행 5열) 설치시 50년 빈도의 경우 여유고가 -0.18m, 200년 빈도의 경우 여유고가 -1.43m로 나타나 제방월류 발생

 ∙ 세월교, 광교, 수표교, 황학교, 두물다리, 고산자교에 대한 국부세굴실험결과 2.0~3.5m 범위의 세굴심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세

굴 보호공 설치 필요

 ∙ 평수시 계획된 유지용수에 대한 수치실험을 수행한 결과 전구간에 걸쳐 수심은 0.1~0.6m 정도 예상

표 4-2-47. 수리모형 실시결과

<그림 4-2-9> 수리모형 실험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602

5. 환경영향평가

1) 개요

환경영향평가는 2003년 5월 9일 동명기술공단이 용역에 착수하여 2003년 7월 2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7월 18일~8월 16일까지 공람공고하였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환경관리의 실시주체로 환경관

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상 저감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관리·감독하였다.

환경영향 조사기간은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4조 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이다. 단, 동·식물, 대기질, 지표수, 소음·진동, 악취의 환

경영향조사는 복원 후 2년까지로 하였다.

조사항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사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질, 지표수, 소음·진동 

등 3개 항목에 대해 환경측정을 실시하였으며, 현황측정 항목 이외에 자연환경 변화여부 및 원활한 공사

를 위하여 지형·지질, 동식물, 폐기물, 토양, 악취 항목을 추가로 선정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였다. 

구분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기간

동·식물

 ∙ 육상 생태계 조사

 ∙ 수계 생태계 조사

 ∙ 귀화생물관리대책의 이행여부

하천복원구간 수시 복원후 2년

대기질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상태

 ∙ 살수차량 운행 및 차량속도 규제

 ∙ PM-10, NO₂
10개 지점

(실측 및 기존자료 조사)

1회/분기

(연속3일)

 ∙ 공사시

 ∙ 복원후 2년

수질
 ∙ 침사지와 가배수로 설치여부

 ∙ pH, BOD, SS, DO, 대장균군수, T-N, T-P

공사시 1지점

운영시 3지점
1회/분기

 ∙ 공사시

 ∙ 복원후 2년

토양
 ∙ 오염물질의 축적, 하천저질 변화

 ∙ 저감대책 실시 및 적정운영 여부
5개 지점 1회/분기

 ∙ 공사시

 ∙ 복원후 2년

소음·진동

 ∙ 공사시 소음영향조사(주·야간 소음도)

 ∙ 저감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여부

 ∙ 운영시 도로변 소음도

4개 지점 1회/분기
 ∙ 공사시

 ∙ 복원후 2년

악취  ∙ 관능법 판정기준 초과 여부 3개 지점
 ∙ 공사시 1회/분기

 ∙ 복원후 1회/반기

 ∙ 공사시

 ∙ 복원후 2년

표 4-2-48. 환경영향평가 조사항목

각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지역은 공사시 직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이며, 

조사방법은 현황측정항목의 경우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준하도록 하고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특

성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현저한 환경질의 저하 및 주변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공사 중지 

후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원인제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복원사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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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영향 및 저감대책

(1) 지형·지질

지형 및 지질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이러한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표 4-2-49>와 같다.

영

향

예

측

<지형의 변화>

 ∙ 현 청계천복원구간은 수계상 청계천→중랑천→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이나, 청천시는 하상의 대부분이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건천임.

 ∙ 복원 후에는 일정량의 하천유지용수(한강원수, 고도처리수, 지하수)가 적당량 공급되어 흐르도록 계획하였음.

<호안안정성 검토>

 ∙ 고수·저수호안의 안정검토 결과 안전율(F.S)이 1.3이상으로 나타나 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수호안은 법면보호공

을 설치하여 수위변동시 변형을 방지토록 계획하였음.

<토사유출방지대책>

 ∙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을 설치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

 ∙ 침사지 설치지점은 공사종점부(제3공구 종점부)로 면적 55㎡, 용량 80㎥의 침사지 설치 및 현장여건(설치면적등)을 감

안하여 직렬2단 침사지 설치계획

<공사중 단계별 수방대책>

 ∙ 강우시 1일 강우량에 따라3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수방대책을 수립

 - 1단계 : 1일강우량 30~50㎜ 이상(집중강우예상) - 예방, 점검

 - 2단계 : 1일강우량 80~150㎜(집중강우예상) - 주의보

 - 3단계 : 1일강우량 150㎜ 이상(돌발홍수경보) - 경보

<하상토사 처리대책>

 ∙ 하상토사의 유해성 여부를 통하여 골재로서의 재활용 여부를 결정

 ∙ 이설대상 하수관거 주변의 유기성 하상퇴적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저

감

방

안

<사후환경영향조사>

 ∙ 절·성토 지역의 절·성토 계획대로의 처리상태

 ∙ 사면안정처리 및 사면안정 상태

 ∙ 토사유출 방지 처리 이해 여부

 ∙ 현장사무소 및 자재적치장소 복원 현황

 ∙ 준설공사시 준설토(사토)에 대한 주기적 분석 실시여부

표 4-2-49. 지형·지질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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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식물상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이러한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

향

예

측

<공사시>

 ∙ 복원구간은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식물종들이 분포하지 않아 생물상이 거의 없으며, 출현하는 생물종들도 개거부에 

인접하거나 청계천 하류부에 분포하는 것으로, 공사로 인한 생물서식 공간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복원 후>

 ∙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공생태계지역으로 이용되던 청계처복원구간은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마련되어 복원전에 서식

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생물종들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됨.

 ∙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청계천의 지상부와 하천변에 대한 환경친화적 녹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자연천이

에 의한 건강한 하천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자생종을 위주로 식재계획을 수립

 ∙ 기본설계 검토(안)에 대한 조경·경관분야의 전문가자문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자문회의 결과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반영하여 조경식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음.

 ∙ 산책로 조성 등에 따른 생태적 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시 산책로를 한쪽에만 설치하는 등 유동성 있게 조성

하고, 일정구간 비오톱(biotop) 조성 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음.

저

감

방

안

<귀화생물 관리방안>

 ∙ 유입 전 관리방안

  - 유입된 귀화생물(외래생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

  - 귀화생물의 사용에 대한 법적 관리장치와 귀화생물 유입 시 관리지침서를 발간

  - 대국민 홍보를 통해 귀화생물의 유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영향을 홍보

  - 무분별한 외래생물 도입을 억제하고, 외래생물에 의한 조경, 방생, 식용, 애완용 등 활동을 자제토록 교육

 ∙ 유입 후 관리방안

  - 귀화생물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른 특정생물의 분포현황 및 생태적 특성을 활용하여 적절한 퇴치방법 적용

  - 새로운 귀화생물 유입이 확인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적 특성을 기록하여 체계적인 관리 실시

<사후환경영향조사>

 ∙ 하천복원 완료 후부터 안정적인 하천생태계가 정착될 때까지 수시 실시

표 4-2-50. 동·식물상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3) 수리·수문

200년 빈도의 홍수량과 홍수위를 가정하였을 경우의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은 다음과 같다.

영

향

예

측

<200년 빈도 홍수량 및 홍수위>

 

(단위 : ㎥/일. m)

구    분 측점(No) 홍수량 제방고 홍수위 여유고

복원시점 80+55 139 28.54 26.93 1.61

복원종점 23+63 809 18.40 17.09 1.31

<청계천 유지유량>

 

(단위 : ton/일)

계획유량 상류부 하류부 비고

120,000 93,700 120,000 손실량 2,700 감안

저

감

방

안

<홍수시 대책>

 ∙ 홍수설계빈도를 감안한 시설물 설계로 인항 홍수위 저하

 ∙ 배수유역 내에 우수유출억제시설을 상위 관련법령의 제정 등을 통한 설치 확대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

 ∙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 및 한강원수(자양취수장)·지하철역사 지하수 이용

표 4-2-51. 수리·수문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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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은 <표 4-2-52>와 같다.

 

영

향

예

측

<하천복원계획>

 ∙ 하천복원구간 : 5.8㎞

 ∙ 하천 폭 : 20.0m~93.0m

 ∙ 저수로 폭 : 7.0m~40.0m

<하천계획>

 ∙ 치수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생물서식처를 제공하고 친수 및 주민휴식공간 마련

<하천유지용수 계획>

 ∙ 지하철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 이용

 ∙ 중랑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 이용

 ∙ 한강원수 이용

<도로건설 계획>

 ∙ 태평로~마장철교 구간의 청계천로는 양안 2차로(일부구간 3차로)를 확보할 계획

<교량건설 계획>

 ∙ 차도교 : 16개소

 ∙ 보도교 : 5개소

<조경계획>

 ∙ 시점부(태평로)~청계4가 : 서울시 4대문 안 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과 연계

 ∙ 청계4가~청계7가 : 동대문 쇼핑타운과 패션타운 지역은 활동적인 공간의 조성

 ∙ 청계7가~종점부(신답철교) :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 등 생활지원적인 시설과 어린이들이 자연학습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고, 친수 및 자연관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

<기존 공원과 청계천 수경축과 연계>

 ∙ 창덕궁~종묘~남산으로 연결되는 남·북 녹지축 연결체계 계획

<산책로 조성계획>

 ∙ 도로변에는 보행자 산책과 하천내 진입을 위해 친환경적 산책로 조성계획

<복원후 기대효과>

 ∙ 청계천을 햇빛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흐르는 친환경적 하천으로 복원하고, 수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

 ∙ 광교 등 청계천의 문화유적지 보전, 수표교 다리밟기, 연등행사 등 전통문화 재현, 4대문 안 문화유적과 연계된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표 4-2-52. 토지이용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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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질

공사시와 복원후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은 <표 4-2-53>과 같다. 

영

향

예

측

<공사시>

 ∙ 건설장비 가동시, 작업장비(덤프트럭, 굴삭기) 이동시, 토사의 상·하적시 풍속에 의한 영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됨.

 ∙ 영향예상지점 예측결과 : PM-10 65.4~102.8㎍/㎥, NO₂0.0335~0.0587ppm으로 대기환경기준(국가 및 서울시)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복원 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료 인용

  - 오염물질 배출량 : 복원 전 23.8만톤→복원 후 22.7만톤으로 약 1.1만톤/년 정도 배출감소 효과

  - 복원 전후 평균 오염농도 : 복원 후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함(청계천복원이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상황실 교통상황분석(실측) 자료 이용 시

  - 예측지점 : 청계천로, 마장로, 왕십리길, 삼청동길, 퇴계로 주변 주요시설

  - 예측결과 : 고가구조물 철거시점인 7월의 경우 NO₂0.022~0.155ppm, CO 0.041~0.290ppm, 철거마무리 시기인 8월

의 경우 NO₂0.025~0.139ppm, CO 0.048~0.261ppm으로 나타나 교통량이 증가된 마장로 구간은 오염물질 농도가 증

가하였으나 그 외 구간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복원 후 기대효과>

 ∙ 나뭇잎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배기가스를 빨아들여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깨끗한 산소를 공급해 주며, 개울물

의 증발현상과 나무 그늘은 여름에는 주변온도를 낮추는 등 미기후(작은 지역의 기후)조절기능 역할도 함. 기타 기대효과

로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통하는 바람골, 도심열섬화 억제, 휴식·위락공간, 생태 학습장 기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됨.

저

감

방

안

<비산먼지 저감대책>

 ∙ 살수실시 : 공구별로 살수차를 이용하여 공사구간 및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살수(300~400cc/㎡) 실시

 ∙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공사장 진·출입로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의 세륜·세차 후 외부 도로로 통행할 계획임.

 ∙ 방진망 설치 : 복원구간 전체(좌·우안)에 높이 2m의 방진망(가설 방음판넬 상부, h=5m)을 설치

<기타 저감대책>

 ∙ 차량의 공회전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진·출입부 및 차량 대기장소에 “엔진 공회전 억제안내 표

지판”을 설치

 ∙ 동절기 작업인부들에 의한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작업외의 공사를 일시 중

지하여 근본적으로 불법 소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되 실외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난방시설을 갖춘 후 공사작업 및 환경

관리요원이 불법소각 여부를 단속토록 할 계획임.

표 4-2-53. 대기질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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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질

공사시와 복원후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은 <표 4-2-54>와 같다. 

영

향

예

측

<공사시>

 ∙ 하천조성공사시 유출농도

 

구분 유출면적(ha) 우수유출량(㎥/s) 토사유출량(ton/일) 가중SS농도(㎎/ℓ)

제1공구 3.9 0.82 8.5 120

제2공구 8.4 1.76 18.2 120

제3공구 8.7 1.82 18.9 120

<복원후>

 ∙ 청계천 목표수질농도(평상시)

 

pH BOD SS DO 대장구균 T-N T-P

6.5~8.5 3 이하 25 이하 5 이상 1,000 이하 10 이하 1 이하

 ∙ 청계천 수질변화(QUAL2K 모델시행)

  - 예측 Case(5가지), 분기별(1, 4, 7, 10월) 시행결과 목표수질 하회

  - 대장균수의 경우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UV소독시설 설치 계획

  - 부영양화 : 잠재인자(T-N, T-P) 고려하여 분석 결과, case2 사용 유리

 ∙ 강우시 월류수 영향

  - 기존 찻집관로 용량 3Q에서 용량 증대→Q+2㎜/hr, CSO 관로 포함

  - 고농도 초기유출수 차집에 따른 수질 악화 방지

 ∙ 초기월류수(CSO)를 고려한 차집관로 설계

저

감

방

안

<청계천 수질관리방안>

 ∙ 하천유지용수 연동공급계획 수립

 ∙ 수질모니터링계획 수립

 ∙ 청계천 유입하천(성북천, 정릉천) 하천정비계획 수립

 ∙ 도시비점오염원 관리계획

  - 토구유출부로 초기우수처리시설(CDS) 설치

표 4-2-54. 수질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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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양

공사시와 복원후의 토양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은 <표 4-2-55>와 같다. 

영

향

예

측

<공사시>

 ∙ 공사장비 운용시 폐오일 및 폐유 등이 무단투기 될 경우 토양오염이 예상

 ∙ 작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 발생으로 토양오염 예상

 ∙ 준설토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복원후>

 ∙ 청계천변 인접 상가 밀집지역으로부터 각종 토양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하천 저질 오염 예상

 ∙ 청계천 하부구간의 지상노출과 고수부의 조경식재 등을 통한 토양의 비옥도 상승 등의 개선효과

저

감

방

안

<공사장비 폐유 처리>

 ∙ 수거용기에 수거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작업인부에 의한 분뇨 처리>

 ∙ 기존 사무실을 이용할 계획인 바 부득이한 경우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토록 함.

<준설토 처리>

 ∙ 복원구간에서 재활용하거나 인근 레미콘 공장 및 지하철 현장 등 타 장소로 반출하여 건축용 성토재, 도로기 층재 등으

로 재활용토록 할 계획임.

<복원후>

 ∙ 차집관로를 통한 오염물질의 하상유입 원천차단 및 운영시 투기금지 등 지도·감시에 의한 유지관리

표 4-2-55. 토양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8) 폐기물

공사시와 복원후의 폐기물의 영향예측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은 <표 4-2-56>과 같다.

영

향

예

측

<공사시>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 총 10.5ℓ/일

 ∙ 작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 생활폐기물량 : 총 29.1㎏/일

 - 분뇨량 : 총 75ℓ/일

 ∙ 건설폐기물량 : 556,885ton

 ∙ 하상토사의 재활용가능 여부

<복원후>

 ∙ 생활폐기물 : 3,320㎏/일

 ∙ 청계천 이용인구에 의한 분뇨발생이 예상됨.

 ∙ 강우 후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저

감

방

안

<공사장비 폐유 처리>

 ∙ 수거용기에 수거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작업인부에 의한 분뇨 처리>

 ∙ 기존 사무실을 이용할 계획인 바 부득이한 경우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토록 함.

<준설토 처리>

 ∙ 복원구간에서 재활용하거나 인근 레미콘 공장 및 지하철 현장 등 타 장소로 반출하여 건축용 성토재, 도로기 층재 등으

로 재활용토록 할 계획임.

<복원후>

 ∙ 차집관로를 통한 오염물질의 하상유입 원천차단 및 운영시 투기금지 등 지도·감시에 의한 유지관리

표 4-2-56. 폐기물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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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음·진동

공사시와 복원후 운영시의 소음 및 진동의 영향예측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은 <표 4-2-57>과 같다. 

영

향

예

측

<공사시>

 ∙ 50m 이격지점 70.0dB, 주거지역 공사장 기준치인 70dB(A) 초과

 ∙ 30m 이격지점 74.5dB(A), 기타지역 공사장 기준치인 75dB(A) 만족

<운영시>

 ∙ 청계천로 양안을 이용하는 차량에 의한 도로교통수음 예측

  - 도로변 시설물에서 55.7~62.1dB(A)로 예측

  - 13.5~15m 이격한 상업지역 : 도로변 환경기준치인 주간 70dB(A) 만족

  - 35m 이격한 주거지역 : 환경기준치인 65dB(A) 만족

저

감

방

안

<공사시>

 ∙ 제반법규 준수

 ∙ 건설기계의 공회전 삼가, 작업 대기시간에 엔진 정지

 ∙ 가설방음판넬 설치 : 하천의 양안 전구간

  - 설치규격 : 높이 5m 고정식

  - 재    질 : 공사장 전면부에 흡음재 부착

표 4-2-57. 소음·진동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10) 악취

공사시와 복원후의 악취의 영향예측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은 <표 4-2-58>과 같다. 

영

향

예

측

<공사시>

 ∙ 차집관로 철거시에 개거 하수관거에 대한 악취 예상

 ∙ 공사시행전 하수퇴적물에 대한 악취발생 예상

 ∙ 하천복원 공사시 하수관로가 노출되는 지점에서의 취기 강도는 대기오염공정시험 방법에 의한 직접관능법 측정시 2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

<복원후>

 ∙ 청계천복원후 하수관거 외부 노출지점의 악취발생

저

감

방

안

<공사시>

 ∙ 광교부근 시점부에 하수관거 밀폐방안 강구

 ∙ 개구부 차집관로는 공사전 덮개를 설치

 ∙ 무독성 살균탈취제 살포 등을 계획

<복원후>

 ∙ 차집관로 밀폐(발생원 차단)

 ∙ 공구별 환기시설 설치 및 탈취설비(Biofilter) 2개소 계획

 ∙ 차집관거 구조기선(하수관거 노출 최소화 및 토구 개구부에는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차단막 설치)

 ∙ 배기설비 설치

 ∙ 필요시 관로 및 차집관거 노출부위 여닫이(개방형) 설치 및 수막설치

표 4-2-58. 악취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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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락·경관

청계천복원으로 인한 위락시설변화, 경관변화의 영향예측 결과는 <표 4-2-59>와 같다. 

영

향

예

측

<위락시설 변화>

 ∙ 친환경적 하천으로 복원하며, 쉼터, 문화이벤트 광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므로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이 기대됨.

<경관변화>

 ∙ 친환경적 하천으로 복원이 완료될 경우 단순한 하천공간만이 아니라 주변 문화, 역사경관의 연계축을 형성하는 등 개방

감 있는 경관

 ∙ 조망점별 경관

  - 최근경 : 구조물의 부대시설까지 조망

  - 근  경 : 교량에서 하천 조망

  - 중  경 : 교량과 하천이 중첩되어 조망

  - 원  경 : 수경과 녹지축의 경관 조망

 ∙ 하천경관

  - 청계천복원의 의미를 부각

  - 도심 속의 숨쉬는 생명 하천

 ∙ 교량경관

  - 광교와 수표교는 원형 이미지를 재현하고, 난간 및 석재 마감을 통한 전통미 재현

  - 청계천과 교차로로 오픈된 개방감 있는 시계확보와 경관의 시각초점으로 이미지 조성

 ∙ 수경관 조성계획

  - 친수성을 고려한 쾌적한 공간 창출

 ∙ 가로시설물

  - 주변 도시의 인공경관과 청계천의 자연적 수변공간의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 설치

 ∙ 야간경관 계획

  - 인간의 삶과 애정이 담긴 생명력을 불어넣어 도심 속 청계천의 새로운 야경문화 창출

 ∙ 사대문안 문화관광벨트 조성

  - 사대문안 문화자원을 발굴, 보존, 활용하여 도보관광, 역사탐방, 쇼핑 등 관광자원 활용

표 4-2-59. 위락·경관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설계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611

(12) 교통

공사시의 교통대책의 기본방향과 이에 따른 도로구간별 대안의 내용은 <표 4-2-60>과 같다. 

영

향

예

측

<청계천복원 교통대책 기본방향>
 ∙ 공사용 자재들은 양안도로 외의 구간에 이격설치(도로 중앙부 공사장 등)
 ∙ 차로당 최소 3.0m 폭원을 확보하여 상가조업차량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
 ∙ 청계천로 전 구간 공사중 편도 2차로 이상 유지
 ∙ 청계천로 각 교차로들은 공사중 2현시 운영을 원칙으로 신호 최적화 운영
 ∙ 우회가능한 이면도로 정비 및 지속적 감시로 차량소통능력 확보
 ∙ 오전·오후 출퇴근시간대(첨두시)는 작업차량 통행제한 원칙
 ∙ 가급적 휴일 및 야간시간대 통행 권장

저

감

방

안

<구간별 도로계획>
 ∙ 청계천로 각 교차로들은 공사 중 2현시 운영을 원칙으로 신호최적화 운영
 ∙ 우회가능한 이면도로 정비 및 지속적 감시로 차량소통능력 확보
 ∙ 오전·오후 출퇴근시간대(첨두시)는 작업차량 통행제한 원칙

<교통시설이용 불편최소화>
 ∙ 최소한의 점유공간 설정으로 교차로 차로수 축소 최소화
 ∙ 교차로 횡단교량 건설시 2단계 이상 공정세분화로 차로수 축소 최소화
 ∙ 공사중 보도폭은 3.0m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최소 2.0m까지 허용
 ∙ 공사구간내 기존 횡단시설(횡단보도 및 육교 등) 지점에는 임시보도교 설치
 ∙ 청계고가도로 철거에 따라 변화된 교통체계에 부합하는 도로안내체계(노면표시, 교차로 방향예고표지 등) 조정

<교통안전사고 최소화>
 ∙ 야간 교통시설 설치(회전경광등, 조명화살판 등)
 ∙ 공사장 점유공간 시종점부 통제수 설치로 수신호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

표 4-2-60. 교통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13) 문화재

복원구간과 청계천 주변의 문화재의 보존계획의 주요한 내용과 구체적인 방안은 <표 4-2-61>과 같다. 

영

향

예

측

<복원구간 문화재>

 ∙ 본류인 광통교 부근~동대문 사이에 9개의 다리가 있었으며, 모전교, 대광통교(광교), 장통교, 수표교, 하량교, 효경교(새

경다리), 태평교, 오간수교, 영도교 등의 교량이 위치하였음.

 ∙ 1958년부터 1978년까지 광교에서 마장동 사이 청계천이 복개되면서 사라짐.

 ∙ 오간수문과 다리는 1908년 일제에 의해 헐렸고, 하량교, 영도교는 일제 때 근대식 다리로 개축하였다가 다른 교량과 함

께 복개과정에서 모두 허물어졌으며, 오직 수표교만이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졌음. 광통교는 제자리에 남았으나 찻길 아래 

시멘트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묻혀 있음.

<청계천 주변>

 ∙ 청계천 주변의 문화재로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서울성곽 등의 주요 문화재가 위치

<문화재 보존계획>

 ∙ 청계천내 대표적인 다리로서 장충단 공원에서 보관중인 수표교와 청계천 복개도로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광교에 대한 적

절한 보존계획 수립

 ∙ 수표교 다리밟기, 연등행사 등 전통문화 재현

저

감

방

안

 ∙ 사업시행 전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사업구간 내에 위치한 문화재 외에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확인하였

으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률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청계천복원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원래 위

치를 찾아주도록 조치하고, 공사시 유물 및 유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 등 

관계기관에 신고와 사후조치를 취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할 계획임.

표 4-2-61. 문화재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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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

청계천복원공사의 주요 시공과정중의 안전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의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표 4-2-62>와 

같다.

영

향

예

측

<가설공사>

 ∙ 강풍과 인위적 외압에 의한 가설울타리 전도사고

 ∙ 비계 조립 및 해체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추락

<하천공사>

 ∙ 지하구간 작업시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사고

 ∙ 장비 굴착으로 인한 통신관로 및 전력선 절단사고

<하수도 정비공사>

 ∙ 관 부설시 양중장비 회전반경 내 주변 작업자 및 지장불 피해

 ∙ 관 연결부위 작업자 신체 및 옷의 협착

<도로공사>

 ∙ 포장공사시 주변 통과차량에 의한 작업자 및 장비 접촉사고

 ∙ 아스팔트 살포시 화재 및 작업자 화상 위험

<교량공사>

 ∙ 강교 상판 인양시 와이어로프 점검 미비 및 신호체계부실로 인한 구조물 낙하사고

 ∙ 용접기 전선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인한 사고 ※운영시 주행차량 안전 및 홍수시 안전대책 필요

안

전

대

책

<가설공사>

 ∙ 가설울타리 지주는 강풍이나 충격에 버틸 수 있는 기초구조로 시공

 ∙ 비계조립 및 해체시 작업책임자 배치, 작업순서 사전교육 및 주변작업자 출입금지

<하천공사>

 ∙ 보호마스크 착용, 환기 및 조명시설 설치, 적정 근로시간 준수

 ∙ 통신관로 및 전력선 주변 인력 터파기 실시

<하수도 정비공사>

 ∙ 장비의 동선과 관 매단 상태의 회전반경을 고려한 주변 지장물 정리

 ∙ 관거 절단기 사용시 보호대 착용 및 사용법 교육

<도로공사>

 ∙ 우회도로 구간 교통유도원 배치 및 신호기 사용

 ∙ 아스팔트 유제 온도관리 및 살포시 안전요원 배치

<교량공사>

 ∙ 강교 거치시 신호체계 확립 및 작업자 외출입 통제

 ∙ 홀더 절연상태 수시점검, 용접기 본체 접지 실시

※복원후 운영시 주행차량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및 홍수시 신속대피를 위한 안전사다리 등 설치

표 4-2-62. 안전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검토내용

3) 결과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청계천복원사업은 청계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을 복원하여 환경친화적 도시공간을 조

성하고 삭막한 도심에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운영시 생활환경의 

개선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원사업

의 시행으로 비산먼지의 발생, 소음·진동 발생, 토사유출 등 환경상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어 이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적절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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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철거 설계

1. 철거설계 개요

1) 기본방향

청계천복원공사 중 철거공사는 안전성확보, 신속한 철거시행, 원활한 교통처리, 환경영향 최소화를 기본방

향으로 삼아 철거설계를 계획하였다.

<그림 4-2-10> 철거의 기본방향

구체적인 철거설계의 방향과 세부 추진사항은 다음의 <표 4-2-63>과 같다.

 

설계목표설정 기대효과 세부추진사항

환경친화적인설계 민원발생억제 철거소음, 분진, 진동, 수질, 악취발생최소화

교통소통을 고려한 설계 현 교통체제유지 양안측 편도 2~3차로 확보 및 조업주차 별도확보

안전우선적인 설계 안전사고예방 기본 구조물의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

체계적인 철거 계획 수립 공기 단축 최적의 작업방법 선정

검증된 공법 적용설계 공사 중 시행착오 방지 경험, 실적을 토대로 한 최선의 공법적용

표 4-2-63. 철거 설계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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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거의 주요 대상물 및 단계별 철거계획

공구별 주요 철거대상물 현황과 단계별 철거계획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청계

고가

연장 1.29km 2.1km 1.65km

범위 상·하부구조, 기초일부(용수계획에 의하여 하상계획고 - 1.7m)

삼일

고가

연장 871m - - 

범위
상 ∙ 하부구조 및

직접기초
- - 

복개

구조물

연장 1.55km
2.1km

(광장조성부분 제외)
1.74km

범위 상·하부구조, 기초일부(용수계획에 의하여 하상계획고 - 1.7m)

육교
보도육교2개소 보도육교2개소

상가육교1개소 상가육교1개소

하수관

하수

BOX
300m

차집

관거
2.72km 2.24km 0.O6km

기타 포장재, 가로등, 분점 함 등

표 4-2-64. 철거의 주요 대상물

(1단계)

현장조사

철거대상구조물 청계고가구조물, 램프교, 육교, 복개구조물, 차집관거조사

주변시설물 문화·사회시설물, 시장, 상가, 쇼핑센타, 주거시설물조사

교통현황 교통현황 및 교통운영, 교통체계조사

(2단계)

철거장비

공법선정

철거장비 및 공법선정 안전성, 효율성, 환경영향성, 경제성, 시공성검토

특화 및 차별화 최적의 시공방법 선정

(3단계)

구조물 철거

계획

램프구조물철거 슬래브 및 교각

청계고가상부 구조물 철거 Steel Plate Girder교, P.S.C Beam교

청계고가 교각 구조물 철거 일주식(T형)교각, 이주식(π형)교각

교차로 구조물 철거 청계 5,6,7가 슬래브 및 교각

복개 구조물 철거 작업구, 사면벽체 연결부, 슬래브, 기둥, 차집관로

(4단계)

안정성 검토

사면벽체 연결시 안전성 복개 슬래브 철거시 존치구조물의 안전성검토

고가 철거시 안전성 검토 상부 절단시 지지대 적정성 검토

기본 복개 구조물 검토 중장비 상용시 기존 구조물 안전성 검토

(5단계)

환경계획

폐기물 발생량 예측 아스콘, 폐콘크리트, 철골재, 철근재

폐기물 수집운반계획 폐기물집적, 상차, 운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 전량 재활용 설계

방음시설 및 가람막설계 소음 및 분진발생원에 대한 대책수립

수질관리 계획 철거작업시 발생오염수 처리

(6단계)공정계획 공정표작성 장비 및 안전 동원계획 수립

표 4-2-65. 철거단계별 철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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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철거시공 개요

철거대상물별 작업방법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표 4-2-66>과 같다. 

구  분 철 거 시 공 도 작  업  방  법 기  대  효  과

1

단

계

램

프

교

∙ 램프진행방향(종방향)철거

∙ 작업순서

  ① 가림막 설치

  ② 상부 구조철거

  ③ 교각부 철거

∙ 주변상가영업방해 최소화

∙ 작업장축소로 차선미점용

  (기존차량동선 최대유지)

∙ 철거후 3차로, 조업주차 확보가능

상

부

구

조

∙ 종방향철거

∙ 가림막 설치구간 최소화

∙ 작업순서

  ① 고가상부 절단인양

  ② 절단부재 현장압쇄

  ③ 압쇄부재 반출

∙ 작업장축소로 차선미점용

  (기존차량동선 최대유지)

∙ 현장파쇄 후반출로 운반 효율 극대화

∙ 거더의 절단부재 운반민원 최소화

교

각

32 1

4
5

∙ 종방향 철거

∙ 복개구조상단까지 철거

∙ 가림막 설치 구간 최소화

  ① D.W.S 절단인양

  ②절단부재 직상차처리

∙ 작업공정 원활

∙ 상부구조와 동시철거

∙ 공기단축

∙ 크레인 이동 동선을 교각 사이로 계획

하여 교통방해 지양

육

교

･
상

가

보 도  ( 보 행 자 통 로 )

청 계 5 가 안 전 시 설
설 치

트 레 일 러
H / D  C R A N E
1 5 0 T O N

보 도  ( 보 행 자 통 로 )

W H E E L
S A W  절 단

청 계 7 가

12

34

∙ 3단 분할 철거

∙ 작업순서

  ① 절단·인양

  ② 절단부재 직상차 처리

∙ 왕복 6차로 확보

∙ 교통영향 최소화

2

단

계

복

개

구

조

물

∙ 장비압쇄 철거

  ① 매립부 터파기

  ② 압쇄철거

  ③ 소운반

  ④ 인양 상차후 반출

∙ 복개 존치기간내 철거에 따른 철거 소

음·분진 외부 노출 해소

∙ 공기단축

∙ 2단계 철거

∙ 작업순서

  ① 존치부 구조보강

  ② 장비 진출입로 확보

  ③ 일반구간 하상에서 압쇄

  ④ 압쇄부재 반출

∙ 복개 존치기간내 철거에 따른 철거 소

음·분진 외부 노출 해소

∙ 공기단축

표 4-2-66. 단계별 철거시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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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거공법 선정

1) 기본 방향

시공성
 - 적정 투입 장비에 대한 시공방법 결정

 - 구조 형식 및 철거 구간별 적정 철거 공법

신속성  - 철거 공기 최소화를 위한 공법 및 장비 선정

안전성
 - 복개 구조물 및 고가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 보행자 및 통행차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법

환경성  - 철거 공법에 따른 환경 영향성(소음, 진동, 분진, 폐수 발생량등)의 규제 기준 준수.

표 4-2-67. 철거공법 선정 기본방향

 

2) 주요 적용 공법

청계고가 철거공사에 작용된 공법은 BREAKER 공법, LIFT DOWN 공법, 정적파쇄기, FLAT SAW공법 등

이 있다. 이중 적용된 주요 공법으로는 Dimond Wire Saw 공법, 압쇄(Crusher) 공법, Core Drill 공법 

등이었는데, 이러한 공법의 주요한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현장 전경

Dimond

Wire 

Saw 

공법

특 성

∙ 장소와 시간,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해없이 안전하게 구조물을 해체

∙ 절단 깊이나 가도에 상관없이 매우 정밀한 해체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협소

한 장소나 수중에서도 시공이 가능

장 점

∙ 저소음, 무분진, 무진동 공법

∙ 제한 없는 절단 깊이

∙ 콘크리트 대블럭 절단

∙ 인접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음

∙ 제한 없는 절단 각도

∙ 배수처리 및 방음판넬 설치

압쇄

(Crusher)

공법

특 성

∙ 저소음, 무진동 공법

∙ 해체물의 처리에 관계없이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동성과 우수한 파쇄 능력

을 가지고 있음

∙ 콘크리트 파쇄 후 철근절단이 불필요

∙ 콘크리트를 완전 분쇄하므로 해체 폐기물 처리가 용이

∙ 벽 등의 해체에는 철근 절단용 비계가 필요

장 점

∙ 비교적 두꺼운 부재의 파쇄가 가능하고, 엔진음 이외에는 거의 무소음으로 해체할 수 있음

∙ 약 30~40/일 정도의 파쇄가 가능하며,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시 대부분의 철근

이 동시에 분리되므로 절단을 위한 2차 작업이 불필요

Core 

Drill 

공법

특 성
∙ 유압식으로 구조가 간단

∙ 안정된 구조로 프레임의 높이를 자유로이 조정 할 수 있다

장 점

∙ 40인치 Core Drill  작업 가능·유압 자동 Feeding장치

∙ 회전속도 변속장치·프터블은 경금속 사용·드릴 각도 조정장치

∙ 진동, 소음, 분진 발생이 적음     

∙ 신속한 작업 진행

표 4-2-68. 주요 철거적용공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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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거 공법 분석 및 선정

(1) 기계철거공법 검토

구  분 Road Crusher Pulverizer Wheel Saw
Diamond Wire 

Saw (D.W.S.)
브레이커 Burster

적 용

부 재

Ascon 

포장 철거
복개 구조물 상부 슬래브

상부 슬래브,

PSC 거더

상부 슬래브,

교각
교각

사 용

기 계

공  

해

특  

징

소 음
× ◎ ◎ △ ◎ ×

75㏈(A)/15m 78㏈(A)/15m 86㏈(A)/15m 자료없음 91㏈(A)/15m 자료없음

진 동 × △ △ × △ ×

분 진 △ ◎ ◎ × ◎ △

폐 수 × ◎ ◎ ◎ × ×

 주) 1. 범    례 : ◎ (매우 심함), △ (보 통), × (미발생 또는 경미)

검  토

결  론

 ∙ 주요 철거 장비중 Road Crusher 및 Burster를 제외한 모든 장비는 작업용수를 필요로 함

 ∙ Wheel Saw 및 Diamond Wire Saw는 절삭된 미세 시멘트 분말이 용수와 혼합되어 점성을 가지는 Sludge 상태로 됨

 ∙ 압쇄기는 입경이 비교적 큰 시멘트 분말을 발생시키며 살수된 물에 의해 포집되어 지상으로 낙하됨

  ∴ 발생된 폐작업수에 대한 철저한 회수 방안 수립 필요

표 4-2-69. 기계철거공법 비교검토 내용

양중·운반 공법

 고려 사항
  ∙ 복개 구조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 거치 및 인양부재의 크기, 중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반경이 확보될 수 있는 장비 선정 

  ∙ 제한된 작업공간을 감안하여 이동, 조립이 용이한 장비 선정

장비 구성

Crawler Crane Hydraulic Crane Folk lifter Transfer Crane

주요 특징
  ∙ 기동성 저하

  ∙ 붐 연장 곤란 

  ∙ 인양능력 최우수

  ∙ 주행성 우수

  ∙ 붐 연장 신속

  ∙ 인양능력 우수

  ∙ 기동성 최우수

  ∙ 작업반경 극소화

  ∙ 인양능력 다양

  ∙ 고효율, 고안전

  ∙ 인양능력 다양

  ∙ 복합작업 가능

선     정
◎ ◎ × ×

하역 작업 전반적으로 실시. - - 

선정 사유
  ∙ 장비 투입의 용이성

  ∙ 장비 호환의 극대화로 인하여 공사 구간내 장비의 이동 및 적용이 용이함.

표 4-2-70. 양중·운반 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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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부구조철거

주 요

고 려

사 항

  ∙ 가로등 철거시 확실한 단전조치를 취하여 감전사고 예방

  ∙ 포장 Ascon 철거시 Con'C와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리 수거 (Con'C : 건설 폐기물, Ascon : 특정 폐기물)

  ∙ Ascon 철거시 소음유발 최소화 (공사 초기로 인접 상인의 집단 민원 발생 예상)

  ∙ 브레이커등 타격에 의한 철거공법 지양 (상판 Con'C 슬래브에 대한 충격으로 안정성 저해 우려)

표 4-2-71. 상부구조 철거의 주요 고려사항

가로등, 난간대 등 잡철물 철거

적용 철거 장비 : Cargo Crane 철거 모식도

  ∙ 전동식 Wrench를 사용하여 매입앵커 볼트를 분리, 철거

  ∙ 철거된 철재류는 적재중량 상차시 즉시 외부 반출

  ∙ 국부적인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로 볼츠 낙하에 의한 통행차량 및 보행자 안전 확보

표 4-2-72. 잡철물 제거 개요

포장 Ascon 철거

적용 철거 장비 : Road Crucher 철거 모식도

  ∙ Ascon 전용 철거장비 사용으로 시공성 증대(1,000㎡/일)

  ∙ 하부 Con'c 슬래브에 구조적 영향 미발생

  ∙ Ascon의 점성 및 가소성에 의해 1회 작업시 넓은 면적으로 분리

표 4-2-73. 포장 아스콘 철거 개요

난간(방호벽) 철거

적용 철거 장비 : Core Drill, Wheel Saw, D.W.S 철거 모식도

  ∙ Core Drill에 의한 인양용 천공 Hole 시공 : φ50mm, 2공/개소, 부재길이 = 

6.0m

  ∙ D.W.S에 의한 횡방향 절단

  ∙ Wheel Saw에 의한 종방향 절단

표 4-2-74. 난간(방호벽) 철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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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 Con'C 슬래브 및 Girder 철거

• 대블록 공법

절단 모식도 및 현장 사진 공법 개요 공법 적용 구간

Wheel Saw나 D.W.S.를 투입하

여 Steel Beam(PSC Beam) 사

이를 절단한 후, 슬래브와 

Beam 24m를 동시에 인양

전구간 중 특수 구간 이외의 

구간 공통 적용

 특수구간 :

  - 교차로 지역

  - Ramp 구간

표 4-2-75. 상판철거(대블럭공법)

• 중블록 공법

절단 모식도 공법 개요 공법 적용 구간

대블록 공법과 유사한 절단공법이나, 

경간 중간 부위에 가 벤트를 설치· 

절단하여 대블록 공법대비 중량 및 

부피를 약 33%줄여 인양

- 본선 개구부 구간

- 교차로 구간

표 4-2-76. 상판철거(중블럭공법)

• 소블록 공법

절단 모식도 공법 개요 공법 적용 구간

Wheel Saw나 D.W.S.를 투입하여 

슬래브를 절단하여 제거한 후, Beam

과 잔여 슬래브를 동시에 인양

- Ramp 구간

- 삼일고가 옹벽구간(본선)

- 계명초등학교, 고등학교구간

표 4-2-77. 상판철거(소블럭공법)

(3) 하부구조철거

Coping부 철거

주 요

고 려

사 항

  ∙ 주 절단장비인 D.W.S. 동원 가능 대수 검토

  ∙ D.W.S.의 Wire 수명(Service life)을 고려한 최적 1부재 절단면적 선정 → D.W.S.적용의 최소화

  ∙ Crane 작업 여유공간 및 정격하중 고려

  ∙ 대형 Crane 적용시 Out rigger의 펀칭에 대한 복개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표 4-2-78. coping부 철거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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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T 자형 - 1 T 자형- 2 Π 자형 3주형

형    상

및

절단 순서

⑦⑤③ ⑥ ④ ②①

①
①② ③

① ①②②
③③

④ ④

절단 순서

및

부재별 

하중

①,② 16.84 tonf ① 11.34 tonf ① 17.50 tonf ①,② 22.63 tonf

③,④ 18.20 tonf - - ②,③ 17.46 tonf ③,④ 13.75 tonf

⑤,⑥ 22.75 tonf - - - - ⑤,⑥ 19.28 tonf

⑦ 25.00 tonf - - - - ⑦,⑧ 24.75 tonf

표 4-2-79. coping부 철거 유형

교량 교각부 철거

주 요

고 려

사 항

  ∙ Coping이 제거되면 Crane 및 절단 부재 운반용 차량의 진 ∙ 출입시 미간섭

  ∙ 절단 작업에 투입되는 Crane 및 기타 장비의 가동 효율 고려

  ∙ 복개 상부교각에 대해 D.W.S에 의하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공법 도출 고려

  ∙ 도출된 대안공법과 D.W.S공법과의 시공성 및 환경영향성 검토

표 4-2-80. 교량 교각부 철거 주요 고려사항

구    분 Burster 공법 D.W.S. 공법

공법 개요
  ∙ 200mm 직경 천공에 Head를 삽입시켜, 유압에 의

한 봉이 돌출되면서 대상물의 인장파괴를 유도 

  ∙ 공업용 다이어몬드를 부착한 철선이 고속 회전

을 하면서 대상물을 절삭하는 공법

작업성

시공성

  ∙ 대구경 코아천공 시행

으로 시공속도 지연

  ∙ 파쇄시간은 5분 이내

  ∙ 평균 10㎡/일 절삭

  ∙ 작업 위치에 무관

  ∙ Crane 필수

환경성   ∙ 무진동, 무소음
  ∙ 무진동, 저소음

  ∙ Sludge 발생

경제성   ∙ 철거비 보통   ∙ 철거비 고가

선     정 × ◉
선정 사유

  ∙ Burster공법에 비해 D.W.S.공법이 시공속도가 우수하여 계획된 공기에 맞춰 시공가능

  ∙ Coping부 철거이후 연속적으로 작업하여 작업관리 용이

표 4-2-81. 교량 교각부 철거 주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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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개구조물 철거공법 선정

복개구조물 상부 포장 및 슬래브 철거

주 요

고 려

사 항

  ∙ 복개부 철거시 특정 폐기물인 Ascon과 Con'C의 분리 파쇄 처리

  ∙ 복개부 부재(기둥, 보, 슬래브 등) 형상에 부합되는 적정 압쇄기 선정

  ∙ Con'C와 철근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장비 선정

  ∙ 분리된 철근을 압착처리할 수 있는 장비 선정

표 4-2-82. 복개구조물 상부철거 주요 고려사항

 

구  분 브레이커 + 압쇄기 도로 컷터
Pulverizer/Crusher

산소 용접기
회전용

적용 

부재

복개구조물, 차집관거,

아스콘 깨기
슬래브 아스콘 컷팅

복개 구조물, 차집관거,

절단철근 압착
철근 절단용

사 용

기 계

특  징   ∙ 작업효율 우수
  ∙ 휴대 ∙ 조작 용이

  ∙ 작업공간을 적게 차지

  ∙ 회전작업가능
  ∙ 압쇄·압착능력가능
  ∙ 소형부재전용

  ∙ 철근, Pipe류, 형강 절단

  ∙ 휴대용이

표 4-2-83. 복개구조물 상부철거 주요 적용공법

복개구조물 하부 하수도 및 교각기둥 철거

주 요
고 려
사 항

  ∙ 차집관거철거를 위한 복개구조물 하부의 작업 공간이 협소

  ∙ 가배수로 형성(선시행)에 의해 장비 접근성 저하

표 4-2-84. 복개구조물 하부철거 주요 고려사항

구     분 브레이커 + 압쇄기 휴대용 압쇄기

공 법 개 요

선     정 ◎ ×

선 정 사 유

   ∙ 철거 대상 하수관로 시공량 과다 (L = 3.04㎞)

   ∙ 휴대용 압쇄기 사용시 계획공기 준수 불가능

   ∙ 공기단축 및 투입자원 대폭 절감에 의한 경제성 탁월

표 4-2-85. 복개구조물 하부철거 주요 적용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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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발생처리계획

철거공사 진행과정에서의 발생할 예상민원과 대책은 <표 4-2-86>과 같다. 

민원요인 예 상 민 원 대     책

교  　통

 ∙ 통행패턴 변화에 따른 혼란, 혼잡발생

 ∙ 공사시 차로점용에 따른 소통능력 저하에 따른 

민원발생

 ∙ 일부 정류소 점용, 이용자 불편초래

 ∙ 교통우회처리 및 우회 처리지점에 대한 사전홍보, 안내판 설치

 ∙ 단계별 공정 계획 및 교차로 신호 최적화 운영

 ∙ 버스정류소 이전 설치

보    행
 ∙ 보행동선단절 및 보행환경악화

 ∙ 횡단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 현행 보행동선유지 및 유효보도폭 확보

 ∙ 기존횡단보도폭 제공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공 사 시

비산먼지

 ∙ 공사용 차량 운행 및 건설폐자재 운반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 구조물 철거 및 절단시 비산먼지발생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살수차량 수시 운행

 ∙ 운반차량의 적재함 차폐 실시 및 야간 운행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가설방진막 설치

공 사 시　

소음·진동

 ∙ 철거공사에 따른 각종 절단, 파쇄, 인양, 운반장

비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발생

 ∙ 가림막 설치시 방음기능(흡음제) 첨부

 ∙ 고소음 장비사용시 사전공고 후 작업 실시

 ∙ 구간별 철거공사시 효율적인 장비투입

철거장비에　

대한 소음　

및  진동

 ∙ Wire Saw, Flat Saw 등의 절단 장비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발생

 ∙ 유압파쇄기, 코아드릴 등 장비소음

 ∙ 철거순서별 절단 및 인양장비 계획시 저소음장비 선정

 ∙ 건설기계에 대한 국내·외 소음 기준 적용

계　측
 ∙ 철거작업시 지반침하, 건물의 균열 및 안정성 우

려에 대한 민원예상

 ∙ 연도변 건물현황 파악 및 계측계획시스템 운영

 ∙ 철거시 존치구조물 안정성 검토

기　타
 ∙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환경오염으로 인

한 예상민원

 ∙ 건설폐자재를 위한 별도 야적장을 운영하지 않고 하역위치에서 

소할 후 중간처리장 운반

표 4-2-86. 철거공정시 예상민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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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1> 청계천 유역

제3절 하천 설계

1. 설계 개요

1) 청계천 유역 현황

청계천 유역면적은 약 51㎢이며, 지천은 청

계천의 상류인 백운동천, 중학천을 비롯하

여 성북천, 정릉천, 월곡천 등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천현황

  - 백운동천 : 종로구 효자동~청계천 시

점(L=2.2㎞)

  - 중 학 천 : 종로구 삼청동~청계천 시

점(L=2.4㎞)

  - 성 북 천 : 성북구 성북동~청계천 합

류점(L=5.2㎞)

  - 정 릉 천 : 성북구 정릉동~청계천 합

류점(L=9.03㎞)

  - 월 곡 천 : 도봉구 미아동~정릉천 합

류점(L=3.50㎞)

2) 계획기준

청계천의 경우 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200년 빈도의 통수단면(제방여유고)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으며, 도시하천임을 감안하여 형하여유고는 50~80년 빈도를 적용하여 기준으로 삼았다(설계강우 : 

200년빈도 118㎜/hr, 100년빈도 108㎜/hr, 50년빈도 98㎜/hr). 설계기준 및 구체적인 홍수위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 설계기준

  - 시점~성북천 합류점 : 지방2급 하천(50년빈도)

  - 성북천 합류점~중랑천 합류점 : 지방1급 하천(80년빈도)

  - 하천설계기준도 200년 빈도까지 강화(2003. 10. 07 공고)

   · 2001년 7월 12일 종로 일대에 117mm/h의 강우 발생(200년빈도에 준하는 강우)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624

<그림 4-2-12> 주요지점 홍수위 및 홍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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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점

(No.)
위치

계획

홍수위

(m)

실시설계 홍수위 현황
제방고

(EL.m)

여유고

(제방고-

200년홍수위)

홍수량(㎥/sec) 홍수위(m)
좌안 우안 좌안 우안

50년 80년 200년 50년 80년 200년

23.50 신답철교 17.05 659 710 809 15.10 15.70 17.06 19.12 19.12 2.02 2.02

26.50 고산자로 17.05 659 710 809 15.38 15.93 17.20 18.57 18.84 1.34 1.61

27.50 성동구청 17.05 659 710 809 15.43 15.96 17.22 18.62 18.74 1.34 1.46

29 정릉천 17.05 425 457 520 15.67 16.17 17.37 18.83 18.82 1.40 1.39

31.00 풍인길 17.05 425 457 520 15.73 16.23 17.42 18.91 18.93 1.44 1.46

34.00 무학로 17.05 425 457 520 15.89 16.36 17.51 19.07 19.05 1.53 1.51

37.00 성북천 17.05 338 364 415 16.14 16.58 17.67 18.92 18.87 1.23 1.18

38.00 새말길 17.05 338 364 415 16.17 16.61 17.69 18.98 18.90 1.26 1.18

41.00 난계로 17.05 338 364 415 16.35 16.76 17.78 19.14 19.31 1.32 1.49

45.00 영미교길 17.05 338 364 415 16.83 17.15 18.03 20.51 20.51 2.44 2.44

48.50 다산로 17.87 301 325 370 17.65 17.88 18.53 21.00 21.05 2.38 2.43

50.50 나래길 18.14 301 325 370 17.91 18.12 18.71 20.47 20.52 1.59 1.64

53.00 흥인문로 18.54 286 308 351 18.32 18.51 19.02 21.23 21.18 2.01 1.96

54.00 평화시장 18.67 286 308 351 18.47 18.66 19.14 21.26 21.22 1.92 1.88

56.50 대학천남길 18.95 245 265 302 18.89 19.06 19.50 21.41 21.54 1.83 1.96

58.00 동대문시장 19.16 245 265 302 19.09 19.26 19.67 21.38 21.59 1.63 1.84

60.50 훈련원로 19.68 245 265 302 19.52 19.68 20.05 21.83 22.16 1.61 1.94

61.50 광장시장 19.86 225 243 276 19.70 19.87 20.22 21.44 21.65 1.07 1.28

64.00 배오개길 20.39 225 243 276 20.14 20.30 20.62 22.33 22.33 1.45 1.45

66.50 세운상가 21.25 225 243 276 21.07 21.23 21.53 22.91 22.92 1.21 1.22

69.00 돈화문로 22.01 177 191 217 21.91 22.08 22.40 24.38 24.37 1.88 1.87

71.50 수표다리길 22.49 177 191 217 22.26 22.43 22.74 24.79 24.81 1.85 1.87

73.50 삼일로 23.05 177 191 217 22.95 23.10 23.36 25.38 25.15 1.91 1.68

75.00 젊음의 길 23.71 118 127 145 23.50 23.65 23.92 25.86 25.87 1.74 1.75

77.50 남대문로 24.58 113 122 139 24.47 24.55 24.70 27.16 27.16 2.34 2.34

80.50 무교동길 26.68 113 122 139 26.12 26.20 26.33 28.25 28.23 1.32 1.30

81.00 공사시점 27.03 113 122 139 26.82 26.88 27.21 28.94 28.72 1.68 1.46

표 4-2-87. 홍수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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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간별 설계 개념

청계천은 평균 수심 40㎝ 이상의 물이 항상 흐르고 200년 빈도의 대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수위는 

0.8m의 여유를 두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에 광장(공원) 2개, 교량 21개, 테마공간 8~10개가 만들어지며 

테마공간은 다양한 조형물과 조경 및 조명시설을 활용해 꾸며지도록 하였다. 하천과 도로변, 호안 벽면에

는 산책로와 징검다리, 경관시설 등 녹지가 조성되었으며, 남북방향으로 놓이는 21개 교량은 다리의 전시

장을 연상하게 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되었고, 제1·2공구의 경우 하천은 바닥을 2.0~2.5m 깊이로 판 

뒤 차수막을, 제3공구는 양안측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였다.  

(1) 제1공구

태평로입구~광장시장(제1공구)은 청계천의 옛 추억을 되살리고 도시와 자연이 하나됨을 느끼도록 문화·
역사·자연을 테마로 10경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었다. 광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복원계획이 확

정될 것이지만 일단 원형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난간과 석재에서 전통미를 재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통교의 상류는 광복 후 가난의 상징이던 토막골과 판자촌을 연출하며 하류에는 벽면 캔버스를 설치해 

시민의 공모 작품을 타일로 만들어 부착하기로 하였다. 수표교 복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류

구간에 옛 빨래터를 복원하고 빨래하는 여인의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수표교는 원형복원에 상

당한 시간이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시보도교로 대체하여 설치하였다. 관수교 주변은 청계고가도로의 

교각 흔적을 재현하며, 세운상가 육교는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2) 제2공구

광장시장~난계로(제2공구)는 역사(종묘, 우시장)·문화(패션타운, 오간수교)·생활(황학동 주거지역)·생태(영

도교 주변) 등 4개의 테마로 8경을 갖추기로 하였다. 새벽다리는 동대문 재래시장의 역사성과 향수를 느

끼도록 시장 천막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마전교(창선방교)는 우시장의 옛 흔적을 벽화로 보여준다. 청계6

가의 오간수교에는 성가퀴(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덧쌓은 낮은 담)를 설치해 성곽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슬픈 이별의 사연을 담을 영도교는 경복궁 등 궁궐 건축에서 

자주 보이는 기둥과 옛 영도교의 돌다리 이미지로 재현키로 하였다.  

(3) 제3공구

난계로~신답철교(제3공구)는 친수·친자연·자연체험·자연감상·자연지향 등 5개 테마로 다른 공구보다 징검

다리, 습지, 생물서식지를 많이 만들기로 결정했다. 황학교는 청계천의 흐름(건반)을, 비우당교는 역사도

시의 유연(곡선)함, 무학교는 가로수 형상의 역트러스, 두물다리는 자연과 사람의 만남을 위미하는 X자형 

보도 전용교이며, 고산자교는 청계천의 맑은 물을 의미하는 ‘수(水)’자를 떠올리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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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 표준단면 및 선형

1) 설계개요

(1) 과업의 범위

<그림 4-2-13> 배수구역도 및 과업범위

(2) 현황조사

① 지형

중랑천의 대지류인 청계천은 하류 2.36km를 제외한 전구간이 복개되어 있으며, 청계천의 유역면적은 

50.96 ㎢, 유로연장 10.92 ㎞로, 서울시의 중심부를 관류하는 중요한 하천으로서 우수 및 오수를 집수 처

리하고 있다. 지천으로는 정릉천과 성북천의 두개 지천(제3공구에 해당)이 본천 좌안에 위치하고 있고, 하

구로부터 시작되는 정릉천변 고속화도로가 정릉천 입구까지 고가도로 형식으로 하도를 따라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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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4> 청계천 유역의 3차원 지형도

② 지질

청계천 유역의 지질은 시생대 암층인 편마암과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된 화강암 및 제4기의 충적층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들의 분포를 보면 한남동 남산 북부의 서소문, 북아현동을 경계로 서, 남쪽은 편마암, 동, 

북쪽은 화강암이 분포되어 있으며 도심부 저지대 지표의 대부분은 충적층으로 분포되어 있다. 편마암은 

흑운모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수성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생성되었으며, 이들 편마

암은 일반적으로 편리가 발달되고 흑운모는 편리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편리의 주향과 경사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남산에서 청파동 부근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주향은 동서방향이며 경사는 약 20~30°남
향으로 되어 있다.

③ 토양

청계천 유역내의 토양분포는 농업진흥청(현 농업기반공사)에서 1971년도에 발간한 축척 1 : 50,000 개략

토양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유역내의 토양은 산악 곡간지에 분포된 토양인 Anb, Anc등은 하천변에 

위치하며, 주거 및 상업지역과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다. 저구릉지 및 산록지에 분포된 토양인 Raa, Rab, 

Rea, Rxa는 대체로 도시의 밀집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구릉지 및 산악지에 분포된 토양인 Mab, Mac

는 대체로 임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하천범람지와 내륙평탄지에 분포된 토양인 Afb, Apa는 주로 아파트 

단지로 이용되고 있다.

④ 하천측량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얻기 위하여 청계천복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하였으며 

측량법 작업규정에 따라 청계천 공구 내 약 2.0㎞에 대하여 하천측량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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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형측량은 하천구간(개거구간)과 복개구간으로 측량되었다. 하천구간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1 :1,000

의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였고, 복개구간 역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축척1 :1,000)를 이용하도

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과업의 전구간이 이미 복개되어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복개내부의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도면 등을 조사하였으나 시일이 오래되고 시행부서도 각각 달라 자료의 수집이 

곤란하였고, 하상의 변화 자료도 없었다. 따라서 복개구조물내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

료를 얻기 위하여 복개구간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종단측량은 하천양안을 따라 T.B.M을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의 기설 수준점의 성과를 이용하여 

하천 양안을 따라 왕복 수준측량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금회 과업구간에 설치한 종단측점을 따라 왕

복측량을 실시하였다. 또한 왕복측량시 오차는 허용오차 (10 ㎜√L ㎞)의 범위내에 들도록 하였다. 수준점

성과표 및 T.B.M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수준점 

번호
등급 점의부호 위치 표 고(EL .m) 비 고

30-1 2등 BM.1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237-1 용두초등학교 내 16.5905

31-1 1등 BM.1 동대문 성곽앞쪽 잔디밭 내 20.5730

표 4-2-88, 수준점 성과표

하 천 명 번호 위치 표 고(EL. m) 비 고

청 계 천

T.B.M. 4 청계천 복개시점부 (하류 종점부 상단)내 13.304

T.B.M. 4-4 청계 7가 차로 경계석 상단 20.597

T.B.M. 4-5 청계 4가 교차로 내 경계석 상단 22.016

T.B.M. 4-6 청계 4가 교차로 내 교통섬 경계석 상단 24.716

T.B.M. 4-7 광교 교차로 조흥은행 앞 경계석 상단 26.906

T.B.M. 4-8 청계 3가 부근 청계고가 램프 하단에 설치 23.246

표 4-2-89. T.B.M 성과표

횡단측량은 하천유심의 직각방향으로 실시하되 매 50m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측정하되 낙차공 등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지점이나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은 보완측량을 실시하였다.

⑤ 유역의 개황

청계천은 서울의 서북쪽에 위치한 북악산의 남쪽기슭에서 발원하여 남동류하여 태평로지점에 이르러 유향

을 동쪽으로 바꾸어 유하하면서 무교동, 광교, 광장시장, 동대문시장 등을 관류한다. 여기에 북쪽에서 흘

러내려오는 성북천, 정릉천과 차례로 합류하면서 유하하여 중랑천의 우안측으로 유입된다. 이렇듯 청계천

은 도심을 관류하는 유역면적 50.96㎢, 유로연장 10.92km의 도시하천으로 그 유역은 상류부 산지를 제외

하고 대부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계천은 하류부 2.36km를 제외한 전구간이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청계천의 복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630

개는 1937년~1942년 광화문 우체국앞~광교까지가 시초였다. 이후, 본격적인 복개공사는 1958년~1961년

에 동대문 오간수교까지, 1964년~1978년까지는 신답철교까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총 5,837m에 이르

며, 삼일로~마장동까지는 폭 16m의 고가도로 5,864m가 건설되어 있다. 

현재 하상의 경사는 태평로에서 복개종점까지는 1/353, 복개종점에서 하구까지는 1/770정도이다.  복개

의 폭은 12m~78m 이고 좌안측은 광교지점부터 차집관로가 시작되며, 우안측은 삼각동 합류지점에서 차

집되어 차집관로를 통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좌·우안으로 유입되는 정비대상 토구수

는 368개소에 이른다. 수계현황은 한강수계 제2지류로서 유로연장은 10.92㎞이며, 제1공구의 검토연장은 

무교동길~청계천하구까지 8.10㎞이다. 구체적인 수계현황은 <표 4-2-90>과 같다. 

하천명 위치 유역
면적
(㎢)

유로
연장
(㎞)

하천
연장
(㎞)본 류

제1
지류

제2
지류

제3
지류

제4
지류

기점 종점

시 구 동 시 구 동 합류점

한강
중 랑

천

청 계

천

서

울

동대

문

신

설

서

울
성 동 용 답 중랑천

50.96

(62.82)

10.92

(3.67)

3.67

(3.67)

성 북

천

서

울
성 북

성

북

서

울

동대

문
신 설 청계천

7.41

(7.28)

5.45

(5.11)

5.20

(5.11)

정 릉

천

서

울
성 북

정

릉

서

울

동대

문
용 두 청계천

19.32

(19.00)

10.85

(11.94)

9.03

(11.94)

월 곡

천

서

울
도 봉

미

아

서

울
성 북

하월

곡
정릉천

4.06

(5.18)

3.75

(2.73)

3.50

(2.73)

※ (  )내의 내용은 “한국하천일람 2000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고시한 내용임

표 4-2-90. 수계 현황

유역면적 및 유로연장 같은 유로의 특성은 홍수의 크기, 도달시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요소로서 하천을 

이해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형상계수는 유역의 형상을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무차원

계수로서 1.0에 가까울수록 정방형에 가까워지며 홍수파의 도달시간이 짧고 첨두 홍수량이 크게 발생한다.

부호 지점명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평균폭A/

L(㎞)
형상계수(A/L2) 비고

CG10 태평로 시점 3.09 2.74 1.13 0.41

CG9 광교 5.39 3.18 1.69 0.53

CG8 삼각동 우안관로 합류전 5.61 3.48 1.61 0.46

CG7 청계3가 좌우안관로 합류전 8.54 4.07 2.10 0.52

CG6 청계5가 우안관로 합류전 11.44 4.90 2.33 0.48

CG5 동대문종합시장 좌안관로 합류전 12.97 5.35 2.42 0.45

CG4 청계6가 우안관로 합류전 15.19 5.68 2.67 0.47

CG3 청계7가 우안관로 합류전 16.54 6.17 2.68 0.43

CG2 성북천 합류전 21.29 7.30 2.92 0.40

CG1 정릉천 합류전 28.92 8.15 3.55 0.44

CG0 청계천 하구 50.96 10.92 4.67 0.43

표 4-2-91. 하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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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별 면적분포는 고도에 따라 변하는 강우, 증발, 식생 등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 하천의 표고별 누가면적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표고(EL.m)

하천명
구  분 ＞0 ＞50 ＞100 ＞200 ＞300 ＞400 ＞500 ＞600 비고

청 계 천
면  적(㎢) 50.96 23.93 11.78 3.91 1.65 0.75 0.25 0.05

구성비(%) 100.0 47.0 23.1 7.8 3.2 1.5 0.5 0.1

표 4-2-92. 표고별 누가면적 및 구성비

유역의 고도는 하천의 특성에 큰 관계를 가지며 그것을 표시하는 지수로서 이용되는데, 이를 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번 설계에서는 교점법(Intersec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또한 유역의 평균

경사는 유출, 토사의 침식등과 관계가 깊은 인자로서 Horton의 방법으로 구하였다. 또한 주요 구간별 하

상경사는 측량성과의 일제관측수위 및 종·횡단성과를 기준으로 주요지점별로 산정하였으며, 유역의 평균 

고도 및 경사와 주요구간별 하상경사의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천명 지점 평균고도 (EL.m) 평균경사 (%) 비 고

청 계 천

 청계천 하구

 정릉천 합류전

 성북천 합류전

133.10

93.60

91.13

14.8

13.5

13.3

표 4-2-93. 유역의 평균고도 및 평균경사

하천명
주요구간별

하상경사(i) 비고
구간 측점

청계천
 청계천 하구 ~ 복개종점

 복개종점 ~ 태평로

 No.0 ~ No.23+63.0

 No.23+63.0 ~ No.81

1 / 770

1 / 353

표 4-2-94. 주요구간별 하상경사

(3) 수문사항

청계천유역의 수문관측소는 우량관측과 수위관측 등을 담당하는 서울관측소가 있으며, 1994년부터는 각 

구청에서도 우량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청계천의 수위 및 우량관측소 위치는 다음과 같다.

관측소 관측 종별 위치
관 할

관 서

관  측

개시일
비고

서    울 자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1번지 기상청 1907.7 1951~53결측

종로구청

중 구 청

강북구청

성북구청

동대문구청

자기

자기

자기

자기

자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구청내

서울특별시 중  구 광희동 구청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구청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구청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구청내

종로구

중  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1994

1994

1994

1994

1994

표 4-2-95. 우량관측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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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5> 청계천 주변 수위 및 우량관측소 위치도

청계천 유역의 기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 

서측에 위치한 서울기상관측소의 관측기록을 

토대로 강우 및 기상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한 서울시의 일반적인 기상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상현상과 대동소이한 

대륙성 계절풍 지역으로서 여름에는 고온다습

하고 겨울에는 한냉건조하며 사계절의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연평균 강수

일수(≥0.1㎜)는 107일, 강설일수는 24일, 맑

은일수는 97일, 흐린일수는 108일, 결빙일수

는 112일로서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0년간(1972년~2001

년)의 기상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기온은 12.

2℃이고, 최고기온은 38.4℃(’94.7.24), 최저기온은 -19.2℃(’86.1.5)로 나타났으며, 평균기온은 8월이 

25.4℃로 가장 높고 1월이 -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평균 상대습도는 67%로서 여름철인 6~9월의 

상대습도는 71~79%, 겨울철인 12~2월의 상대습도는 61~63%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연평균 증발량은 

1096.6㎜이며 월별 증발량의 최고치는 6월의 137.3㎜, 최저치는 1월의 37.5㎜로 나타났다. 서울관측소의 

평균풍속은 2.8m/s이며, 월별 평균풍속은 3~5월 3.1m/s, 6~8월 2.4m/s, 9~11월 2.3m/s, 12~2월 

2.9m/s의 풍속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최대풍속은 1980년 4월 19일에 나타난 17.7m/s이다. 최근 30년간

(1972년~2001년)의 연평균 강수량은 1,324.5㎜이고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은 8월로 345.2㎜이며, 가장 

적은 달은 1월로 21.0㎜로서 대체적으로 여름철(6월~9월)의 강수량이 919.2㎜로 전체 강수량의 70%정도

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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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

기

온

(℃)
최고 13.4 17.4 22.0 29.4 32.2 35.0 38.4 37.0 32.8 29.2 23.5 14.8 38.4

평균 -2.6 -0.3 5.3 12.2 17.4 21.9 24.9 25.4 20.9 14.5 6.9 0.5 12.2

최저 -19.2 -16.8 -11.5 -4.3 1.8 8.8 12.9 15.7 6.3 -2.0 -11.1 -18.5 -19.2

강

수

량

(㎜)

평균 21.0 24.2 43.4 72.8 94.2 132.5 334.3 345.2 137.2 49.6 47.4 22.7 1324.5

상

대

습

도

(%)

평균 62 61 61 59 64 71 79 77 71 66 64 63 67

증

발

량

(㎜)

  

평균 37.5 46.0 82.8 120.5 143.1 137.3 115.2 123.0 109.3 88.4 54.0 39.5 1096.6

평

균

풍

속

(m/s)

  

평균 2.8 3.2 3.3 3.1 2.9 2.5 2.5 2.3 2.2 2.3 2.5 2.6 2.8

<그림 4-2-16> 서울관측소 기상(1972~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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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월별

기  온 (℃) 평균상대습도

(%)

24시간평균풍속

(m/s)

증발량

(㎜)

강수량

(㎜)평 균 최고 최저

1 -2.6 13.4 -19.2 62 2.8 37.5 21.0

2 -0.3 17.4 -16.8 61 3.2 46.0 24.2

3 5.3 22.0 -11.5 61 3.3 82.8 43.4

4 12.2 29.4 -4.3 59 3.1 120.5 72.8

5 17.4 32.2 1.8 64 2.9 143.1 94.2

6 21.9 35.0 8.8 71 2.5 137.3 132.5

7 24.9 38.4 12.9 79 2.5 115.2 334.3

8 25.4 37.0 15.7 77 2.3 123.0 345.2

9 20.9 32.8 6.3 71 2.2 109.3 137.2

10 14.5 29.2 -2.0 66 2.3 88.4 49.6

11 6.9 23.5 -11.1 64 2.5 54.0 47.4

12 0.5 14.8 -18.5 63 2.6 39.5 22.7

전년 12.2 38.4 -19.2 67 2.8 1096.6 1324.5

※자료 : 서울 기상대 

표 4-2-96. 기상자료(1972~2001년)

 

(4) 기본설계 검토

다음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의 개요와 실시설계에의 적용내용이다. 

구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초안)

청계천복원사업 기본설계
설계적용

강우량 분석

 ∙ 측후소 : 서울측후소

 ∙ 자료 : 41개년(1961~2001)

 ∙ 지속시간별 임의시간 강우자료

 ∙ Gumbel 분포형 채택

 ∙ 측후소 : 서울측후소

 ∙ 자료 : 41개년(1961~2001)

 ∙ 지속시간별 임의시간 강우자료 재검토

 ∙ Gumbel 분포형 채택

계획빈도
 ∙ 과업시점~성북천 합류점 : 50년

 ∙ 성북천 합류점~과업종점 :80년

 ∙ 기 고시 및 상류 지류하천과의 연계성과 치수안정성

을 고려하여 200년 빈도의 통수단면 및 제방여유고

가 확보되도록 계획

홍 수 량

산정방법

 ∙ 유역추적법 채택

 ∙ 1공구 과업종점 : 659㎥/sec(50년)

 ∙ 성북천 합류전 : 338㎥/sec(50년)

 ∙ 성북천합류점~3공구 과업종점 :710㎥/sec(80년)

 ∙ 기본계획 홍수량 반영

 ∙ 1공구 과업종점 : 659㎥/sec(50년)

 ∙ 3공구 과업시점 : 338㎥/sec(50년)

 ∙ 성북천합류점~3공구 과업종점 :710㎥/sec(80년)

계획하폭
 ∙ 20m ~ 25m(1공구)

 ∙ 52m ~ 77m(3공구)

 ∙ 20m ~ 25m(1공구)

 ∙ 52m ~ 77m(3공구)

계    획

홍 수 위

 ∙ HEC-RAS 이용

 ∙ 기점 홍수위 : 14.65m

 ∙ 계획홍수위 : 17.05 m(3공구)

 ∙ 단면변화에 의한 홍수위 재산정 

 ∙ 기점 홍수위 : 14.65m

 ∙ 계획홍수위 : 17.05 m(3공구)

하     폭  ∙ 복개구조물 외벽선
 ∙ 복개구조물 외벽선

 ∙ 일부구간 확장(고산자료~신답철교)

표 4-2-97. 상류구간 하천복원 설계기준 및 지침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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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하천설계내용

하천설계내용은 하천종단설계, 고수부지설계, 제방법선설계, 저수로법선설계, 둔치조성설계, 하천단면의 

검토, 하천형태에 따른 저수호안공법 검토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하천종단설계

하도정비

하도정비시 치수적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저수로부분 하상굴

착, 하도내 인공시설물 최소화 등을 통해 200년 빈도 통수단면 및 여유고를 확보하였다. 청계천은 현재 

복개되어 있으며 하상굴착은 저수로 구간에 한하여 현하상경사와 동일하게 실시함으로써 장래 하상변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하도내 오염된 하상 바닥의 퇴적물 제거로 수질 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선된 하천경관으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청계천 하도는 수원의 부족, 복개와 합류식 차집관거 등으로 인해 평상시는 건천화되어 있는 상태로 

복원후 생태적인 요소와 경관적인 요소 등을 위한 여울을 조성하고, 계획저수로 폭은 약 14~24m 정도이

며, 고수부지 양안으로는 차집관거, 상수도관, 유지용수관 등의 매설물로 인해 선형 계획시 제약이 따른다.

계획하상고

청계천의 계획하상고는 하도가 자연적으로 도달하게 될 평형하상고를 계획하였다. 평형하상고의 결정은 

계획하도구간상, 하류의 하천형태와 발표되어 있는 평형하상경사 산출식 등을 이용한 수치해석 등을 기준

으로 하는데 실시설계에서는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2003, 서울시)｣에서 선정한 평형하상경

사를 적용하였다.

하천종단 설계

통수단면의 부족시 하천을 개수하는 방안으로는 하폭의 확장이나 제방의 증고, 하상의 준설방안이 있겠으

나, 청계천은 복개부 양측이 상가로 되어 있으며, 양안도로와 남·북간 도로의 교차 등으로 하폭의 확장

이나 제방의 증고는 불가능함에 따라 하상의 굴착은 불가피하였다. 또한 내수와 관련하여서도 제방의 증

고는 좋은 방법이 아니며 가능하면 준설을 통한 방안이 치수상 유리한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하천

단면을 계획함에 있어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고수부지고는 당초의 하상높이로 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폭을 감안하였다.

대다수의 시민이 천변이용을 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민의 하천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연 3회 정도의 

홍수를 감당할 수 있는 저수로 단면을 계획하되, 하상은 복개 시·종점부에서는 당초의 하상을 유지하고 

복원하천 내에서 하상을 조정하면서 누차의 시산을 통하여 하상굴착이 최소화되도록 홍수위와 연계 검토

하였다. 그리고 유지용수 수심 및 하상경사 유지를 위한 평여울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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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2003, 서울시)｣ 및 ｢청계천복원사업 기본설계 (2003, 서울시)｣자료들을 

추가 검토하여 종단을 설계하였다.

(2) 고수부지 설계

저빈도 계획유량

저수로정비 및 고수부지조성에 있어서 저수로단면결정 즉 저수로폭과 고수부지고의 결정은 수문학적으로 

1년에 2~3회 내지 수회 발생하는 홍수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고수부지의 이용과 홍수위와는 상반된 관

계를 가진다. 고수부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수부지 높이를 높여야 하나 이는 통수단면의 축소로 

홍수위가 상승하게 되며 홍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고수부지고를 낮추거나 없애면 이용도가 떨어진다.

서울지역의 강우일수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1년 미만의 빈도별 강우량을 산정한 결과, 연 2회시 102.96 

mm, 연 3회시 77.04 mm로 두 개의 자료가 잘 일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침수빈도와 홍수위

를 반복계산을 수행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약 80 mm/일 강우에서는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고수부지고 결정

하천의 복원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식생, 이용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는 지속적

인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고수

부지의 일정폭원이 필요하게 되며 각종 장비의 제원을 고려하여 고수부지폭은 가능한 한 양안 3.5 m이상

이 되도록 계획하되 차집관로가 고수부지내에 설치되는 구간에서는 홍수위를 고려하여 단안만 유지관리용 

폭원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시점의 도시민들의 이용과 편리성을 고려하고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

보하기 위하여 좌안은 복복단면으로 조성하였다.

<그림 4-2-17> 고수부지 설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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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방법선 설계

첫째, 제방 축조시 제방여유고는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키기 위하여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

확실한 요소들에 대한 안전값으로 주어지는 여분의 제방높이를 말한다. 따라서 여유고는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정해진 값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여유고가 반드시 확

보되어야 하며, 제방의 유지, 수문량의 불확실성, 하천소통능력의 불확실성 등 안전율과 하도내의 토사퇴

적, 지반침하 등 하천지반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공사구간 제방여유

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도로의 연석까지를 제방높이로 보고 제방여유고는 ｢하천설계기준｣에 의한 홍수

량규모에 따른 여유고로 결정하였다.

둘째, 제방 비탈경사는 기초지반의 토질, 고수시 침윤선 등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하천설계

기준에 의하면 제방 비탈경사는 1 :2.0 이상 완만한 경사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경사

면이 콘크리트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 비탈경사는 1 :2.0보다 급하게 하여도 무관하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청계천 공사구간은 제방 비탈면이 L형 옹벽, 라멘BOX의 사면벽체구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방비탈 

경사를 1 : 2.0 이상으로 계획하였다.

셋째, 제방의 사면안전성이다. 안정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제체 확폭 및 신설구간의 제방 비탈면의 안

정성 해석에 있어 대상 비탈면의 전 구간을 검토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나, 본 공사에서는 지반의 분포 특

성을 파악한 후 비탈면고가 높고, 지반의 분포 조건이 비탈면의 안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

는 지역을 대표 단면으로 선정하여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최저 안전율은 옹벽을 포함하는 위와 

같은 원호 파괴면에서 안전율 1.79로 계산되었고, 수로사면은 이보다 높은 안전율을 나타내어 사면에 대

해 안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4-2-18> 사면안정검토 1 : 1(NO 64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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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수로법선 설계

저수로 법선계획은 “청계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청계천복원공사(제1공구) 기본설계”에서 계획한 

제방법선과 하도내측으로 유속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물 서식처조성 및 유속과 소류력의 감소와 경관의 

아름다움과 둔치에 위치하는 각종 차집관로, 초기초과월류수관로, 상수·유지용수관로들을 고려하여 저수로

의 사행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수로 법선의 선형을 계획하였다.

표 4-2-98. 저수로 설계방향

(5) 둔치조성 계획

하천의 복원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식생, 이용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는 지속적

인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둔

치의 일정폭원이 필요하게 되며 각종 장비의 제원을 고려하여 둔치폭은 가능한 한 양안 3.5 m이상이 되

도록 계획하되 차집관로가 둔치내에 설치되는 구간에서는 홍수위를 고려하여 단안만 유지관리용 폭원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다.

(6) 하천단면의 검토

하천의 복원시 기본설계의 복단면과 금번에 적용한 실시설계의 복복단면을 비교 검토하여 경관이 우수하

고, 통수단면을 증가시키는 복복단면을 채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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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표 준

단 면

검 토

내 용

 ∙ 하천단면 형태 : 하천양안 전구간 - 복단면

 ∙ 고수호안 경사 : 연직 ~ 1 :0.3

 ∙ 저수호안 경사 : 1 :1.0

 ∙ 하천단면 형태 : 

   좌안(No.75+50~No.62) - 복복단면

우안 전구간 - 복단면

 ∙ 고수호안 경사 : 연직 - 1 : 0.3

 ∙ 저수호안 경사 : 상부 - 연직, 하부 - 1 :1.0 

표 4-2-99. 하천 표준단면 검토내용

(7) 하천형태에 따른 저수호안공법 검토

호안의 종류에 따른 허용소류력과 저수호안공법으로서 식생호안공법과 콘크리트 호안공법의 효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호안의 종류 허용소류력 (kg/m²)

평 떼 2.0

바자안의 굵은 모래 1.0

바자안의 자갈 1.5

바자(유수에 병행 혹은 비스듬할 때) 5.0

섶 호안 7.0

돌붙임(비탈 1 :1, 두께 0.3m) 16.0

큰 사 석 24.0

돌쌓기(메쌓기) 60.6

콘크리트벽 60.0

방 틀 공 15.0까지

※ 자료 : 하천공사표준시방서(1994), 건설부, P.3-25

표 4-2-100. 호안상태에 따른 허용소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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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기능 식생 호안공법 콘크리트 호안공법

치    수

홍수 배수 ○ ◉
상시 배수 ○ ○

지하수 충진 ◉ x

이    수 하천수의 순환 이용 ○ x

친    수

접 근 성 x ○

쾌 적 성 ○ x

경   관 ◉ x

환 경 성

수질정화 ○ x

생태계 서식처 ◉ x

정서함양 ○ x

자연학습 ◉ x

경 제 성

시공용이 ○ ◉
공사비 x ○

유지관리 ○ ○

기술보급 x ◉
◉ : 양호함    ○ : 보통    x : 불량  

표 4-2-101. 저수호안공법의 효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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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도입가능한 하천특성 생태적 효과

경관

효과

수질

정화

효과

하상경사 시공위치

어류 조류

곤충류

식생
급류 중류 완류

수충

부

비수

충부
수생 육생

자연

원형

습지성 식물 군락의 자연원형호안 - - ○ - ○ + ○ ○ + ○ ○ ○

갈대의 자연원형호안 - - ○ - ○ ○ + ○ ○ +/o ○

수양버들의 자연원형호안 - - ○ - ○ ○ + ○ + ○ +/o ○

자

연

형

돌의 자연형호안 ○ ○ ○ ○ ○ ○ ○ + ○ +/o

갈대의 자연형호안 - △ ○ - ○ ○ + ○ ○ +/o ○

수양버들 자연형호안 - △ ○ - ○ ○ + ○ + ○ +/o

가지묻기(매지공법) 자연형호안 - △ ○ - ○ ○ + ○ + ○ +/o

나무말뚝에의한 돌채움 호안 ○ ○ ○ △ ○ ○ ○ + + +

버들가지공과 돌를 조합한 호안 - ○ ○ △ ○ + + + ○ ○

식생매트를 사용한 호안 - △ ○ - ○ ○ + ○ ○ +/o

근자

연형

갈대의 근자연형호안 △ ○ ○ △ ○ ○ + ○ ○ +/o ○

수양버들의 근자연형호안 ○ ○ ○ △ ○ ○ + ○ ○ +/o +/o

돌채움에 의한 비탈틀 호안 - ○ ○ △ ○ + + + + +

식생토를 넣은 비탈틀 호안 - ○ ○ - ○ + + ○ +

수양버들을 이용한 비탈틀 호안 - ○ ○ - ○ ○ + ○ + ○ +

깬 돌 호 안 ○ ○ ○ ○ ○ ○ ○ + + +

연 석 호 안 - ○ ○ △ ○ ○ ○ + + +

은폐호안에 의한 자연하안 창출 - ○ ○ - ○ + ○ ○ + ○ ○

기성브럭에 의한 붕상호안 △ ○ ○ - ○ ○ + + ○ +

조형암에 의한 자연풍 호안 - ○ ○ △ ○ + + ○

식생브럭에 의한 갈대의 옮겨심기 - ○ ○ - ○ ○ + + ○ + +/o

  * 참조 : 다자연형하천공법(1995), 해강기술개발연구소

 ** 하상경사 및 시공위치 - ○ : 도입가능,  △ : 도입에 관하여 주위를 기함,  - : 도입불가 

*** 생태적, 경관, 수질정화 - ○ : 직접요인,  + : 간접요인 

표 4-2-102. 호안 유형별 비교표 

(8) 기타시설물 설계

개구부 설계

개구부는 배수관로의 개구부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청계천 복개구조물 철거 후 발생되는 수리학적 안정

성 평가와 3개로 구분된 하천단면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통수단면 확보 및 원활한 배수가 가능한 통수단

면의 위치, 크기, 간격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계획하였다. 설계조건은 본류와 복개 BOX 수위일치, 개

구부 차단 수문의 무인 자동화, 수리 특성상 안정성 유지 등이며, 위치선정은 사수역이 발생하지 않고, 본

류와 복개 BOX수위가 일치할 수 있는 위치, 개구부 흐름이 보, 여울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점이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642

고려되었다.

한편 청계천 복개구조물 철거 후 발생되는 수리학적 안정성을 평가하고, 개구부의 위치, 크기, 간격 등에 

따른 원활한 배수를 위한 통수단면 확보하기 위해 수치모형실험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차원 수치모형 2차원 수치모형

사용프로그램 HEC-RAS(Version 3.1, 2003) SMS(Version 7.0, 2000)

적용 목적 빈도별 홍수위에 의한 제방의 안정성 검토 통수단면의 위치, 크기, 간격 등에 대한 검토

경계조건

- 상류경계조건 : 빈도별 홍수량

                 (50, 80, 200년)

- 하류경계조건 : 중랑천기점수위

- 적용조도계수 : 저수로 = 0.035, 

                복개구조물내 = 0.02

- 상류경계조건 : 지천별-빈도별 홍수량

                 (50, 80, 200년)

- 하류경계조건 : 중랑천기점수위

- 적용조도계수 : 0.035(저수로부), 0.02(복개부)

- 난류확산계수 : 2500(N ∙ sec/m²)

적용방법

- 실제 조건 검토를 위한 부정류 (transient 

flow) 조건과 정상류 (steady flow) 비교

- 교각의 특징과 하천의 안정성 검토

- 1차원 수치모형과 2차원 수치모형에 의한 결과 비교

- 측방유입수 변화에 따른 배수구 내수배제 능력 검토

- 통수단면의 위치 : 하천 경관을 고려 교량 하부에 설치하는 것

을 기준(배수능력부족시 추가적인 배수구 설치 검토)

표 4-2-103. 수치모형실험 내용

여울 및 징검다리 설계

• 설계방향

표 4-2-104. 여울 및 징검다리 설계 기본방향

• 설계내용

하천의 유지용수의 수위 유지를 위한 여울과 저수로부에 설치하는 징검다리의 재료는 자연석으로 하

였으며 설치지점은 하천 좌‧우안이 단절되거나 저수로 좌‧우안에 설치되는 둔치를 왕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지점에 대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평여울 및 징검다리에 대한 홍수시 안정성 여부

는 소류력 검토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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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안설계

1) 개요

(1) 호안설계 기본방향

하   천 

환경성 회복
⇒

∙ 자연재료를 이용한 공법과 하천생태에 적절한 식물종의 도입

∙ 어류 및 수변 소생물의 서식처 확보를 위한 재료 및 시설 도입

수 리 적 

안정성 확보
⇒

∙ 홍수시 유속과 소류력을 견딜 수 있는 안정성 있는 공법 선정

∙ 하상바닥과 고수부지 높이에 따른 공법 선정

하   천

경관성 확보
⇒

∙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미관고려

∙ 고수호안의 높은 벽체구조물의 경관완화

표 4-2-105. 호안설계 기본방향

(2) 하천단면 계획

① 계획하폭 및 호안법선계획

하폭과 제방법선 계획

도시하천 복원에 따라 홍수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최대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기존 복개구조물의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제방 법선과 하천단면을 계획하였다. 저수로 법선계획은 “청계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과 “청계천복원공사(제1공구) 기본설계”에서 계획한 제방법선과 하도내측으로 유속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물 서식처 조성 및 유속과 소류력 감소, 경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저수호안 경사 및 사면안정성 검토

하천시설기준에 의하면 제방비탈경사는 1 :2.0 이상 완만한 경사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으나, 과업구간

은 조경석과 목재방틀, 친수형 계단의 보호공을 도입하여 제방비탈사면을 1 :1.0으로 설계하였으며, 기초

지반의 토질, 고수시 침윤선 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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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복단면(2단 호안)의 도입

구분 기본설계 (사면호안) 실시설계 (2단호안)

표 준

단 면

검 토

내 용

 ∙ 고수호안과 저수로의 높이가 높아 경관적인 위압감과 안

전성확보필요

 ∙ 물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친수성이 부족

 ∙ 복복단면 : 고수호안과 저수로구간을 복복단으로 설치하

여 높이에 대한 위압감을 저감시키고 이용시 저수로로의 

높이차를 줄이므로 안전성 확보

표 4-2-106. 하천 복복단면 설계안

<그림 4-2-19> 도시형 호안형태

(3) 고수호안 설계개요

청계천의 고수호안은 일반하천과 달리 콘크리트벽체로 마감되는 구조물이 대부분이며 청계천 전체구간중 

제3공구의 고산자교 부근 하류부 약300m만 토사 호안으로 조성되어졌다. 콘크리트구조물의 고수호안은 1 

:0.3 수직사면 벽체로 조성되었고, 고수호안 벽체의 높이는 최저 H5.5m, 최고 H6.5m정도로 설계되었다.

벽체 구조물 호안조성의 경우 높이에 대한 심리적 위압감과 경관적 변화감을 주기 위하여 수직으로 황금

비율인 1 :1.618 비율을 적용하여 2단으로 구분하였다. 상부에는 노출콘크리트에 물결문양을 이미지화한 

노출문양콘크리트로 조성하고 하단부는 제2공구, 제3공구를 모두 ‘방형돌 허튼층 붙임’으로 벽체를 마감하

였다. 제1공구는 ‘방형돌 바른층 붙임’으로 정형화되고 규칙적인 반면 제2,3공구는 허튼층 붙임으로 자연

스러운 경관 유도하였다. 상부 천변과 하부둔치에는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노출콘크리트 면의 피복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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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수호안 적용공법 검토

저수호안에 적용되는 주요 공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구분 공법선정 설계내용 시공사진(예시)

A

저수

호안

 (도시형)

수변데크

친수형스탠드

친수형계단

 ∙ 하천으로의 친수성을 높이고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해 화강석과 

목재, 점토벽돌로 마감한 친수형 스탠드와 계단 조성

B

저수

호안

(자연형)

조경석

쌓기

 ∙ 유속과 세굴에 견디는 돌크기로  조경석을 쌓는 호안조성

 ∙ 돌틈식재를 통해 자연성을 높이며 어류 및 수변 소생물의 피난

처와 은신처를 제공

조경석+

사석쌓기

 ∙ 상부 : 사석쌓기+종비토채움

 ∙ 하부 : H1500 조경석쌓기+돌틈식재

 ∙ 기초부 조경석으로 세굴안정성을 확보하고 돌틀식재와 종비토를 

통해 사면의 녹으로 피복함

C

목재

방틀

 ∙ 나무틀에 돌을 채워 호안부, 하상부 세굴방지

 ∙ 돌틈에 어류의 산란장소 이용으로 친환경성 유지

 ∙ 데크 주변으로 경관적 연속성 확보

목재방틀+

사석쌓기

 ∙ 상부 : 사석쌓기+종비토채움

 ∙ 하부 : 연결형목재방틀 2단+식생롤

 ∙ 목재방틀과 종비토채움으로 식재피복도를 높여 하천변 소생물의 

서식처 제공 

D

저수호안

 (교량하부 / 

개구부 주변)

점토

호안

블럭

 ∙ 블록간에 서로 맞물려 홍수시 블록의 이탈을 방지하며 호안보호 

역할이 탁월하여 개구부 주변과 교량하부 식재가 어려운 지역에 

도입

표 4-2-107. 저수호안 주요 적용 공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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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석판석 바른층붙임

복복단면(좌안)의 전 구간에 걸쳐 적용되는 공법으로서 이용자들의 청계천 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친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화강석판석 바른층붙임 조감도

<그림 4-2-20> 화강석판석 바른층붙임 공법

목재방틀+사석쌓기+돌틈식재

수충부에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공법으로 수중생물을 위한 다공질 환경 마련 할 수 있으며, 

수생롤에 의한 식재경관 형성(물억새군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목재 방틀

<그림 4-2-21> 목재방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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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호안블럭(식재형/밀폐형)

저수호안의 개구부에서 배출되는 물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이다. 교량하부 지역은 식재가 불

가능한 지역이므로 밀폐형 호안블럭을 도입하고, 기타 개방된 지역은 식재가 가능한 식재형 호안블럭을 

도입하였다. 

식재형 점토호안블럭 밀폐형 점토호안블럭

<그림 4-2-22> 점토호안블럭 공법

조경석+사석쌓기

우안 전구간에 걸쳐 적용되는 공법으로서 하상에서부터 1.4m구간은 세굴방지를 위해 조경석쌓기공법을 

적용하였고 사석쌓기구간은 종비토채움공법에 의한 식생 활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경석+사석쌓기 조감도

<그림 4-2-23> 조경석+사석쌓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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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쌓기+조경석네트공법

제3공구와 인접한 저수호안에 공구간 통일성을 위하여 적용한 공법이다. 

조경석쌓기+조경석네트

<그림 4-2-24> 조경석쌓기+조경석네트공법

2) 상류구간

상류구간(태평로입구~광장시장)의 호안설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기본방향

• 환경적 기능을 회복하고 생물서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생태적 호안 설계

• 하상경사, 유속, 소류력, 침수빈도, 저수호안경사를 고려하여 안정한 공법을 도입

• 자연형 하천의 조성을 위한 하천시설물과 하도 기반 조성

(2) 고수호안설계

고수호안 설계는 경관의 절제 및 조화, 고풍스러운 하천경관의 연출, 녹색경관의 도입이라는 기준하에 실

시되었다. 

① 고수호안마감 유형

• 방형돌바른층붙임(지정조경석 황색계열)

  - 옛 조선시대 석축의 돌 크기와 축조방식을 경관적으로 재현한 벽면마감 도입

• 문양콘크리트+방형돌바른층붙임(지정조경석 황색계열) 

  - 고수벽면 상단(1.3m) : 물방울무늬, 도두락마감의 문양콘크리트

  - 고수벽면 하단(VAR.) : 방형돌바른층붙임(지정조경석 황색계열), 습건식병행공법

• 특화벽면 : 정조대왕능행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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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6> 고수호안 마감 단면도

<그림 4-2-27> 저수벽면 설계도

• 하천축 경관에 모듈개념의 규칙성 적용을 위하여 20m간격으로 5㎝이하의 문양돌

  (화강석장식문양띠, 흰색계열/ 전벽돌 장식문양띠)

<그림 4-2-25> 방형돌바른층붙임 / 화강석활석붙임 예시도

② 고수호안마감 

고수호안 사면벽체에 T100 방형돌바른층붙임을 

고정하기 위해 T100 모르터와 와이어메쉬, 고정

셋트앵커, 이음철물, L형철판을 설치하도록 설계

하였다. 

(3) 저수벽면 설계

하천복원 좌안단면의 하상바닥에서 1m 높이가 되는 

곳을 저수부지라고 명명하고, 고수부지까지 높이차

에 해당하는 곳에 저수벽면을 설치하였다. 

먼저, 좌안 하천단면의 형태가 복복단면(2단호안)으

로 변경됨에 따라 신설되는 벽체로서 화강석바른층

붙임(습건식 병행공법) 적용하였고, 고수부지에서 저

수부지로 연결되는 구간에 진입계단, 진입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며, 비상사다리는 좌안

의 내부계단이 없는 구간내 100m이내에 1개소씩 설

치(총 9개소)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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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수호안 설계

① 저수호안 설계방향

• 사면안정성과 환경성 회복을 위한 저수호안공법 선정

• Pool-Riffle Sequence

• 생태환경을 고려한 자연호안 조성 

② 저수호안설계

• 하천의 복원시 사면의 안정과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호안을 조성

• 세굴과 유속을 고려하여 기초석을 큰돌로 설치하고, D300 이상의 사석을 하천바닥에 깜

• 하천의 경관성과 생태성을 높이기 위해 돌틈식재와 식생롤을 도입함

호안공법
좌안 우안

계 특성
호안경사 연장(m) 호안경사 연장(m)

조경석 쌓기 1 : 1 1,219.52 1 : 1 363.73 1,583.26  ∙ 세굴 및 침식에 강함

목재방틀 1 : 1 241.79 1 : 1 0.00 241.97  ∙ 어류산란을 위한 피신장소를 재공

목재방틀 + 

조경석쌓기
1 : 1 61.50 1 : 1 297.71 359.21

 ∙ 호안의 세굴방지

 ∙ 어류의 산란장소 재공

조경석 및 

화강석계단
1 : 1 126.71 1 : 1 127.71 254.42

 ∙ 홍수시 호안보호 효과탁월

 ∙ 편의시설

표 4-2-108. 저수호안 적용공법

3) 중류구간

중류구간(광장시장~난계로)의 호안설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천단면

• 고수호안과 저수로 구간을 복복단으로 조성하여 저수호안 높이에 대한 위압감을 저감

• 휴게시설과 보행동선을 분리(고수부지, 저수부지)

• 도시형 호안형태의 도입으로 친수성 증진

표준단면 결정

하천설계에서 표준단면의 결정은 치수적인 측면에서 200년 빈도 통수단면과 여유고를 확보하였으나 조경, 

경관측면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단면을 변경하여 이용자의 친수성 증대 및 높

은 고수부지(약2~3m정도)고 완화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조경부분에서 조정하였다. 조정된 단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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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수호안

  - TYPE-1 : 좌안은 1 :0.3의 사면벽체, 우안은 직벽

              난계로~흥인문로 및 통일상가~훈련원길 구간에 적용

  - TYPE-2 : 좌·우안 모두 직벽

                  교량 통과구간 및 흥인문로~통일상가 구간에 적용

Type 1 Type 2

<그림 4-2-28> 중류구간 고수호안형태

• 저수호안

  - 기본설계 : 좌·우안 1 :1.0~2.0의 자연사면

  - 실시설계 : 좌안 - 옹벽구조의 복복단면(하단 :B=3.5m) 

                  우안 - 1 :1.0~2.0의 자연사면

(2) 고수호안

• 주변경관과의 조화 : 주변의 산만하고 혼잡한 경관을 조절하는 간결하고 연속적인 경관 연출

• 식생경관의 도입 : 신설벽체에 만경류 식재 및 고수부지 식생 연출로 연속된 녹색경관 연출

• 황금비에 의한 벽체분할 : Mass의 균형있는 분할로 시각적 안정성 확보 및 높이의 위화감 완화

• 고수벽면상단

  - 문양거푸집을 이용한 도두락 리브무늬 마감

        (제2공구시점~버들다리 : 1.2m, 버들다리~제2공구종점 : 1.6m)

• 고수벽면하단

  - 방형돌 허튼층붙임(지정조경석, 황색계열)공법 적용(습식, 건식 붙임 혼용)

• 좌안의 휴게시설 및 연결계단, 연결램프 설치구간은 신설벽체를 직벽으로 설치하고 고수부지 여유공

간을 확보(1 :0.3사면→직벽으로 변경시 1m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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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수호안

• 자연소재를 도입한 친자연적 식생호안 조성으로 생물들의 서식장소로 이용되는 호안 조성

• 수리특성에 적합한 호안공법 도입

• 생태복원, 접근성 및 친수성 고려

• 사면경사를 고려한 식재 및 식생기능

저수벽면(직벽)

• 하천호안단면의 형태가 복복단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좌안에 신설되는 벽체로서 고수호안과 같은 방

형돌허튼층붙임(지정조경석, 황색계열) 공법 적용(습식,건식 혼용)

• 고수부지에서 저수부지로 연결되는 구간에 내부계단, 내부램프 설치(내부계단 5개소, 내부램프 3개소)

4) 하류구간

하류구간(난계로~신답철교)의 호안설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기본방향

• 홍수시 유속, 소류력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확보

• 자연형 하천의 조성을 위한 하도 기반 조성

• 생물서식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적 호안 설계

주요공간별 설계기준

표 4-2-109. 하류구간 호안설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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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수호안 설계

신답철교 구간인 종점부 구간 약 300m 구간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아닌 토사 1 :2 경사면으로 조성되었다. 

비교적 하천이 넓고 자연형 하천의 조성이 유리한 지역으로 고수호안의 경우 기단부는 세굴의 방지, 경관

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H1.2m 조경석쌓기로 조성하며 상부는 하천식물을 식재하고 네트를 덮어 시공 후 

초기 우수에 의한 유실을 방지하였다. 좌안은 사람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책로를 설치하지 않으며 

사람의 접근이 없는 자연회복구간으로 조성하였다. 

<그림 4-2-29> 벽체구성 입면도

<그림 4-2-30> 지정 조경석 질감이미지 

<그림 4-2-31> 거푸집 문양 상세도 <그림 4-2-32> 방형돌 허튼층붙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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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수호안 설계

하천의 단면 결정은 하천(수리)분야에서 홍수위와 통수단면 등을 고려하여 호안의 경사·호안의 높이 등을 

결정하였다. 제3공구 시점부는 저수호안의 경사가 1 :1.5 사면을 이루어 무학교 구간까지 약 700m 구간

에 형성되며 무학교부터 제3공구 종점부까지는 사면 1 :2로 조성되었다. 

구 분 구 간
호안경사

구 분 구 간
호안경사

고수호안 저수호안 고수호안 저수호안

좌 안

공사종점~신답철교 1 : 2.0 1 : 2.0

우 안

공사종점~신답철교 - 1 : 2.0

신답철교~고산자교 1 : 2.5 1 : 2.0 신답철교~고산자교 1 : 2.0 1 : 2.0

고산자교~무학교 1 : 0.3 1 : 2.0 고산자교~무학교 1 : 0.3 1 : 2.0

무학교~성북천합류후 1 : 0.3 1 : 1.5 무학교~비우교 1 : 0.3 1 : 1.5

성북천합류전~황학교 수직 1 : 1.5
비우교~공사시점 수직 1 : 1.5

황학교~공사시점 1 : 0.3 1 : 1.5

표 4-2-110. 호안사면 구간별 경사계획

호안 높이에 따른 저수호안 설계 기준 설정은 다음 <그림 4-2-33>과 같다. 

‧ 조경석1.4m이하 설치 ‧식생방틀 높이 1.0m이하 설치

<수충부에 설치> <비수충부에 설치>

<그림 4-2-33> 호안 높이에 따른 기준 설정

4. 교량

1) 개요

①  교량경관계획의 방향

교량은 청계천 경관의 중심으로서 역사·문화·환경의 복원, 조형성과 예술성 있는 도시환경의 창조, 주

변 환경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개별적이고 국한된 접근보다는 서울, 청계천 주변의 도시

생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변의 환경적·행태적 특성과 조화로운 방향이 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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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11. 교량경관계획의 방향 

② Concept 설정

구간별 교량경관계획상의 주요 교량 컨셉은 <표 4-2-112>의 내용과 같다.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공구별 조형 어휘

 ∙ 역사·관광·도시문화·비지니스

 ∙ 청계천의 시작

 ∙ Modern Classic·전통적·역사성·

    기하학적·대칭적·입체감

 ∙ 소재 이미지 : 석재, 벽돌, 조각

 ∙ 패션·쇼핑·관광·산업

 ∙ 청계천의 중심

 ∙ 패션·밤의화려함·Event·연결·Fusion

 ∙ 역동적·국제적

 ∙ 소재이미지 : 유리, 스틸, 패턴

 ∙ 생활·자연·생태

 ∙ 자연하천과의 연계

 ∙ Naturalism·Organic Form Green·

    생태적·선적·투과성

 ∙ 소재이미지 : 목재, 넝쿨, Cable

공구별 Main Concept

역사성의 현대적 해석

(전통적이며 현대적 세련미를 갖춘)

주변 광역의 역사, 문화와 연계 중요

과거와 미래가 숨쉬는 부드러운 도시환경 

창조(혼잡한 경관에 시각적 질서의 부여) 

주변 경관, 행태와 관계설정 중요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와 조화(경쾌하고 경

관 투시성 우수한) 친자연형 환경조성 중요

기본계획상의 제시 Concept

역사를 가진 교량

(연계와 조화)

상업지역 교량군 

신구(新舊)의 융합

주택지역 교량군

개성적으로 자립된 미래의 발전형 상징

표 4-2-112. 교량경관계획의 concept

2) 상류구간

(1) 교량 설치 개요

제1공구인 상류구간(태평로입구~광장시장)에는 <표 4-2-113>과 같이 총 9개의 교량이 계획되었다. 제1공

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동아일보(태평로 입구)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리동(광장시장)까지이며, 

청계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 복원과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청계천복원에 대해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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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시설계 목표를 적용하였다. 제1공구는 지형 및 선형적 여건과 전체적인 교랑 가설 

지역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교량가설 위치 및 형식을 결정하였다.

설계구간 내 교량은 전체 9개소이다. 이에 대한 교량 구조물의 형식 선정은 하천 정비 계획 및 수리모형

실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교량가설 위치의 선형조건과 지형 및 지역조건, 지질상태, 형하조건 등을 감안

하여 경제성, 시공성, 미관 및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최적안을 설정

하였다. 다음은 제1공구의 교량설계의 개요이다. 

교량명 측점 형식 폭(m) 연장(m)
SKEW

( )゚

교각

형식

교대

형식
비  고

Br.1 모 전 교 80+66
콘크리트 

상로아치교
27.5 19.5 90 - 벽식

Br.2 광 통 교

(연결교량)
78+97

석교

(콘크리트 

BOX형)

14.4

(25.51~29.30

)

23.8

(6.05)
90 - - 

광통교(석교)는 문화

재복원

Br.3 광    교 77+64 강상판 판형교 45.5 23.3~35.7 86.40 다주식 벽식

Br.4 장 통 교 74+86
π형 

RC라멘교
11.8 22.0 90 지주식

벽식,

박스형

Br.5 삼 일 교 73+31

PSC SLAB교

PLATE 

GIRDER교

43.5 22.6 90 - 
벽식,

박스형

차도부 :PSC

보도부 :Plate Gr.

Br.6 임시보도교 71+39 π형 강라멘교 8 23.4 90 - 박스형
문화재(수표교) 복원

관련 형식변경가능

Br.7 관 수 교 68+86 강상판 판형교 25.5~28.5 22.5 90 - 박스형 지하철3호선통과

Br.8 세 운 교 66+43 PSC SLAB교 50.0 22.1 90 - 박스형

Br.9 배오개교 63+90 강상판 판형교 25.5 23.4 78.10 - 박스형 지하철5호선통과

표 4-2-113. 제1공구 교량설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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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량별 설계개요

① 모전교

• Concept : 창덕궁 금천교의 양식을 도입한 아치교 - 조선건축양식에 근거한 이미지

• 설계방향 : 모전교 상류의 시점광장과 하류의 광통교 복원 등 주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전통적 이미지를 갖는 교량으로 계획 - 콘크리트 상로아치(금천교 사례 적용)

교량제원 주변현황

 ∙ 위 치 : 하천 NO.80+66

 ∙ 교량형식-콘크리트 상로아치교 

 ∙ 교폭=27.5m(5.5m×2EA), 교장=19.5m 

 ∙ 보도폭 5m

 ∙ 차도 일방(북→남) 3차로(교차로) 

 ∙ 청계천 시점부 다리 

 ∙ 경복궁, 덕수궁 인접

 ∙ 시청앞 광장, 세종로 인접 - 축제의 장과의 연계 

 ∙ 세종문화회관,교보문고,영풍문고등 문화공간과의 연계가능

표 4-2-114. 모전교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기준

• 차도부 : DB-24, DL-24                • 보도부 : 보도활하중(w=500kgf/㎡) 기준

종단

- 복합곡선 Arch : R=5.410m, 16.130m

- 보도부만 Arch 선형조정 및 보도경사 8%준용(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 산책로 시설한계 H=2.5m 확보

- 차도부와 보도부의 교대 및 기초유용.

횡단

- 보도 : 5.0m, 차도 : 일방향 3차로

- 청계천 및 무교동길 차로 운영계획에 따라 일방향 3차로 적용

- 차도와 보도사이 개구부 설치

- 차도부와 보도부의 교대 및 기초유용.

<그림 4-2-34> 모전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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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통교(광통교 연결교량 구조물)

• Concept : 광통교 원상복원(사다리꼴모양의 콘크리트 BOX교 - 진입로의 느낌)

• 설계방향 : 문화재 원상복원(광통교 연결하는 보도교형식 적용)

교량제원 주변현황

 ∙ 위 치 : 하천 NO.78 + 97

 ∙ 교량형식-석교(콘크리트 BOX교) 

 ∙ 교폭=14.1(25.51~29.30)m,

교장=23.8(6.05)m 

 ∙ 보행자전용 

 ∙ 서린공원앞 북측호안에 광통교를 복원하고, 남측에 연결교량으로 설치

 ∙ 상부난간과 바닥마감은 천변난간과 보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동일적용

표 4-2-115. 광통교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기준

• 보도부 : 보도활하중(w=500kgf/㎡) 기준

종단

횡단

<그림 4-2-35> 광통교(교량 연결부분) 설계단면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설계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659

③ 광교

• Concept : 옛 멋과 미래와의 만남을 상징하는 다리

• 설계방향

  - 좌안 시점교대 위치에 광통교지를 보존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므로 가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

는 형식을 적용

  - 광폭차도교로서 옛 광교의 재현 부적절 → 광교는 원형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설하는 

것이 바람직 

  -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가설기간의 단축을 고려한 형식

  - 어울림을 주제로 주변의 현대적 이미지와 조화로운 형식 → 강재 원형파이프 상로아치교 적용  

  - 광폭보도면을 고려한 포장계획 → 나무 문양의 대리석 포장으로 넓은 면이 주는 지루함을 상쇄

  - 주변 고층빌딩에서의 시점을 고려한 포장계획 → 전통적 이미지를 간결화한 현대적 적용으로 주

변 현황 및 교량형식과 조화로움 모색

교량제원 주변현황

 ∙ 위 치 : 하천 NO.77 + 64

 ∙ 교량형식 - 강파이프 상로아치교

 ∙ 교폭 = 45.5m, 교장=23.28~35.655m 

 ∙ 보도폭 7m 

 ∙ 차도 왕복 4차로(교차로)

 ∙ 남측 을지로입구역, 북측 종각역 위치

 ∙ 옛 광통교 터 - 답교놀이  

 ∙ 금융, 문화 고층빌딩군 형성

 ∙ 인사동에서 명동롯데백화점으로 연계 가능

 ∙ 매우 넓은 면으로 주변 건물에서의 다양한 조망시점 발생

표 4-2-116. 광교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규 모

구  분 연 장(m) 폭 원(m) 하부형식 사 각(°) 비 고

상류측 23,285 18,200 역T형 교대 86.4

중앙부 35,650 23,700
역T형 교대

다주식 교각
79.5

하류측 23,285 3,600 역T형 교대 86.4

표 4-2-117. 광교 규모

설계적용기준

• 차도부 : DB-24, DL-24

• 보도부 : 보도활하중(w=500kgf/㎡)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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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및 횡단(을지로 방향)

종단

횡단

<그림 4-2-36> 광교 설계단면(을지로 방향)

종단 및 횡단(종로 방향)

종단

횡단

<그림 4-2-37> 광교 설계단면(종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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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통교

• Concept : 역사성 있는 옛다리 상징

• 설계방향 : 장교동과 관철동을 연결하는 보도교 형식 적용

교량제원 주변현황

 ∙ 위 치 : 하천 NO.74 + 86

 ∙ 교량형식- π형 RC라멘교

 ∙ 교폭=11.8m, 교장=22.0m 

 ∙ 보행자 전용 

 ∙ 장교동과 관철동을 연결하는 구간 

 ∙ 젊음의 길 추진 계획구간

 ∙ 보도교 신설구간

표 4-2-118. 장통교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기준

• 보도부 : 보도활하중(w=500kgf/㎡) 기준

종단

횡단

<그림 4-2-38> 장통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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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삼일교

• Concept : 인사동, 명동성당 등을 연계하여 근대적 역사성 부각

• 설계방향 : 과거 장통교가 위치하던 곳이며, 광폭교량으로 채광을 고려한 형식적용

교량제원 주변현황

 ∙ 위 치 : 하천 NO.73 + 31

 ∙ 교량형식-PSC 슬래브교, PLATE GIRDER교 

 ∙ 교폭=43.5m, 교장=22.685m 

 ∙ 보도폭 5.5m

 ∙ 차도 왕복 4차로(교차로) 

 ∙ 장통교 터(광폭교차로)

 ∙ 남산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

 ∙ 남측 명동성당, 북측의 인사동, 낙원상가, 탑골공원과 연계

 ∙ 고층 빌딩군 형성

표 4-2-119. 삼일교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기준

• 차도부 : DB-24, DL-24

• 보도부 : 보도활하중(w=500kgf/㎡) 기준

종단

횡단

<그림 4-2-39> 삼일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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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임시보도교(수표교 자리)

• Concept : 임시교량으로 주변환경과 조화

• 설계방향 : 문화재 유구출토범위로부터 20m이상 하류측으로 이격설치, 보도 전용의 임시교량으로 

철거가 용이한 형식적용

교량제원 주변현황

 ∙ 위 치 : 하천 NO.71 + 39

 ∙ 교량형식-π형 강라멘교

 ∙ 교폭=8.0m, 교장=23.370m 

 ∙ 보행자전용 

 ∙ 관수동과 수표동을 연결하는 구간

 ∙ 문화재 수표교 복원 인근 위치

표 4-2-120. 임시보도교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기준

• 보도부 : 보도활하중(w=500kgf/㎡) 기준

종

단

횡

단

<그림 4-2-40> 임시보도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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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수교

• Concept : 영화거리의 연속성을 강화시키는 교량

• 설계방향 : 교량하부 지하철과 근접한 구간으로, 자중을 줄이는 형식적용

교량제원 주변현황

 ∙ 위 치 : 하천 NO.68 + 86

 ∙ 교량형식-강상판 판형교 

 ∙ 교폭=25.5m~28.5m, 교장=22.585m 

 ∙ 보도폭 5m

 ∙ 차도 일방(남→북) 3차로 

 ∙ 관수교터 

 ∙ 지하철 3호선 통과

 ∙ 남측 을지로 3가역, 북측 종로 3가역 

 ∙ 북측에 피카디리, 서울극장, 남측에도 다수의 극장 산재

 ∙ 상가, 시장 번화가의 시작점으로 기계, 공구상 입지

 ∙ 남산지류의 합수지점

표 4-2-121. 관수교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기준

• 차도부 : DB-24, DL-24                • 보도부 : 보도활하중(w=500kgf/㎡) 기준

종

단

횡

단

<그림 4-2-41> 관수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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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세운교

• Concept :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의 중심광장과 연계된 교량

• 설계방향 : 교량상부의 육교상가를 고려하여 비돌출형 교량형식 적용

교량제원 주변현황

 ∙ 위 치 : 하천 NO.66 + 43

 ∙ 교량형식-PSC 슬래브교 

 ∙ 교폭=50.0m, 교장=22.185m 

 ∙ 보행자 전용

 ∙ 수조설치 

 ∙ 횡단보도 

 ∙ 세운상가지역 재개발 - 남북 OPEN SPACE의 중심위치

 ∙ 종묘, 종묘시민광장과의 연계 

 ∙ U-turn 차로

표 4-2-122, 세운교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기준

• 차도부 : DB-24, DL-24

종단

횡단

<그림 4-2-42> 세운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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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배오개다리

• Concept : 배오개를 넘는 사람들의 만남을 상징화

• 설계방향 : 교량하부 지하철과 근접한 구간으로 자중을 줄이는 형식적용

교량제원 주변현황

 ∙ 위 치 : 하천 NO.63 + 90

 ∙ 교량형식-강상판 판형교 

 ∙ 교폭=25.5m, 교장=23.485m 

 ∙ 보도폭 5m

 ∙ 차도 일방(북→남) 4차로(교차로) 

 ∙ 지하철 5호선통과 

 ∙ 상가번화가에 이어 시장번화가 시작점

 ∙ 북측 광장시장, 전자제품 상가 

 ∙ 저층빌딩군 형성

 ∙ 시각적으로 강한교량인 Br. 9 인접

 ∙ 배오개 길 - 배고개(배밭)

 ∙ 광장시장의 전신격인 배오개시장

표 4-2-123. 배오개다리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기준

• 차도부 : DB-24, DL-24                • 보도부 : 보도활하중(w=500kgf/㎡) 기준

종

단

횡

단

<그림 4-2-43> 배오개다리설계단면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설계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667

⑩ 제1공구 세월교 

하천을 횡단하는 세월교 계획은 유지관리 차량횡단용 및 하천구간 둔치 이용 시민들의 양안 둔치 연결로 

및 횡단도로 이용하도록 “청계천복원공사(제1공구) 기본설계”에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에서

는 상류 시점부에 1개소를 보도사장교(H형 강교)로 계획하였다.

세월교명 위치(NO.) 교폭 B(m) 연장 L(m) 가설공법 구조

제1공구 세월교 78+22 3.6 10.0 CRANE LIFT공법
보도사장교

(H형 강교)

표 4-2-124. 제1공구 세월교 제원

설계하중

• 고정하중 (DEAD LOAD) : 목재자중, 난간 하중

• 활하중 (LIVE LOAD) : 유지관리용 차량하중 = 6 tonf (DB3.3)

                            보도 활하중 : 주  형 = 350kgf/㎡, 바닥판 = 500kgf/㎡ 
• 충격계수 (도로교 설계 기준 P9)

• 유수압 : 최대유속 = 3.17m/sec (수리검토서 참조)

• 온도변화 (도로교 설계 기준 P21) : 강재 온도변화 ±30℃, α = 1.2×1.0-5

• 지진하중 : 단경간 보도교로 지진 영향 무시

<그림 4-2-44> 제1공구 세월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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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공사 설계

교량설계와 관련하여 부대공사의 설계는 교량의 구조적 특성에 부합되는 적정성 확보, 각 시설의 사용실

적에 따른 문제점 및 특성 파악, 교량의 설계 내구년한 동안에 안전유지 가능한 부대시설 계획, 차량 통

행에 양호한 주행성 제공, 유지관리시 보수·보강의 편리성 제공 등에 염두로 두고 실시되었다. 

① 교량받침

교량받침은 탄성고무받침(Elastomeric Bearing)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사항은 <표 4-2-125>와 같다. 

종    류 탄성 고무 받침 (Elastomeric Bearing)

형    태

재    질 합성천연고무 + 보강판

회전기구 전방향 탄성변형

사용범위 50 ~ 3,000tonf

장 단 점

∙ 설치 및 유지관리용이

∙ 임의형상 제작가능

∙ 모든 방향으로 회전 및 신축이 가능

∙ 소규모 교량에서 지진력 처리에 효율적

∙ 신축량이 커지면 두께가 과도히 증가

표 4-2-125. 교량받침 개요

② 신축이음장치

신축이음장치는 MONO CELL TYPE이 선정되었으며, 주요 설계사항은 <표 4-2-126>과 같다. 

구    분 MONO CELL TYPE

단 면 도

80

d40 40

170 170

BB

신축이음장치 몸체 방수 고무판

프리스트레스 볼트 보강철근

DRILL HOLE 및 접착 EPOXY

콘크리트 및 교대 강상판교

콘크리트 강상판교

STUD(Φ16mm * 50mm)/C.T.C250

50 150 50

50

신 축 량 50-75mm

개    요    프리스트레스 bolt에 의한 긴장정착으로 반영구적 고정가능

표 4-2-126. 신축이음장치 설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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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면방수

구   분
도막식방수

구스톤(아스팔트계)

공법개요
∙ GUSS를 COOKER에 고온(220℃) 으로 녹여 교면에 포설

∙ 유리섬유메쉬 설치

재료 ∙ 성분
∙ 구스톤(폴리머변형 아스팔트계)

∙ 유리섬유 메쉬

시공방법

(공  정)
∙ 교면정리→프라이머 도포(1회)→유리섬유메쉬 설치→구스톤(고온용융)포설→규사살포

시공두께 2~3 mm

내구년한 영구적

표 4-2-127. 교면방수 개요

④ 교면포장

교면포장은 콘크리트교의 경우 SBR(Styrene Butadiene Rubber) 라텍스로, 강상판 판형교는 Guss+개질 

Asphalt로 설계되었다. 

구   

분

콘크리트교 강상판 판형교

SBR 라텍스 (Styrene Butadiene Rubber) Guss+개질 Asphalt

개   요

아스팔트+고무고형분 아스팔트
천연아스팔트(TLA)

+석유아스팔트 +합성골재

표 4-2-128. 교면포장 개요

⑤ 강교도장

구    분 내후성 중방식도장(우레탄계)

도료형태 유기용제형

도장공정

표면처리 샌드블라스팅

하 도 무기질징크계(75μm)

중 도 에폭시계(100μm)

상 도 폴리우레탄계(80μm)

도막두께 255μm

내구연한 10~15년

표 4-2-129. 강교도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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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면구조물 설계

현 황

구간 연장
사면구조물 형식

비고
좌안 우안

No.81+13~No.74+50
L=637.6m

L=25.4m

연직옹벽(2단)

연직옹벽(1단)

연직옹벽(2단)

연직옹벽(1단)
교량구간 포함

No.74+50~No.73+27.6 L=122.4m 연직라멘(2단) 연직옹벽(2단) 교량구간 포함

No.72+84.1~No.71+87.2 L=96.9m 사면라멘(1 :0.3) 연직옹벽 교량구간 포함

No.71+87.2~No.62+00 L=987.2m 사면라멘(1 :0.3) 연직라멘 - 

표 4-2-130. 사면구조물 현황

설계 적용형식

옹벽

형식

 경관을 고려하여 조경 식재가 가능한

 일체식 2단 옹벽으로 설계

라멘

형식

하천변 경관을 고려한 가로수 식재를 고려할 경우 존치구조물 활용에 따른 식

재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구조물 형상을 가로수 식

생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단면을 종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하천변 경관의 향상과 시공성 확보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설계에 적용

표 4-2-131. 사면구조물 설계적용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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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설계

① 기초설계 개요

설계방향

설 계

방 향

∙ 현장정밀조사를 통한 최적 기초형식 및 시공법 선정

∙ 현장 조사 및 시험을 통한 합리적인 설계지반정수 산정

∙ 상부하중, 지층조건, 환경조건을 고려한 안정성 검토 수행

∙ 교량, 벽체, 주요지장물 통과구간(지하철, 전력구) 기초 및 하부지장물의 안정성 검토

∙ 기초형식에 따른 재하시험, 계측, 유지관리계획 등 품질확보방안 수립

표 4-2-132. 교량 기초설계 방향

기초현황

모전교 광 교

장통교 삼일교

임시보도교 관수교 세운교 배오개다리

<그림 4-2-45> 제1공구 사면벽체구조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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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시공법 적용

구  분 PRD 공법 SDA 공법

공    법

개 요 도

적용내용

∙ 과업구간은 공벽유지가 어려운 모래층 지반이므로 케이싱을 말뚝으로 사용하는 PRD공법 적용

∙ 풍화암 천공에 유리한 장비(Air Percussion) 적용

∙ 도심지 소음 ∙ 진동 등 민원발생을 고려하여 선굴착 매입공법 적용

∙ 본 과업구간은 교대구조물로서 횡방향 저항력이 큰 강관말뚝 적용

표 4-2-133. 교량 기초시공법 적용

기초형식 선정결과

• 교량기초

교량명 기초위치 기초형식 지지층 말뚝길이(m) 기초공법

모전교
A1(좌안) 말뚝기초 풍화암 9.0m PRD공법

A2(우안) 말뚝기초 풍화암 8.1m PRD공법

광통교

(연결교량)

A1(좌안) 직접기초 풍화토 - 잡석치환

A2(우안) 직접기초 풍화토 - 잡석치환

광교
A1(좌안) 말뚝기초 풍화암 9.0m PRD공법

A2(우안) 말뚝기초 풍화암 9.0m PRD공법

장통교
A1(좌안) 직접기초 풍화토 - 매스콘크리트

A2(우안) 직접기초 풍화암 - CGS공법 

삼일교
A1(좌안) 말뚝기초 풍화암 6.0m PRD공법

A2(우안) 말뚝기초 풍화암 6.0m PRD공법

임시보도교
A1(좌안) 직접기초 풍화토 - - 

A2(우안) 말뚝기초 풍화암 10.3m Micro Pile

세운교
A2(우안) 말뚝기초 풍화암 10.3m Micro Pile

A2(우안) 말뚝기초 풍화암 15.0m Micro Pile

표 4-2-134. 제1공구 교량 기초현황

*임시보도교는 현장재하실험 결과를 준용하였음.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설계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673

• 주요지장물 통과구간 교량기초

교량명 기초위치 기초형식 지지층 말뚝길이(m) 기초공법

관수교

(지하철3호선)

A1(좌안) 말뚝기초 연  암 30.0m SDA공법

A2(우안) 말뚝기초 연  암 30.0m SDA공법

배오개다리

(지하철5호선)

A1(좌안) 직접기초 연  암 - SRC 그라우팅

A2(우안) 직접기초 연  암 - SRC 그라우팅

표 4-2-135. 제1공구 주요 지장물 통과구간 교량기초

③ 주요지장물 구간 터널안정성

교량기초 기초형식 선정

• 기초형식 선정방법

교대하중 작용시 터널안정성 검토 대책공법 검토 말뚝 및 터널안정성 검토

∙ 터널 지보재의 응력, 변위 검토 ⇨ ∙ 터널 상부에 교대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기초형선정
⇨ ∙ 선정된 기초형식에 따른 터널 

안정성 검토

<그림 4-2-46> 제1공구 교량 기초형식 선정과정

• 교대하중 작용시 터널 안정성 검토

검 토 단 면 터널지보재 휨응력 검토결과

∙ 시공단계별 해석

∙ 교대하중 작용시 터널천단에 응력집중

으로 지보재 응력 및 변위 증가

∙ 지보재에 작용응력이 87kgf/㎠으로 허

용응력(84kgf/㎠) 초과

∙ 하중이 주요지장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초형식 필요

표 4-2-136. 제1공구 교대하중 터널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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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공법 검토 및 형식선정

구  분 기초폭 확대 + 말뚝기초(SDA) 기초폭 확대 + 지반보강(SRC)

개념도

      

장단점
∙ 기초폭을 확대하여 터널에 추가 하중영향을 최소화

∙ 타 교량기초와 시공연계성고려  

∙ 지반상태가 양호하여 기초 폭을 확대하고 지반을 보강

하여 터널의 안정성 확보

적용교량 관수교 배오개다리

표 4-2-137. 주요지장물 통과 교량의 터널안전성 확보공법방안

터널안정성 검토

관수교와 배오개다리는 각각 그 밑을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통과하여 터널안전성검토를 <그림 4-2-47>

과 같이 실시하였다.

관수교(지하철3호선)

  

지반주응력도

  

터널 지보재 응력

배오개다리(지하철5호선 )

  

지반주응력도

  

지반주응력도

<그림 4-2-47> 제1공구 터널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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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류구간

(1) 교량 설치개요

① 개요

제2공구인 중류구간(광장시장~난계로)의 교량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자연하천으로의 청계천복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역사, 생활,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시환경을 창조하고 주변 지역의 개발 구상과 부

합하는 하천횡단 차도교 및 보도교를 설계함에 그 목표를 두었다. 

• 교량 8개소 - 총연장 : 200.09 m

  - 차도교 : 5개소 (보도교 포함) - 연장 : 127.53 m

  - 보도교 : 3개소 (보도교 전용) - 연장 :  72.56 m

② 교량설계방향

• 서울의 꿈과 희망 청계천복원 이미지에 부합되는 경관특성을 반영한 교량계획

• 21C 문화도시,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량계획

• 청계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교량계획

• 조형성 및 예술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자연을 연계할 수 있는 교량계획

제2공구의 교량형식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
∙ 경간구성 및 재료의 최적화    

∙ 신기술·신공법 도입

∙ VE/LCC 분석

∙ VE/LCC산정시

  6대요소를

  기준으로 

  분석

∙ 교량형식 

  선정 테마

  구성 

  기본요소

내구성
∙ 정량적·정성적 내구성 설계   

∙ 목표내구연한 100년

기능
∙ 진동, 피로, 주행성

∙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교량선형의 영향최소화

∙ 하천저해최소화 : 교량의 형하여유고(Free Board)확보 및 교각배제

시공성
∙ 가설방법, 공기, 시공방법, 민원 및 교통처리

∙ 시공중 안정성, 환경피해최소화 및 기존구조물 피해최소화

유지보수
∙ 부대시설 및 교량점검시설        

∙ 장기계측시스템 구축

조형미

∙ 공구 및 개별 교량경관 테마선정  

∙ 역사·문화복원

∙ 친환경적이며 도심지휴게공간연출 

∙ 보도교 : 특수 교량형식연출

∙ 차도교 : 기능성을 강조한 교량평면 및 부대경관연출

표 4-2-138. 교량형식선정 6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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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량설계 주요내역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기본설계보고 : 2003년 6월

• 교량경관자문 : 2003년 7월~8월(일부교량 보도폭원 조정 ▲ 마전교 : 3.0m→5.0m, 다산교 : 3.0m → 4.5m )

• 교량하부구조 및 기초자문 : 2003년 8월

• 실시설계보고(1차) 및 1차 성과품(교량하부구조) 제출 : 2003년 9월

• 실시설계성과 보완(교량하부구조) 제출 : 2003년 10월

• 실시설계(2차 - 교량) 성과물 제출 및 적격심의 : 2003년 11월

(2) 제2공구 교량설계 개요

다음은 제2공구에 설치된 교량의 주요 설계내용이다. 

교량명 위치 형식 사용현황 경간장 폭 원 사각

Br.10 새벽다리 방산시장 Cable Stay 강상판형교 보도교 23.200 10.000 90.0˚

Br.11 마전교 청계5가 P.S.C Rahmen + PF교 차도교+보도교 21.553 52.040 87.1˚

Br.12 나래교 평화시장 Cable Stay Arch교 보도교 22.860 6.000 90.0˚

Br.13 버들다리 통일상가 P.S.C Rahmen교 차도교+보도교 23.305 17.000 72.9˚

Br.14 오간수교 청계6가 P.S.C Rahmen + PF교 차도교+보도교 22.984 59.940 82.7˚

Br.15 맑은내다리 청계6가 Cable Stay Arch교 보도교 26.500 13.500 90.0˚

Br.16 다산교 청계7가 강합성형교 + 강사장교 차도교+보도교 29.560 44.400 85.7˚

Br.17 영도교 왕성약국 I.P.C Girder교 차도교+보도교 30.130 26.200 84.7˚

표 4-2-139. 제2공구 교량설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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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량별 설계내용

① 새벽다리

• Concept : 동대문 시장의 시발점으로서 천막구조를 적용하여 상징화

• 설계방향 : 방산시장 구간의 혼잡함을 국내최초의 막구조 도입과 비대칭 보도 평면계획으로 개선, 

기능성(하천여유고 확보 , 통수단면) 및 경관 상징성이 우수한 Cable Stay 강상판형교로 선정

교량제원 주변현황

 ∙ 교량형식-Cable Stayed 강상형판고 

 ∙ 교폭=10.0m, 교장=23.2m 

 ∙ 사각 - 시점 : 90.0  ̊ 종점 : 90.0˚

 ∙ 평면선형  R=직선

 ∙ 종단경사 S=+1.099%

 ∙ 방산종합시장 및 광장시장 횡단 입구 

 ∙ 상가밀집구간으로 보행량이 많아 매우 혼잡

표 4-2-140. 새벽다리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

• 상부 구조 :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하여 형고최소화가 가능한 케이블지지 형식

• 하부 구조 : 존치구조물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뒷굽을 생략한 L형 단면을 선택함

• 가설공법 : 크레인 일괄가설공법+Bent 공법

종단

횡단

<그림 4-2-48> 새벽다리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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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전교

• Concept : 역사·문화·젊음의 만남을 극대화, 옛 교량위치로서 창선방교(彰善坊橋), 빛의 마을 우마시

장의 지명유래 구현

• 설계방향 : 옛교량 위치로서의 역사성을 차분한 상부이미지 연출과 남북의 흐름을 동서로 끌어 들이

는 역할로서 하천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상부 요소를 최대한 절제 가능, 기능성(통수단면확보, 형

하 여유고 및 지장물처리)을 고려하여 차도부는 PSC Rahmen교, 보도부는 Preflex Beam교를 선정

교량제원 주변현황

 ∙ 교량형식-차도교(P.S.C 라멘교)보도교(Preflex Beam교) 

 ∙ 교폭=40.540m, 교장=21.553m 

 ∙ 사각 - 시점 : 87.1  ̊ 종점 : 93.9˚

 ∙ 평면선형  R=직선

 ∙ 종단경사 S=+0.1350%

 ∙ 방산종합시장, 광장시장, 평화시장 등 혼잡구간 

 ∙ 훈련원로(청계5가) 상의교차로에 위치

표 4-2-141. 마전교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

• 상부 구조 : 교각배제 및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하여 교량받침이 없는 형식(차도교)

  - 경제적이고 지장물 처리가 용이하며 구조적 안전성이 우수한 형식의 Preflex교(보도교)

• 하부 구조 : 존치구조물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뒷굽을 최소화하는 역T형 단면 선택함

• 가설공법 : 강재 동바리 공법+강관 동바리 공법

종단

횡단

<그림 4-2-49> 마전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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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나래교

• Concept : 동대문 의류상가의 패션1번지로서의 비상을 상징(맑은내다리와 연결)

• 설계방향 : 세계패션상가로의 힘찬 비약을 나비가 나래짓하는 생동감 있는 이미지 연출과 세련된 현

대적 경관이미지의 상징성 및 기능성(하천여유고 및 통수단면)에서 유리한 Cable Stay Arch교를 선정

교량제원 주변현황

 ∙ 교량형식-Cable Stay 아치교 

 ∙ 교폭=6.0m, 교장=22.8m 

 ∙ 사각 - 시점 : 90.0  ̊ 종점 : 90.0˚

 ∙ 평면선형  R=직선

 ∙ 종단경사 S=+0.7043%

 ∙ 청계5~청계6가의 평화시장 사이 횡단구간 

 ∙ 평화시장 및 동대문 시장의 혼잡구간

표 4-2-142. 나래교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

• 상부 구조 :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하여 형고최소화가 가능한 케이블지지 형식

• 하부 구조 : 존치구조물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뒷굽을 생략한 L형 단면을 선택함

• 가설공법 : 크레인 일괄가설공법+Bent 공법

종단

횡단

<그림 4-2-50> 나래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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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버들다리

• Concept : 휴식과 함께 하천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

• 설계방향 : 도심지 상가구간의 답답함을 고려한 보행자 휴식공간 창출로서의 경관연출 이미지와 보

행자 동선을 배려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며, 차도부 Skew 처리 및 기능성(통수단면확보, 형하 여유고)

을 고려하여 P.S.C Rahmen교를 선정

교량제원 주변현황

 ∙ 교량형식-P.S.C 라멘교 

 ∙ 교폭=17.0m, 교장=23.3m 

 ∙ 사각 - 시점 : 72.9  ̊ 종점 : 73.3˚

 ∙ 평면선형  R=직선

 ∙ 종단경사 S=+0.5717%

 ∙ 청계5~청계6가의 평화시장사이의 횡단구간

 ∙ 통일상가 횡단보도부를 장래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도교 계획

표 4-2-143. 버들다리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

• 상부 구조 : 교각배제 및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하여 교량받침이 없는 형식

• 가설공법 : 강재 동바리 공법 + 강관 동바리 공법

종단

횡단

<그림 4-2-51> 버들다리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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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오간수교

• Concept : 낙산과 남산의 녹지축 연결 및 역사복원, 서울성곽의 흔적을 복원

• 설계방향 : 역사복원 구간으로서 흥인지문을 위압하지 않는 낮은 구조의 형식으로 보도부에  성곽 

이미지를 반영하여 끊어진 서울성곽을 재현하며, 기능성(통수단면확보, 형하 여유고 및 지장물처리)

을 고려하여 차도부는 P.S.C Rahmen교로, 보도부는 Preflex Beam교를 선정

교량제원 주변현황

 ∙ 교량형식-차도교(P.S.C 라멘교)보도교(Preflex Beam교) 

 ∙ 교폭=59.9m, 교장=22.9m 

 ∙ 사각 - 시점 : 95.6  ̊ 종점 : 82.7˚

 ∙ 평면선형  R=직선

 ∙ 종단경사 S=+0.1267%

 ∙ 흥인문로(청계6가)상의 교차로에 위치 

 ∙ 동대문운동장, 동평화시장, 신발도매상가 등 인구밀집구간

표 4-2-144. 오간수교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

• 상부 구조 : 교각배제 및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하여 교량받침이 없는 형식(차도교)

  - 경제적이고 지장물 처리가 용이하며 구조적 안전성이 우수한 형식의 Preflex교(보도교)

• 하부 구조 : 존치구조물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뒷굽을 최소화하는 역T형 단면 선택함

• 가설공법 : 강재 동바리 공법+강관 동바리 공법

종단

횡단

<그림 4-2-52> 오간수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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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맑은내다리

• Concept : 동대문 의류상가의 패션1번지로서의 도약을 상징(나래교와 연결)

• 설계방향 : 세계패션상가로의 힘찬 비약을 나비가 나래짓하는 생동감 있는 이미지의 세련된  역대칭 

현대적 경관이미지의 상징성과 기능성(하천여유고 및 통수단면)에서 유리한 Cable Stay Arch교를 

선정

교량제원 주변현황

 ∙ 교량형식-Cable Stay 아치교 

 ∙ 교폭=13.5m, 교장=26.5m 

 ∙ 사각 - 시점 : 90.0  ̊ 종점 : 90.0˚

 ∙ 평면선형  R=직선

 ∙ 종단경사 S=+0.2038%

 ∙ 청계5~청계6가의 평화시장 사이 횡단구간

 ∙ 동대문운동장, 동평화시장, 신발도매상가 등 인구밀집구간

표 4-2-145. 맑은내다리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

• 상부 구조 :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하여 형고최소화가 가능한 케이블지지 형식

• 하부 구조 : 존치구조물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뒷굽을 생략한 L형 단면을 선택함

• 가설공법 : 크레인 일괄가설공법+Bent 공법

종단

횡단

<그림 4-2-53> 맑은내다리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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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산교

• Concept :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친밀한 일상경관의 연출

• 설계방향 : 삼일아파트 주거지 인접구간으로 중심상업지구 교량과의 조화보다는 개별교량의  독창성 

강조형식을 감안하여 자연친화적 경관연출을 사장교 주탑으로 강조하며 기능성(지장물처리)과 시공

성을 고려하여 차도부는 강합성교로, 보도부는 강사장교로 선정

교량제원 주변현황

 ∙ 교량형식-강합성형교(차도교), 강사장교(보도교) 

 ∙ 교폭=44.4m, 교장=29.5m 

 ∙ 사각 - 시점 : 85.7  ̊ 종점 : 91.5˚

 ∙ 평면선형  R=직선

 ∙ 종단경사  S=+0.4071%

 ∙ 창신동~신당동을 잇는 청계7가 다산로 횡단

 ∙ 상가구간(신발도매상가, 동평화시장) 및 삼일APT 인접구간

표 4-2-146. 다산교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

• 상부 구조 : 교각배제 및 교량횡단 지장물처리가 용이한 강합성형교(차도교)

  - 교량횡단 지장물처리가 용이한 강사장교형식(보도교)

• 하부 구조 : 존치구조물과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뒷굽을 최소로 하는 역T형 단면

• 가설공법 : 크레인 일괄가설공법+Bent 공법

종단

횡단

<그림 4-2-54> 다산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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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영도교

• Concept : 단종에 대한 슬픔 이별의 전설이 담긴 영도교의 역사성 표현

• 설계방향 : 단종의 슬픈 이별을 반영한 역사복원(단종애사를 동판으로 표현, 경복궁열주를 모티브로 

한 경관계획)을 고려한 상부 경관계획과 석교의 이미지표현이 가능하며, 시공성, 유지관리 및 경제

성에서 유리한 I.P.C Girder교를 선정

교량제원 주변현황

 ∙ 교량형식-IPC GIRDER 교

 ∙ 교폭=26.2m, 교장=30.1m 

 ∙ 사각 - 시점 : 95.7  ̊ 종점 : 84.7˚

 ∙ 평면선형  R=직선

 ∙ 종단경사 S=+1.9764 ~ -2.1822%

 ∙ 동묘공원~신당역을 잇는 영미교길의 교차로에 위치 

 ∙ 주택구간 및 제3공구 하류지역에 인접한 차분한 지역분위기

표 4-2-147. 영도교 교량제원 및 주변현황

설계적용

• 상부 구조 : 경제적이며, 구조적 안전성이 우수한 I.P.C Girder 교

• 하부 구조 : 존치구조물과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뒷굽을 최소로 하는 역T형 단면

• 가설공법 : 크레인 일괄가설공법+Bent 공법

종단

횡단

<그림 4-2-55> 영도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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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량부대시설 설계

① 교량부대시설 설계의 기준

표 4-2-148. 교량부다새설 설계 기준

② 신축 이음장치

AL-TYPE NB-TYPE

적용교량 : 

Br.9, Br.11, Br.14, Br.15

적용교량 : 

Br.10, Br.13, Br.16

 ∙ AL-TYPE : 신축량이 비교적 적은 교량에 적용하며 시공성, 주행성, 유지보수, 방수성이 우수함

 ∙ NB-TYPE : 신축량이 적으며 차량하중 충격흡수 및 방음효과가 우수하므로 차도교에 적용

표 4-2-149. 신축 이음장치 형식검토

③ 교량받침

탄성고무받침 포트(POT)받침

적용교량 : 

Br.10, Br.13, Br.16

적용교량 : 

Br.9, Br.11, Br.14, Br.15

 ∙ 탄성받침 : 모든 방향으로 신축, 회전이 가능해 폭이 넓은 교량 및 수직력이 적은 Beam교에 적용

 ∙ 포트받침 : 연직 및 수평력에 대한 저항능력이 우수하고 경제적임. 받침높이 증가나 신축이음장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표 4-2-150. 교량받침 형식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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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량방호책

Br.9, 11, 14 Br.10, 13, 15 Br.12, 16

<그림 4-2-56> 차량방호책 형식선정

⑤ 교면포장

구분 ASCON 포장 콘크리트 포장

단

면

도

특

성

 ∙ 시공이 용이

 ∙ 유지보수 용이

 ∙ 주행성 양호

 ∙ 종곡선처리 용이

 ∙ 변단면처리 용이

 ∙ 마모층 마모시는 아스콘으로 보강

 ∙ 처짐시 표면에 크랙이 발생하기 쉬움

 ∙ 주행성 불량

 ∙ 종곡선 처리 어려움

 ∙ 폭이 넓은 교량처리가 어렵다.

  (시중 데크휘니샤 폭보다 넓은 경우)

검

토

의

견

 ∙ 포장공법 : 아스팔트콘크리트(SBS-PMA) 포장 적용

 ∙ 포장두께 : 8cm (고르기층 4cm + 마모층 4cm , 2회 포설) 적용

  - 슬래브의 시공오차, 장대교 등에서 소요 평탄성을 얻기 위하여 

  - 교면 포장의 노후화시 기존 포장의 제거용이를 위하여

  - 교량 상부구조 유지보수시 작업의 용이를 위해 포장두께를 8cm 적용

적용 ◎ - 

표 4-2-151. 교면포장 비교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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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지관리 및 계측시스템 설계

① 유지관리 계획의 기본방향

•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로 공용기간 연장

•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 도모

•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보수 및 보강 등의 의사결정 자료제공

② 유지관리 시설계획

강상형교 BOX-Gr 내부점검시설 BOX 내부 조명 슬래브 드레인

결로집수구환기구

 ∙ 박스내 점검용 표지판 설치

 ∙ 박스내부 환기구 및 환풍기 설치

 ∙ 하부 녹방지 드립플레이트 설치

 ∙ 현장이음부 우수침투 방지재 설치

 ∙ 강교내부 결로수 집수구

신축이음장치(방수기능) Jack-Up용 웨지 잭

표 4-2-152. 유기관리 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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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류구간

(1) 교량설치 개요

① 설계 기본방향

제3공구인 하류구간(난계로~신답철교) 교량설계는 미관과 기능성확보와 주민생활권 보호를 위한 생태자연

의 소생이라는 컨셉으로 방향을 잡았다.

표 4-2-153. 설계 기본방향 

② 연출계획

③ 제3공구 교량설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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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교량명) 교량형식 및 제원 차로수 보도폭(m) 형하여유고(m) 공사비

소             계 5개소 22,935

 Br.18  황학교
강상판 판형교

B=30.6m, L=45.0m
4 4.25×2 1.030 4,150

 Br.19  비우당교
2면 아치 케이블교

B=26.5m, L=44.5m
4 5×2 0.878 5,100

 Br.20  무학교
역트러스교

B=34.8m, L=43.6m
4 4.25×2 0.914 3,524

 Br.21  두물다리
1주탑 사장교

B=6.0m, L=43.8m
보행전용 2.9~7.8 1.033 1,880

 Br.22  고산자교
P.S.C 라멘교

B=43.2m, L=88.0m
7(↓↓↓↑↑↑↑) 5.5×2 1.189 8,281

표 4-2-154. 제3공구 교량설계개요

(2) 교량별 설계개요

① 황학교

• Concept : 도시의 선, 흐르는 청계천을 테마로 하여 그 흐름(음율)을 건반의 형상으로 이미지화시

킴. 황학교는 황학동의 지명에서 유래

교량 현황

교  량  명 구 조 형 식 경 간 구 성 폭  원
황학교

(BR-17)

2경간 연속

강상판판형교
2@22.550 = 45.100m

차도부 : 22.100m

보도부 :  4.250m

표 4-2-155. 황학교 교량현황

설계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상부구조

경간설계
∙ 발주처 의견, 경관자문 및 쓰기야마 자문제안을 고려하여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해 2경간 연속 강상판 

판형교로 설계

단면설계
∙ 단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상판 판형교 채택

∙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해 주형 단부에 Block-Out

설 계 법
∙ 바닥판   : Pelican-Esslinger Method를 이용한 직교이방성 판해석

∙ 응력검토 : 허용응력설계법

사용재료 ∙ 강바닥판, U-Rib 및 횡리브 : SM490B

하부구조

단면설계
∙ 존치 복개구조물 상부와 교량 상부구조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 적용하며, 1개의 신축이

음으로 복개구조와 교량신축을 처리

사용재료
∙ 구    체 : 콘크리트 (fck=240 kgf/㎠), 철근(fy=3000 kgf/㎠)

∙ 하부기초 : 강관파일 (φ508mm, T=12mm)

표 4-2-156. 황학교 설계개요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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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횡단

<그림 4-2-57> 황학교 설계단면

② 비우당교

• Concept : 청렴함과 600년 고도의 유연함을 테마로 한 역사도시의 유연함을 곡선으로 표현함.

            비우당이라는 교명은 하정 유관선생의 우산에서 유래함.

교량 현황

교  량  명 구 조 형 식 경 간 구 성 폭  원

비우당교

(BR-18)
2면 아치 케이블교 44.570m

차도부 : 13.500m

보도부 :  5.000m

표 4-2-157. 비우당교 현황

설계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상부구조

경간설계  ∙ 발주처 의견, 경관자문 및 쓰기야마 자문제안을 고려하여 2면 아치 케이블교로 설계

단면설계
 ∙ 단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상판 및 아치 케이블 구조 채택

 ∙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해 주형 단부에 Block-Out

설 계 법
 ∙ 바닥판   : Pelican-Esslinger Method를 이용한 직교이방성 판해석

 ∙ 응력검토 : 허용응력설계법

사용재료  ∙ 강바닥판, U-Rib 및 횡리브 : SM490B

하부구조

단면설계
 ∙ 존치 복개구조물 상부와 교량 상부구조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 적용하며, 1개의 신

축이음으로 복개구조와 교량신축을 처리

사용재료
 ∙ 구    체 : 콘크리트 (fck=240 kgf/㎠), 철근(fy=3000 kgf/㎠)

 ∙ 하부기초 : 강관파일 (φ508mm, T=12mm)

표 4-2-158. 비우당교 설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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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면

<그림 4-2-58> 비우당교 설계단면

③ 무학교

• Concept : 되살아난 청계천의 상징을 테마로 하여 가로수형상의 역트러스에서 트러스형상을 이끌어냄. 

무학이라는 교명은 무학대사의 원융무애(圓融無涯) 사상에서 유래함.

교량 현황

교  량  명 구 조 형 식 경 간 구 성 폭  원
무학교

(BR-19)

트러스 보강형

강상판 상지형교
43.600m 34.800m

표 4-2-159. 무학교 현황

설계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상부구조

경간설계  ∙ 발주처 의견, 경관자문 및 쓰기야마 자문제안을 고려하여 트러스 보강 강상판 판형교로 설계

단면설계
 ∙ 단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상판 판형교 채택

 ∙ 형하여유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상부에 트러스 구조물 설치

설 계 법
 ∙ 바닥판   : Pelican-Esslinger Method를 이용한 직교이방성 판해석

 ∙ 응력검토 : 허용응력설계법

사용재료  ∙ 강바닥판, U-Rib, Truss 및 횡리브 : SM490B

하부구조

단면설계
 ∙ 존치 복개구조물 상부와 교량 상부구조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 적용하며, 1개의 

신축이음으로 복개구조와 교량신축을 처리

사용재료
 ∙ 구    체 : 콘크리트 (fck=240 kgf/㎠), 철근(fy=3000 kgf/㎠)

 ∙ 하부기초 : 강관파일 (φ508mm, T=12mm)

표 4-2-160. 무학교 설계개요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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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횡단

<그림 4-2-59> 무학교 설계단면

  

④ 두물다리

• Concept : 청계천에서의 사람과 자연의 만남을 테마로 하여 자연과 사람의 만남에서 사장교의 

형상을 이끌어 냄. 두물다리라는 교명은 정릉천과 성북천의 합류되는 지점이라는 뜻에서 유래함.

교량 현황

교  량  명 구 조 형 식 경 간 구 성 폭  원
두물다리

(BR-20)
1주탑 사장교 43.800m 6.368~3.414m

표 4-2-161. 두물다리 현황

설계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상부구조

경관설계
∙ 발주처 의견, 경관자문 및 쓰기야마 자문제안을 고려하여 휘몰아치는 바람을 상부 구조에 형상

화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 도모 

단면설계
∙ 보강형이 곡선형이므로 비틀림 강성이 좋은 상자형 채택

∙ 자중경감을 위해 합성형 Deck Plate 적용

설 계 법
∙ 케이블 초기 장력 도입으로 장력과 보강형의 적정한 응력분포 도모

∙ 응력검토 : 허용응력설계법

사용재료 ∙ 보강형(SM490)

표 4-2-162. 두물다리 설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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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면

종단

횡단

<그림 4-2-60> 두물다리 설계단면

⑤ 고산자교

• Concept : 물길을 따라 가는 여정이라는 테마로 청계의 맑은 물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水’자의 형

상을 따름. 고산자라는 교명은 김정호의 호에서 유래함.

교량 현황

교  량  명 구 조 형 식 경 간 구 성 폭  원
고산자교

(BR-21)
4경간 연속 PSC슬래브교 21.75+2@22.25+21.75=88.0m 34.800m

표 4-2-163. 고산자교 현황

설계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상부구조

경관설계
∙ 발주처 의견, 경관자문 및 쓰기야마 자문제안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교량형식을 유지하되 난간 

및 Post에 대한 미관 보완

단면설계
∙ 한강배수위 영향을 받는 구간이므로 형고 최소화

∙ 형하여유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형 단부에 Block-Out

설 계 법
∙ Creep, Shrinkage 영향에 의한 모멘트 재분배를 고려한 시간의존 해석

∙ 응력검토 : 허용응력설계법

사용재료 ∙ 콘크리트(fck=400kgf/㎠), 철근(fy=4000kgf/㎠)

표 4-2-164. 고산자교 설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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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면

종단

횡단

<그림 4-2-61> 고산자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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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북천교

성북천 합류부의 미관 및 유수흐름 개선을 위하여 신설교량을 추가 설치함. 

교량 현황

교  량 구 조 형 식 경 간 구 성 폭  원

성북천 횡단교량
단경간 중로 아치

강상판교
10.05+18.47+10.05=38.57 14.50m

표 4-2-165. 성북천교 현황

설계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상부구조

경간설계 ∙ 발주처 의견 및 자문회의를 고려하고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해 중로아치거더교로 설계

단면설계
∙ 단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상판 판형교 채택

∙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해 주형 단부에 Block-Out

설 계 법
∙ 바닥판 : Pelican-Esslinger Method를 이용한 직교이방성 판해석

∙ 응력검토 : 허용응력설계법

사용재료 ∙ 강바닥판, U-Rib 및 횡리브 : SM490B

하부구조

단면설계
∙ 존치 복개구조물 상부와 교량 상부구조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 적용하며, 1개의 

신축이음으로 복개구조와 교량신축을 처리

설 계 법

∙ 교대 : 강도설계법

∙ 기초 : 강도설계법

∙ 하부기초 : 허용응력설계법

사용재료
∙ 교대 : 콘크리트 (fck=240 kgf/㎠), 철근(fy=3000 kgf/㎠)

∙ 하부기초 : 강관파일 (φ508mm, T=12mm)

표 4-2-166. 성북천교 설계개요

설계단면

종단

횡단

<그림 4-2-62> 성북천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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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릉천교

정릉천 합류부의 미관 및 유수흐름 개선을 위하여 신설교량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치함. 

교량 현황

교  량 구 조 형 식 경 간 구 성 폭  원

정릉천 횡단교량
3경간 연속

강상판중로거더교
21.5+24+21.5=67.0m 16.50m

표 4-2-167. 정릉천교 현황

설계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상부구조

경간설계 ∙ 발주처 의견 및 자문회의를 고려하고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해 3경간 연속 강상판 판형교로 설계

단면설계
∙ 단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상판 판형교 채택

∙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해 주형 단부에 Block-Out

설 계 법
∙ 바닥판   : Pelican-Esslinger Method를 이용한 직교이방성 판해석

∙ 응력검토 : 허용응력설계법

사용재료 ∙ 강바닥판, U-Rib 및 횡리브 : SM490B

하부구조

단면설계
∙ 존치 복개구조물 상부와 교량 상부구조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 적용하며, 1개의 신

축이음으로 복개구조와 교량신축을 처리

설 계 법
∙ 교대, 교각, 기초 : 강도설계법

∙ 하부기초(말뚝기초) : 허용응력설계법

사용재료
∙ 구    체 : 콘크리트 (fck=240 kgf/㎠), 철근(fy=3000 kgf/㎠)

∙ 하부기초 : 강관파일 (φ508mm, T=12mm)

표 4-2-168. 정릉천교 설계개요

설계단면

종단

횡단

<그림 4-2-63> 정릉천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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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용신교

현황

성북천 하류정비 공사의 일환으로 하천을 확폭하고 기존 고수호안 옹벽을 이설함에 따라 기존 보도전용교

(용신교)의 재설치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됨. 

※ 기존교량 : 연장 - 21m, 폭 - 3.0m

시설기준

• 교량형식 : STEEL PIPE 보도교

• 교량제원 : L = 30.000m, B = 4.830m (순폭 : 3.000m)  - 교량등급 : 보도교

상부구조형식 선정

형식 선정은 주변지형과 조화 및 기능성 등을 감안하여 재료측면, 구조측면 및 시공성을 검토하였으며 보

도교형식은 Steel Pipe girder 구조로 선정함.

구  분 1안(강교) 2안(아치형교량)

개  요 강파이프를 이용한 강교 판형리브구조를 이용한 아치형교량

종단면도

횡단면도

수리특성 통수단면 축소가 없어 수리적으로유리 통수단면의 축소로 수리적으로 불리

미  관 부재가 얇아 미관이 양호
아치형 교량으로 미관은 양호하나 부재가 두꺼워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음.

시공성 조립식으로 공사기간이 짧다. 1안에 비해 공사기간이 길다

채  택 ◎

결  론 통수단면 축소가 없어 수리적으로 유리하고 미관이 양호하며 공사기간이 짧은 강파이프를 이용한 강교로 결정 

표 4-2-169. 용신교 상부구조 형식 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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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3공구 세월교

공사기간 : 2004. 3. 1. ~ 2004. 4. 30.

교량 현황

세월교의 구조는 잠수교로서의 기능이 우수한 RC BOX교로 선정함. 

교 량 명 위  치 구조 형식 경간 구성 폭  원 비  고

제 1 세월교 NO 40+4.625

철근 콘크리트

 

라멘 BOX교

1경간 31.2M

3.7 M
기둥 3개소

직접기초
제 2 세월교 NO 32+31.415 1경간 32.0M

제 3 세월교 NO 29+14.999 1경간 35.2M

표 4-2-170. 제3공구 세월교 현황

단면도

<그림 4-2-64> 제3공구 세월교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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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공설계

① 기초 및 교대

교량별 기초형식 선정결과

구 분 황학교 비우당교 무학교 두물다리 고산자교

기초형식 내부 굴착 기성말뚝공법

지 지 층 풍화암 풍화암 풍화암 풍화암 풍화암

말뚝길이 7.4~8.3m 7.0~10.0m 5.6~5.8m 9.3~10.7 6.3~9.3m

표 4-2-171. 제3공구 교량별 기초형식

시공법

구   분 오거+T4 공법
DRA 공법

(Double Rotary Auger)

SDA 공법

(Separated Doughnut Auger)

개 요 도

말뚝케이싱, 

T4  및 오거

이용  굴착

시  멘  트

밀크주입

경 타
시멘트

밀크주입

말뚝케이싱, 

오거   이용

굴         착

경 타 시멘트밀크주

입, 말뚝건입, 

케이싱인발

케 이 싱,

오거이용

굴      착

경 타

시공방법

 ∙ T4 및 오거와 말뚝케이싱을 이용, 

천공과 압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지지층 도달

 ∙ 시멘트밀크 주입후 강관을 오거에

서 분리한 후 최종 경타

 ∙ 선단지지력 확보를 위해 2.0m( φ
508말뚝기준)시멘트 밀크주입

 ∙ 오거와 말뚝케이싱을 이용, 천공과 

압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지지층 

도달

 ∙ 시멘트밀크 주입후 강관을 오거에서 

분리한 후 최종 경타

 ∙ 선단 지지력 확보를 위해 2.0m( φ
508말뚝기준)시멘트 밀크주입

 ∙ 오거와 케이싱을 이용, 천공과 압

입을 동시에 시행 하면서 지지층

까지 천공

 ∙ 천공 롯드를 인발하고 시멘트밀크 

주입후 기성 말뚝건입, 케이싱 인

발, 최종 경타

 ∙ 선단지지력 확보를 위해 2.0m

( φ508말뚝기준)시멘트 밀크 주

입

특

징

장

점

 ∙ 지층에 구애를 받지 않음

 ∙ 공벽붕괴 우려가 없음

 ∙ 최종 경타에 의한 지지력향상

 ∙ 시멘트 밀크 주입에 따른 선단 폐

쇄 효과 확보

 ∙ 시공기간 단축

 ∙ 공벽 붕괴 우려가 없음

 ∙ 진동, 소음이 적음

 ∙ 공사비가 다소 저렴

 ∙ 최종 경타에 의한 지지력향상

 ∙ 시멘트 밀크 주입에 따른 선단 폐쇄 

효과 확보

 ∙ 진동, 소음이 적음

 ∙ 공벽 붕괴 우려가 없음

 ∙ 최종 경타에 의한 지지력 향상

 ∙ 시멘트 밀크 주입에 따른 선단 폐

쇄 효과 확보

단

점

 ∙ 공사비 고가

 ∙ 시공속도가 느림

 ∙ 호박돌, 전석, 풍화암층 등에서는 천

공 작업이 불리

 ∙ 시공속도가 다소 느림

 ∙ 호박돌, 전석, 풍화암층 등에서는 

천공 작업이 불리

 ∙ 케이싱 사용 및 제거에 따른 공종

이 복잡하고 공사비가 다소 증가

적    용 풍화암층에 1D이상 근입시 풍화암층에 1D근입시 - 

검토의견
 ∙ 말뚝을 풍화암층에 1D근입할 경우 경제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DRA공법 적용

 ∙ 중간말뚝 조건을 확보하기위해 말뚝을 풍화암층에 1D이상 근입 할 경우 암반층 천공이 가능한 오거+T4공법 적용

표 4-2-172. 기초 및 교대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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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

공법

구분

볼트식 속채움 두부보강 방법

(신기술 제373호) 2003.04.03

합성형 두부보강 방법

(신기술 제307호) 2001.11.15

개

요

도

 
걸림턱용 블럭

    
외 부  걸 림 턱 용  블 럭

내 부  걸 림 턱 용  블 럭  2

내 부  걸 림 턱 용  블 럭  1.

강재결합구

띠철근 D13

D

45°홈용점

10
0

속 채 움

바 닥 판

확대기초 아래측 주철근

보강철근

지지철근

(150mm 간격)

콘크리트 ( D19 )

(t=3mm)

보강철근

(150mm 간격)

띠철근 D13

보강철근

( D19 )

지지철근
바 닥 판

(t=3mm)

취부홀(16EA)

강재결합구

지지철근

취부홀(4EA)

공법의 

원리

강관과 속채움콘크리트 간의 부착력과 제1,2단 미끌림방

지턱(강재 연결장치)에 의해 완전합성효과를 구현하여, 

작용하중에 저항하는 말뚝 머리보강공법

강재 결합구의 내부에 채워지는 콘크리트의 부착력과, 강재 

결합구와 강관말뚝의 연결부(중공원형덮개판)의 내력을 함께 

이용하여 말뚝머리를 보강

공법의 

특징

1. 강관과 콘크리트 부착력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강

관 내/외부에 다수의 원형강재절편(제1단)과 L자형강

재절편(제2단)으로 미끌림방지턱을 형성시키고 이를 

고장력볼트를 사용하여 강관에 간편하게 조립하는 공법

2. 수직보강철근은 별도 추가 가공 없이 현장에서 조립

하여 설치 가능함

3. 확대기초 하부 주철근과 수직보강철근과의 간섭을 최

소화 함

4. 확대기초 콘크리트와 속채움콘크리트 동시 타설

1. 공장제작된 강재결합구와 속채움 콘크리트의 합성효과를 

이용하여 말뚝머리를 보강

2. 속채움 콘크리트 방식에서 볼트식 연결방법 구현

3. 볼트식과 용접식 모두 가능

4. 수직보강철근을 결합구(중공형덮개판) 상판에 나사 결합하여 

연결함

5. 강관의 직경까지 콘크리트를 속채움 하며, 확대기초 콘크

리트 타설시 동시 타설

장 점

1. 기존 모든 머리보강방법에 비해 가격이 싸다.

2. 미끌림 방지턱의 사용으로 지압응력분포가 균일

3. 강관과 콘크리트의 완전합성작용으로 역학적 구조안

정성에 매우 우수하다.

4. 제품을 공장 제작하므로 품질이 우수하다.

1. 강재 결합구를 사용하므로 경제적이다.

2. 시공이 용이하다.

3. 현장 연건에 맞춰 볼트식과 용접식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점 1. 강관내부 토사 제거 작업이 발생한다.

1. 강관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만으로 합성거동을 만드는 구조

이므로 합성거동의 신뢰성이 떨어짐.

2. 용접식의 경우, 현장여건문제/고가용접장비 사용/고임금 

용접공 등에 의한 경제성이 떨어짐

3. 확대기초의 높이가 낮은 경우 시공성 매우 저하

4. 수직보강철근의 나사부 가공은 단면적 감소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구조적 단면손실/추가철근량 확보 등으로 안정

성/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

5. 강관내부 토사 제거 작업이 발생한다.

적 용 ◎

표 4-2-173.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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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설계

교대위치의 종·횡단 지형변화를 고려한 단면계획을 하였으며 교량형식별 단면계획의 통일성을 기하였고 

상시 및 지진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횡단조건, 시공성, 경제성, 개구부 설치유무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구    분 구주식 교대 역 T-형 교대 비 고

단    면

특    징  ∙ 복개 내부의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한 개구부 설치
 ∙ 일반적인 형식으로 배면토사의 자중을 이용하여 

수평력에 저항

하부기초 강관파일(ψ508, T=12mm) 강관파일(ψ508, T=12mm)

적용교량 황학교, 비우당교, 무학교, 두물다리 고산자교

표 4-2-174. 제3공구 교대설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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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좌장치형식 비교 및 선정

종    류 Pot Bearing
탄성 고무 받침

(Elastomeric Bearing)
디스크 받침

형    태

재    질

∙ 몸체 : 주철 또는 압연강재

∙ 지압판 : 불소수지판

  (Ptfe) +Stainless

∙ 합성천연고무 + 보강판

∙ 몸체 : SM490 또는 동등이상

∙ 지압판 : STS316

∙ 미끄럼판 : PTFE

회전기구 전방향 회전 및 활동 전방향 탄성변형 전방향 회전 및 활동

사용범위 50 ~ 3,000tonf 50 ~ 3,000tonf 120 ~ 1,500tonf

장 단 점

∙ 큰 반력에 경제적

∙ 회전에 따른 하중편심이 작음

∙ 마찰계수가 작음

∙ 내구성 양호

∙ 전방향 신축가능

∙ 정밀시공이 요구됨

∙ 설치 및 유지관리용이

∙ 임의형상 제작가능

∙ 모든 방향으로 회전 및 신축가능

∙ 소규모 교량에서 지진력처리에 효율적

∙ 신축량이 커지면 두께 과도증가

∙ 단순한 구조 시스템

∙ 노출형 구조형태로 유지관리 용이

∙ 디스크는 재하하중을 전체적으로 분포

시켜 안정된 하중전달구조

∙ 전단구속장치의 크기 조절로 수평력에 

유연하게 적용

교 량 별 

적용내용
－ 고산자교

황학교, 비우당교,

무학교, 두물다리

표 4-2-175. 제3공구 교좌형식 비교 및 선정

③ 신축이음장치 형식비교 및 선정

구 분
저소음 핑거 조인트

(Anti-Noise Irregular Finger Joint)
고무제품형식 레일형 신축이음장치

단면도

개  요
∙ 강재레일과 Rubber Seal을 이용하며 

윤하중을 강재 레일로 지지하는 형식

∙ 합성고무와 강재를 조합하여 윤하중

을 상판유간에서 지지하는 형식

∙ 레일 사이에 설치된 고무씰제에 

의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형식

특  징

∙ 간단한 구조로 유지관리 용이

∙ 시공이 간편

∙ 완전 방수로 상판하부의 누수 차단

∙ 주행성 우수

∙ 저소음으로 도심지에 적합

∙ 신축량이 적은 교량에 유리

∙ 시공이 간편하고 경험 풍부함

∙ 이음부 누수방지 대책필요

∙ 고무제품으로 내구성저하

∙ 신축량이 적은 교량에 유리

∙ 뛰어난 내구성과 방수성을 가지며 

시공성이 양호

∙ 단순한 구조로 하자발생이 적음

검토의견

∙ 신축이음장치의 형식선정은 교량형식, 신축량, 내구성, 안전성, 주행성, 유지보수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차도부

의 신축이음장치는 교량이 도심지에 위치하며 교량하부로 산책로가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음 핑거 조인트를 선

정하였으며, 보도부의 신축이음장치는 단순한 구조로 하자발생이 적고 내구성과 방수성이 높은 레일형 신축이음장치를 

선정하였다.

채 택 안 전교량 차도부 － 전교량 보도부

표 4-2-176. 제3공구 신축이음장치 형식비교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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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 및 보강설계

1) 설계개요 

(1) 복개구조물 시설물 개요

• 공사기간：1958~1978년                • 위치：광교(조흥은행본점)~신답철교

• 규모：B=12.0~80m, L=5.465m        • 구조형식：라멘구조

(2) 복개구조물 보수현황

① 보수 보강 현황

• 기간：1972~1998년                  • 보수내용：부분 보수

• 슬래브：FRP접착 및 몰탈보수        • 거더, 벽체：FRP접착 보강

• 교각：두부 및 강판접착 보강

② 조사결과

• 슬래브：보수위치에 부분적 박리발생   • FRP보수부 누수로 초기 박리발생

• 거더：FRP층의 초기 박리발생         • 교각：보수상태 양호

• 벽체：FRP보수부 초기 박리발생

(3) 존치구조물 보수·보강

① 존치복개구조물 발생 사유

• 공사중 주변상인의 조업차도구간(삼일로~배오개길) 및 보행로 확보를 통한 상권보호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공용 내하력 확보로 건설공사비 절감 및 폐기물발생 최소화

• 기존 구조물 활용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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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5> 존치 복개구조물 단면도

② 존치구조물 현황

단 면 형 상 구간 Sta. 구간연장
(m)

단면
Type

총 연장
(m)

좌

안

No.73+27.62~74+50.00 122.38 Type 2 122.38

우

안

No.62+00.00~63+68.0 168.00 Type 1

857.85

No.64+ 9.87~66+ 8.35 198.48

Type 2

No.66+43.35~68+63.75 220.40

No.69+ 8.75~71+31.36 216.70

No.71+38.84~71+87.20 48.36

표 4-2-177. 존치구조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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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개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그림 4-2-66>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실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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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존치구조물 철거시 보강방안

기초보강공법(Micro Pile, C.G.S：Compaction Grouting System)

기둥기초 보강 측벽기초 보강

∙ 천공작업 후 마이크로파일 설치 및 그라우팅

∙ 보강철근 및 두부조립

∙ 원기둥 기초단면 확대(1800×3500)

∙ 종방향 2열 보강(C.T.C 6M)

∙ CGS기초 앞굽 천공 및(Φ73)

∙ 모르터 주입, 구근형성(CGS(Φ550),L=6.2M)

∙ 천공 후 강관케이싱 설치 및 그라우팅

∙ 종방향 1열 보강(C.T.C 1.3M)

표 4-2-178. 기초 보강공법 현황

단면보강공법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콘크리트 중성화 정도가 21~24mm 정도로 진행된 상태이며, 내구성 확보를 

위한 철근 피복확보와 정모멘트 구간의 3.0m 폭에 보강할 경우 철근이 인장력 위치에 정착됨에 따른 보

강효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슬래브 보강 측벽 벽체보강

∙ 정모멘트부 보강：헌치 내면 전체

∙ 중성화 진행단면 2cm 치핑후 FRP-Rod 단면보강(4cm)

∙ 측벽 벽체 보강

∙ 중성화 진행단면 3cm 치핑후 홈파기 

  FRP-Rod (Φ9mm)

슬래브 중앙부(tf·m) 측벽 중앙부(tf·m) 측벽 중앙부(tf·m)

작용모멘트 15.71 작용모멘트 5.21 작용소요모멘트 5.91

보강후모멘트 16.56 보강후모멘트 6.66 보강 후모멘트 6.66

평    가 O.K 평    가 O.K 평    가 O.K

표 4-2-179. 단면 보강공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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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개구조물 보강

(1) 복개구조물 상부 및 벽체보강

슬래브 벽체(옹벽)

중앙부(MFRI공법) 지점부(R.S 공법) 중앙부(MFRI공법) 상부헌치(철근콘크리트)

<그림 4-2-67> 슬래브와 벽체 보강

(2) 복개구조물 기초보강

<그림 4-2-68> 복개 구조물 기초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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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설벽체

청계천복원 건설공사에서 기존 고가도로와 복개구조물을 철거한 후, 복개구조물의 일부를 존치시킨 것은 

양안 도로, 조업주차공간, 상가측 보도 및 안전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계획된 철거 라인

을 따라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남는 존치 복개구조물에는 벽체를 신설하여 토구 및 차집관거로부터의 악

취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1) 신설벽체 현황 

구  분 구  간 연  장(m) 형  식 비  고

좌안

Sta.0+000~Sta.0+005.07 5.07 사벽(1 :0.3)

Sta.0+005.07~Sta.0+445.54 347.63 직벽

Sta.0+445.54~Sta.1+406.93 843.54 사벽(1 :0.3)

우안
Sta.0+000~Sta.0+319.18 286.33 직벽

Sta.0+319.18~Sta.1+406.37 1017.99 사벽(1 :0.3)

표 4-2-180. 신설벽체 현황

주) 위 표의 구간은 도로 Sta.을 기준으로 함

(2) 구조

구 분 현장타설 벽체 Pre-Cast 벽체

개요도

200X200
0.3

1.0

복개구조물 신설 벽체

기초 콘크리트

현장 타설 벽체

복개구조물 신설 벽체

섬유보강 콘크리트

장 ‧단점

∙ 호안 높이변화 적응성 유리

∙ 홍수시 현장 대응성 불리

∙ 타 공정 추진시 시공성 불리

∙ 철저한 품질관리대책 요구

∙ 높은 품질관리 수준

∙ 시공성 유리 및 공기단축 가능

∙ 홍수시 현장 대응성 유리

∙ 호안 높이변화 적응성 불리

적  용
∙ 기본설계시 Pre-Cast 벽체를 적용하였으나 호안높이 변화와 교량접속부 등을 감안하여 전구간 현장타설 벽체로 

설계

표 4-2-181. 신설벽체 형식 비교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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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복개구조와 신설벽체 연결부

① 개요

기존 복개구조물을 전량 철거하여 하천복원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안에 위치한 복개구조 일부를 존

치시켜 새로 신설되는 벽체와 일체로 연결하고, 이를 양안도로 및 조업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신설벽체를 시공하는 단계에서 존치 복개구조물이 공용중에 있으며, 주행중 차량 진동의 영향이 

접합부 콘크리트의 양생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접합부 콘크리트의 양생에 유해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설계 상세를 제시하였다. 

② 연결부 설계 상세

차량주행 진동은 콘크리트의 양생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만, 교량의 확폭시 콘크리트의 양생을 위해 교

통흐름을 차단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경제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량확폭시 차량의 

소통을 유지하면서 신·구 접합 연결부 상세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본 과업에서

는 지속적인 피로하중에 대해 취약한 신설 접합부 슬래브의 조인트를 없애고, 슬래브 콘크리트의 초기 및 

중기 균열제어 방법으로 건조수축 및 소성수축을 제어할 수 있는 배합조정, 도로공사에서 추천하고 있는 

친수성 섬유보강재를 사용하여 사면벽체를 시공하도록 설계하였다.1)

구    분 ACI345 배근 상세 본 과업 적용

배근상세

적  용 신설 벽체부는 섬유보강 콘크리트로 일체식 타설

표 4-2-182. 연결부 설계내용

1) 이러한 설계·시공 상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ACI345.2R-98 Guide for Widening Highway Bridges" 규정을 이용하였다. 외국의 시방규정을 인용
하여 설계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국내에 이와 관련된 시방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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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개구조물 존치현황

복개구조물의 활용(보강)기준은 먼저, 복개구조물의 양안 존치구간별 작용하중에 대하여 구조계산한 결과

를 토대로 보강범위 및 위치를 선정하고, 보강범위는 슬래브 내측길이가 5.0m이상인 경우와, 신축이음부

의 단부슬래브의 일부구간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옹벽 벽체부는 단면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강(제제1공구 : 3,437㎡,제2공구 : 4,267㎡)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슬래브 보강물량은 총 21,858㎡로 

산정(전체 존치구조물의 24%)하였다. 

구간
북측도로 남측도로

비 고
도로폭 존  치 도로폭 존  치

세종로~무교동

무교동~광 교

광 교~청계2가

청계2가~청계3가

청계3가~청계4가

청계4가~청계5가

청계5가~청계6가

청계6가~청계7가

청계7가~청계8가

청계8가~청계9가

청계9가~성동구청

16.5

15.0

15.0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15.0

- 

- 

4.8~5.8

- 

- 

2.2~6.3

2.5~13.1

13.8

7.3~12.7

13.5

13.5~15.0

13.5

12.0

12.0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 

- 

- 

1.5~5.3

2.8~6.1

10.5~15.8

10.5~22.5

13.9

4.8~13.1

7.0~8.5

7.0~13.5

표 4-2-183. 복개구조물 존치현황

5) 제1공구 존치구조물 설계

제1공구의 존치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을 위한 설계는 크게 사면구조물 계획과 사면구조물 시공계획, 토

질 및 기초설계로 나눌 수 있다.

① 사면구조물 계획

옹벽형식은 경관을 고려한 조경식재가 가능한 2단 옹벽과 사면경사를 가진 옹벽을 적용하였으나, 이중 2

단 옹벽 중 상단의 옹벽의 침하방지를 고려한 일체식 2단 옹벽으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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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림 4-2-69> 제1공구 옹벽형식 설계안

• 라멘형식 : 하천변 경관을 고려한 가로수 식재를 고려할 경우 존치구조물 활용에 따른 식재공간 확

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구조물 형상을 가로수 식생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단면을 종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하천변 경관의 향상과 시공성 확보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에 적용함.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림 4-2-70> 제1공구 라멘형식 설계안

② 사면구조물 시공계획

• 옹벽 구조물

  - 우안 옹벽

    · 서 → 동측 : 우안 2차로 교통 1차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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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 서측 : 좌안측 2차로 1차 교통유도 , 중앙부 1차로 1차 교통유도

    · 가림막 설치(H=2.4m)

    · 우안 흙막이 제거 후 우안도로 축조

<그림 4-2-71> 제1공구 우안옹벽 설계도

  - 좌안 옹벽

    · 가림막 설치 (H=2.4m)

    · 좌안측 흙막이 설치 후 옹벽시공

    · 흙막이 제거 및 좌안도로 축조

<그림 4-2-72> 제1공구 좌안옹벽 설계도

• 사면라멘 구조물

시공

순서

① 기초 보강

② 구조물 보수·보강

③ 가설동바리 설치

④ 가시설 및 노면복공

⑤ 사면구조물 시공

⑥ 신·구 구조물 연결

⑦ 복개구조물 철거

⑧ 노면정리 및 양안도로 시공

<그림 4-2-73> 제1공구 사면라멘 구조물 설계도 및 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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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질 및 기초설계

구분 PRD 공법 SDA 공법 SIP 공법

공    법

개 요 도

선    정 ◉

선정이유

∙ 과업구간은 공벽유지가 어려운 모래층 지반이므로 케이싱을 말뚝으로 사용하는 PRD공법 선정

∙ 풍화암 천공에 유리한 장비(Air Percussion) 적용

∙ 도심지 소음·진동 등 민원발생을 고려하여 선굴착 매입공법 적용

∙ 본 과업구간은 교대구조물로서 횡방향 저항력이 큰 강관말뚝 선정

표 4-2-184. 제1공구 구조물 기초시공법 선정

6) 제2공구 존치구조물 설계

제2공구 존치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 설계는 존치 복개 구조물의 보수와 존치 구조물의 보강설계로 나눌 

수 있다. 

① 존치 복개구조물의 보수

구분 비교 1안(리폼공법) 비교 2안(리플래쉬 공법) 비교 3안(리프리트 공법)

공

법

개

념

도

특

징

∙ 유기계+무기계 재료혼용으로 부착

력 및 압축강도 우수

∙ 경화속도가 빠르다

∙ 내수성 내화학성 우수

∙ 시공실적 다수

∙ 부착강도 : 28.0kgf/㎠

∙ 휨강도 : 98.0kgf/㎠

∙ 무기계 재료로 기존 콘크리트와 물

리적 성질 유사

∙ 내약품성 우수, 인체에 무해

∙ 염해방지 기능

∙ 공정이 다소복잡

∙ 부착강도 : 27.0kgf/㎠

∙ 휨강도 : 87.0kgf/㎠

∙ 무기계 재료로 기존 콘크리트와 물

리적 성질 유사

∙ 모체의 알칼리성 회복 성능

∙ 중성화 보호층 및 방청유지

∙ 경화속도가 느림

∙ 부착강도 : 23.5kgf/㎠

∙ 휨강도 : 112.0kgf/㎠

적용 ◉
선정

사유

∙ 습윤환경의 콘크리트 구체에 대한 부착력이 강함(타공법에 비해 부착강도 우수)

∙ 국내 시공사례가 타공법에 비해 가장 많으며, 청계천 복개구조물에도 적용한 시공사례 있음

표 4-2-185. 보수공법 선정안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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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존치 구조물의 보강

• 단면 보강 방안 

  - 옹벽, 슬래브 하면(정모멘트부) : MFRI 공법

  - 슬래브 상면(부모멘트부) : Retro Shield 공법

• 기초 보강 방안 : Micro Pile 공법

• 수평변위 제어방안 : 부분철거에 의한 변위제어

7) 제3공구 구조물 설계

(1) 보수·보강 계획의 기본방향

• 강도 및 강성의 회복 

• 기능 및 내구성의 개선

• 콘크리트 표면 외관개선 및 철근의 부식성 물질 접촉방지

• 설계강도 회복 및 고정하중 증가 대응

(2) 보수·보강공법 선정

<그림 4-2-74> 보수·보강공법 선정

① 슬래브 누수 대책

슬래브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존치복개 구조 상부 슬래브에 교면방수(도막식)를 시행하였다. 

② 철근노출 및 중성화에 대한 대책

철근 노출 및 중성화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보수범위 및 물량 손상현황 및 원인 요구성능 설정

 ∙ 슬래브 철근노출 및 재료분리(19.16m2)

 ∙ 보 철근노출 및 재료분리(52.15m2)

 ∙ 기둥 철근노출 및 콘크리트탈락(31.54m2)

 ∙ 옹벽 철근노출 및 재료분리(15.65m2)

 ∙ 보 철근깊이까지 중성화(13633m2)

 ∙ 슬래브, 주형, 기둥의 경우 

상당부분 중성화 진행

 ∙ 부식탐사결과 철근 부식확

률 없음(90% 이상)

 ∙ 시공불량이 주요 손상원인

 ∙ 기존 복개구조물 콘크리트와의 일체성 확보 

요구(탄성계수, 열팽창계수, 부착력)

 ∙ 시공환경에 따른 적정시공성 확보필요

 ∙ 재보수의 용이성(유지관리성)

 ∙ 사회비용의 최소화 필요(경제성)

표 4-2-186. 철근노출 현상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설계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715

분류 공법개요도 공 법 개 요

대안 1

SBR계 보수재를 이용한 재알칼리화 및 단면복원 공법

 ∙ 콘크리트와 열팽창계수, 탄성계수가 동일

 ∙ 중성화 부위 및 단면결손부 적용 가능

 ∙ 강알칼리성으로 기존 콘크리트의 알칼리 침식 우려

대안 2

(선정안)
박층표면 무기질폴리머계 단면수복공법

 ∙ 중성화된 콘크리트 알카리성 회복

 ∙ 압축강도 및 휨강도 우수

 ∙ 부착력 및 작업성 우수

 ∙ 기계식 시공으로 시공성 우수

선정

사유

 ∙ 중성화 발생부위와 철근노출 부위가 각기 다르고 철근노출 부위 보다는 중성화 부위의 보수물량이 월등히 많으므로 

재알칼리화에서 단면복원까지 시스템화된 공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재알칼리화와 단면복원에 각각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별개의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시공성, 경제성 및 부착력확보 측면에서 대안 2가 다소 우세

표 4-2-187. 철근노출시 대안

③ 균열부에 대한 대책

균열부에 대한 대책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보수범위 및 물량 손상현황 및 원인 요구성능 설정

 ∙ 슬래브 하면 균열 (0.4 m2)

 ∙ 기둥 보수부 균열 (0.15 m2)

 ∙ 옹벽 균열(3.36 m2)

 ∙ 부식탐사 결과 철근 부식확률 없음

(90% 이상)

 ∙ 시공불량, 보수불량, 건조수축이 주요 

손상원인

 ∙ 기존 복개구조물 콘크리트와의 일체성 확보 

요구(탄성계수, 열팽창계수, 부착력)

 ∙ 시공환경에 따른 적절한 시공성 확보 필요

 ∙ 경제적 공법 필요(경제성)

표 4-2-188. 균열부 현상 

분류 공법개요도 공법개요

대안 1

리인젝션공법

 ∙ 일반적인 균열보수 공법

 ∙ 장비를 이용 저압 및 고압주입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시공성 유리

 ∙ 장비가 복잡하여 불량률 발생

대안 2

(선정안)

저압식 주입공법

 

 ∙ 보일의 법칙을 이용한 저압식 주입

 ∙ 간단한 부품으로 시공성 유리

 ∙ 제품단가 저렴

 ∙ 재활용 가능으로 친환경적

선정사유  ∙ 시공성과 경제성에서 대안2가 우세한 것으로 판단됨

표 4-2-189. 균열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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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수도 및 초과월류수 처리

1) 개요 

(1) 기본방향

청계천복원공사의 하수도설계는 별도의 차집관거 신설과 악취저감 및 토구연결설계를 통해 간선하수관거

로서의 청계천이 아닌 생태적 환경조성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에 부합하는 청계천의 복원을 가능하도록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4-2-75> 하수도정비 계획 개요

(2) 기본설계 검토

① 계획 목표년도 및 인구

계획의 목표연도는 과업지시서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

경)(2002)｣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목표년도인 2011년을 계획목표년도로 설정하였고 서울의 장래인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02)｣에서 제시한 인구지표를 수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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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년 2006년 2011년 비고

도시기본계획 11,800 11,900 12,000 1997,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11,100 11,600 12,000 1998, 서울시

수도정비기본계획 10,280 10,010 10,000 200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10,331 10,188 10,000 2001,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10,331 10,188 10,000 2002, 서울시

표 4-2-190. 관련계획상의 계획인구
(단위 : 천인)

② 하수배제방식

선정 기준은 합류식 및 분류식 하수배제방식별 특징에 따라 지역별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어 다음과 같

은 상위계획인｢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02｣에서 제시한 2011년까지의 서울시 하수배제방식의 시행 기

준을 따랐다.

• 기존 합류식 지역은 존치하되 수세식 변소수의 직유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

•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및 신개발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분류식 배제방식을 채택하되, 분류식 오수

관을 처리장이나 차집관거에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지역은 합류식으로 채택

• 단, 기존 합류식 지역 중 아래의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효과를 고려하여 분류식화를 

시행

하수배제방식 결정은 합류식지역의 분류식화 개조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과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

한 정비계획 수립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위계획의 하수배제방식 시행기준

에 따라 계획구역의 기존관거를 정비하여 수세식 변소수의 직유입이 가능한 합류식 관거로의 정비를 원칙

으로 하는 합류식 하수배제방식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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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획 하수량

구분
2001년 2006년 2011년

일평균 일최대 사간최대 일평균 일최대 사간최대 일평균 일최대 사간최대

청계배수구역 전체 640,759 728,383 831,356 677,021 774,650 889,709 637,008 734,438 848,924 

청

계

천

유 

역

전 

  

체

합  계 499,848 568,208 648,506 535,089 612,236 703,225 505,933 583,306 674,235 

좌  안 340,571 387,146 441,860 362,819 415,103 476,827 346,626 399,630 461,932 

우  안 159,277 181,062 206,646 172,270 197,133 226,398 159,307 183,676 212,303 

계

획

구

역

계 480,458 546,163 623,355 516,572 591,040 678,884 489,526 564,391 652,368 

좌  

안

소계 340,571 387,146 441,860 362,819 415,103 476,827 346,626 399,630 461,932 

효자 28,739 32,669 37,287 30,078 34,416 39,524 28,957 33,380 38,595 

가회 33,806 38,431 43,859 35,202 40,287 46,265 33,972 39,168 45,279 

명륜 30,438 34,590 39,490 31,674 36,245 41,630 30,595 35,273 40,786 

숭인 26,667 30,314 34,591 27,731 31,730 36,444 26,790 30,893 35,693 

보문 25,260 28,718 32,764 27,365 31,311 35,977 25,942 29,910 34,578 

제기 16,779 19,075 21,764 17,514 20,041 23,021 16,517 19,040 22,010 

성북 7,759 8,815 10,066 8,491 9,712 11,164 8,072 9,307 10,761 

동선 19,789 22,493 25,687 21,650 24,769 28,443 20,573 23,712 27,408 

안암 10,854 12,337 14,085 11,777 13,480 15,470 11,148 12,845 14,857 

정릉1 21,547 24,495 27,956 23,669 27,081 31,102 22,413 25,832 29,872 

정릉2 11,245 12,787 14,587 12,342 14,128 16,211 11,673 13,454 15,559 

미아1 28,484 32,385 36,946 29,784 34,070 39,165 28,576 32,965 38,076 

미아2 27,354 31,092 35,490 29,125 33,308 38,282 27,784 32,039 37,019 

길음 26,395 30,004 34,260 28,568 32,669 37,542 27,185 31,343 36,219 

하월곡 8,199 9,320 10,642 8,930 10,219 11,731 8,451 9,744 11,266 

종암 17,256 19,621 22,386 18,919 21,637 24,856 17,978 20,725 23,954 

청

계

천

유 

역

계

획

구

역

우안

소계 139,887 159,017 181,495 153,753 175,937 202,057 142,900 164,761 190,436 

효자 1,560 1,773 2,024 1,735 1,985 2,279 1,620 1,867 2,159 

회현 38,654 43,937 50,152 43,030 49,238 56,543 40,145 46,281 53,503 

필동 21,438 24,369 27,817 23,842 27,279 31,336 22,241 25,640 29,644 

장충 18,072 20,543 23,445 20,106 23,005 26,418 18,756 21,624 25,000 

신당 45,637 51,887 59,217 50,784 58,107 66,744 47,386 54,642 63,142 

마장 14,526 16,508 18,840 14,256 16,323 18,737 12,752 14,707 16,988 

제

척

지

역

계 19,390 22,045 25,151 18,517 21,196 24,341 16,407 18,915 21,867 

좌안 - - - - - - - - - - 

우안 마장 19,390 22,045 25,151 18,517 21,196 24,341 16,407 18,915 21,867 

기  타  유  

역

계 140,911 160,175 182,850 141,932 162,414 186,484 131,075 151,132 174,689 

행당 38,828 44,145 50,375 37,146 42,517 48,828 32,934 37,965 43,885 

청량리 47,961 54,521 62,245 49,568 56,716 65,127 46,670 53,811 62,202 

전농 54,122 61,509 70,230 55,218 63,181 72,529 51,471 59,356 68,602 

표 4-2-191. 계획하수량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설계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719

④ 계획하수량 결정

차집우수량 검토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02)｣에서 제시한 차집우수량별 오염물질월류량과 공사비 관계를 기초

로 차집배율의 증대방안을 검토한 결과 차집우수량이 2mm/hr이상일 경우에 오염물질 월류량 제거효과가 

급감하며, 오염물질 월류량대비 공사비 관계에서도 2mm/hr이상 차집시에는 오염물질 월류량제거에 대한 

공사비 증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원하천으로의 월류수 유입을 총량적 개념으로 접근하

여 적정 우수차집량으로 검토된 2.0mm/hr까지를 차집하여 복원하천에 직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하되 차집

관거용량 3Q 및 초과월류수(Q+2mm/hr - 3Q)로 구분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총괄 차집량을 

차집우수량 2mm/hr로 계획함에 따라 복원하천에의 월류오염부하량은 연간 청천시발생오염부하량 기준으

로 좌안 1.1%, 우안 0.9%로서 하천수질에의 악영향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합류식 하수도의 우천

시 방류부하량 저감계획에 따른 월류BOD부하량 기준값(년간 청천시발생부하량의 5%이하)을 충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계획차집하수량

계획하수량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었던 계획지표를 검토하여 공구별로 공통 적용된 부분은 전부 수용하고 

공구간 차이점을 나타낸 부분에 대하여는 2003년 3월에 승인 확정된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

경)(2002. 12)｣상의 계획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시 하수도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구별 적용상의 차이를 나타낸 불명수율 적용에 대하여 상위계획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공구간 조정을 

통한 계획하수량은 <표 4-2-19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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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일)

구분
좌안 우안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제1공구
시간최대하수량 81,564 80,431 81,798 76,453 76,336 76,207

누계 81,564 80,431 81,798 76,453 76,336 76,207

제2공구
시간최대하수량 77,905 77,905 78,555 96,472 96,472 97,241

누계 159,469 158,336 160,353 172,925 172,808 173,448

제3공구
시간최대하수량 299,317 301,579 301,579 16,853 16,988 16,988

누계 458,786 459,915 461,932 189,778 189,796 190,436

주) 1. 좌‧우안은 계획차집관거 분담하수량을 기준한 위치기준임.

    2. 기본계획 부문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 전 내용에 따른 계획하수량임.

       (지하수침입율 + 대형건물 및 지하철용출지하수 적용)

    3. 기본설계 계획하수량은 각 공구별로 제시된 값임

    4. 계획하수량 조정사항(기본설계 대비)

       - 제1, 2공구 : 불명수율 조정(27.0%⇒28.2%)

       - 제3공구 : 변경내용 없음

표 4-2-192. 공구별 계획하수량(시간최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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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월류수량

초과월류수량은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2003. 2)｣에서 제시된 차집우수량 2㎜/hr를 기준으

로 계획하였다. 제1, 2공구의 경우 기본설계시에는 중학천 및 백운천 상류의 산지면적을 포함하여 차집우

수량을 산정하였으나 기설계된 ｢청계천유입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2003. 6)｣에서 제시한 우·오
수 분리계획에 따라 실시설계시에는 산지면적을 제외하여 차집우수량을 산정하였다. 

구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  고

제1공구 (Q+2mm/hr)-3Q (Q+2mm/hr)-3Q (Q+2mm/hr)-3Q

제2공구 (Q+2mm/hr)-3Q (Q+2mm/hr)-3Q (Q+2mm/hr)-3Q

제3공구 (Q+2mm/hr)-3Q (Q+3mm/hr)-3Q (Q+2mm/hr)-3Q

표 4-2-193. 공구별 초과월류수량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좌안 우안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제1공구
초과월류수량 172,117 169,892 171,543 22,741 22,112 22,509

누계 172,117 169,892 171,543 22,741 22,112 22,509

제2공구
초과월류수량 35,647 35,539 34,765 69,809 69,809 68,305

누계 207,764 205,431 206,308 92,550 92,921 90,814

제3공구
초과월류수량 12,786 32,904 12,792 2,465 13,137 2,353

누계 220,550 248,335 219,100 95,015 105,058 93,167

주) 1. 기본계획 초과월류수량은 전공구 Q+2mm/hr - 3Q 계획량임

2. 기본설계 초과월류수량은 제1,2공구는 Q+2mm/hr - 3Q로 적용하고 제3공구는 [Q+3mm/hr-3Q로] 적용한 것임

3. 금회검토의 초과월류수량은 공구간 통일성을 고려 Q+2mm/hr - 3Q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따라서 제3공구의 수량은 기본설계시보다 다소 

감소함.

표 4-2-194. 공구별 초과월류수량(2011년)

(3) 하수도 실시설계 기준

① 하수관거 설계기준

하수관거에 대한 설계 기준은 “하수도시설기준(1998 환경부)”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기타 사항

은 본 계획에서 검토 설정하였다.

기본사항

• 목표년도 : 2011년

• 차집방식 : 하수차집(합류식 → 3Q차집, 초과월류수량 초과월류수 관거 이송)

• 단면결정 : 목표년도 2011년을 기준한 시간최대오수량의 3배(3Q) 적용

• 최소구배 및 유속 : 유속은 관내에서 침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류보다 하류의 유속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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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으며 계획 하수관거내 유속은 0.6m/sec~3.0m/sec 범위내에서 결정함.

• 관 접 합 :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관정접합으로 결정 

• 관 부 설 : 현장타설암거 및 PC암거를 사용하여 종단계획에 맞추어 부설

• 관 기 초 : 철근콘크리트기초, 잡석기초

• 맨홀 :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여 관거의 방향, 구배, 관경이 변화하는 개소, 단차의 발생개소와 관

거의 합류점 및 유지관리상 필요한 개소, 그리고 기존 하수관거와의 연결지점에 설치하며 직선구간

은 관경에 따라 100~200m 간격으로 설치

② 시설용량 기준

계획목표년도인 2011년의 계획처리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본 계획 대상지역이 합류식지역이므로 시간최대

오수량의 3배를 계획차집하수량으로 한다.

차집하수량 = {
일평균 오수량원단위×α×β + 지하수 원단위

86,400×1,000
×계획처리인구} × 3

③ 수리계산 기준

• 관거의 형상 및 재질 : 차집관거의 형상 및 재질은 이미 시설된 관거와 같이 D1,500㎜까지는 원칙

적으로 원형관을 사용하도록 하며 그 이상의 관거는 철근콘크리트 구형암거로 계획하고, 하천 단면

계획 표준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복개구조물 내부 BOX공간은 구형암거로 시설

• 유량계산공식 : 일반적으로 관거의 유량계산공식은 Kutter공식과 Manning공식의 2가지가 사용 되

고 있으며, 본 계획에서는 Manning공식을 사용

Q = A·V,  V = 1
n

·R2/3·I1/2
여기서, Q  : 유  량(㎥/sec)

A  : 유수단면적(㎡)

V  : 유  속(m/sec)

n  : 조도계수

R  : 경  심(m) =
A
P

P  : 유수의 윤변장(m)

I  : 동수경사

동수경사(I)는 이론적으로는 수면경사를 취하여야 하나, 배수 등의 영향이 없다고 보고 관저경사를 사용

• 조도계수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02”에서 제시한 관거 규격별 표준조도계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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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형관, 구형관(콘크리트) : 0.013

  - 개 거 : 측벽/바닥(콘크리트) 0.013, 측벽(석축)/바닥(콘크리트) 0.020, 측벽(석축)/바닥(토사) 0.030

④ 시설물 기준

계획수심

하수관거의 계획수심은 원형관은 만관, 장방형거는 수심을 법면고의 90%, 마제형거는 법면고의 80%를 표

준으로 하고 있음. 기존시설에 대한 용량 검토는 위의 계획을 따르고 증·신설시 계획수심은 토사의 유입

으로 인한 통수단면적의 감소, 환기를 위한 공간 확보 및 계획하수량 이상의 하수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02)｣에서 제시한 관거 내면높이의 80%를 표준으로 원형관은 90%, 장방형거

는 80%로 적용하였다.

유속 및 경사

유속은 가능한 한 하류측이 상류측 관거의 유속보다 크게 하여 차집관거내에 토사의 퇴적을 방지하도록 

하며, 경사는 하류로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완만해지도록 계획하고 계획하수량에 대하여 평균 허용유속을 

0.6~3.0m/sec로 하나, 상시 유량시의 수리특성상 유속의 저하현상을 고려하여 계획 최대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ec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며 이상적인 유속은 1.0~1.8m/sec 정도이다.

⑤ 관종선정

관종선정시 고려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었다. 

• 관의 강도가 상부하중에 대하여 안전할 것

• 관내면이 평활하며 수리학적으로 유리할 것

• 관연결부가 수밀성을 유지할 것

• 내마모성, 내부식성이 강할 것

• 설치 및 취급이 용이하며 시공성이 용이할 것

• 소요규격의 생산 및 구입이 용이할 것

• 공사비가 저렴하고 장래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하수관거의 관종은 암거 및 원형관으로 구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 및 현장타설 여건을 시공

성, 물리적 특성, 생산규격, 수밀성, 내식성 등을 비교검토 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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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특성 개요도 적용

벼개동목

기    초

 ∙ 보통지반에서 사용하는 단순한 기초방식

 ∙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 주로 철근콘크리트 관에 사용

쇄석 또는 

모래기초

 ∙ 지반이 연약하거나 관거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

 ∙ 모래, 쇄석등을 관거하부에 견고히 부설

 ∙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 증가

 ∙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

콘크리트 

기    초

 ∙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거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

 ∙ 관거의 저부를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거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

 ∙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

◉

콘크리트

+ 모래기초

 ∙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은 경우

 ∙ 굴착바닥에 콘크리트 상판을 타설하고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 방지

 ∙ 상판위에 모래기초를 부설하여 하중의 집중을 방지

사 다 리 

동목기초

 ∙ 연약지반에서 토질이나 재하되는 하중이 불균등한 경우 사용

 ∙ 동목과  침목을 사다리형으로 조립하고 그 위에 관을 부설

 ∙ 시공시 동목의  연결에 주의하고 침목(횡목)을 일정한 높이에 고정하는 것이 중요

표 4-2-195. 관 기초공의 비교 및 선정

관기초공계획

관기초공은 지반상태, 하중조건, 사용관종의 특성을 고려하고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계획되었다. 

(4) 차집관거 정비 

① 기본방향

• 기존 차집관거 문제점 분석 및 대책

• 초기 월류수를 고려한 차집량 증대시 대책

• 기존 차집관거 활용계획

• 차집관거 신·이설 계획

• 유지관리를 고려한 시설 계획

② 기존 차집관거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기존관거 문제점으로는 먼저 기 설치된 차집관거중 BOX + U형측구 구간에서 악취 발생 등으로 심미적 

영향과 구조물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3Q이상의 하수량 발생시 Open형 오수받이 및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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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관거에서 하수가 월류하여 청계천으로 유입되어 청계천 수질의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분석되

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 BOX + U형측구 구간은 복개BOX로 전량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

• 기존 차집관거 용량 검토후 단면부족 구간은 철거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

• 발생하수량에 대하여 차집관거 유입전 우수토실 설치로 과부하를 방지하는 것으로 계획(청계천 옹

벽 외측 우수토실은 서울시에서 기 설계｢청계천 유입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2003.  6)｣를 

하였으며, 설계에서 제외된 물량에 대해서는 본 계획에 포함하여 설계

• 토구 관저고보다 상단에 위치한 차집관거에 대하여 종단계획을 수정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

• Open된 기존 오수받이는 토구정비시 전 구간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

• 악취저감시설 및 환기계획 수립

③ 차집관거 신·이설계획

• 하천단면 계획에 따라 기존 차집관거 이설이 불가피한 구간에 대하여 적정용량 및 토구 관저고를 고

려한 종단계획으로 이설계획 수립

• 기존 BOX와 U형측구로 설치된 구간은 철거후 복개 BOX로 신설

• 차집관거 부식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5) 초기 초과월류수 정비

초기 초과월류수란 초기 강우로 인해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하수로, 대기상의 미세물질, 지표상의 각종 퇴

적물질, 먼지, 유기물, 미생물, 유류, 중금속등이 함유된 하수를 의미한다. 초기 초과월류수(CSOs) 처리시

설은 Q+2mm/hr의 하수중에서 차집관거 처리용량 3Q를 제외한 강우시 오염도가 높은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오염물질 월류방지 효과성이나 오염물질 월류량에 대비한 차집관거 공사비 효율성을 고

려할 때 개략적으로 차집우수량을 2mm/hr정도를 적용한다. 

월류수 처리기술은 발생원 관리, 시설물의 최적화, 유입량저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설계에서는 

청계천 부지여건, 복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두 가지 방안으로 축소하여 비교·검토 적용하였다. 설

계에서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초기 초과월류수량을 관거로 차집하여 단기적으로는 청계천복

원구간내의 초기강우시 하천오염을 우려하여 복원종점부에 방류하며, 장래에는 청계천복원구간외 구간을 

하천정비시 처리하는 방안으로 처리계획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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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처리설비를 이용한 방법 저류조를 이용한 방법

형    태

 ∙ 수류 내의 Vortex 현상이나 스크린을 이용한 CSOs 내

의 고형침전물 등의 분리제거

 ∙ 설 비 : 협잡물 이송설비

 ∙ 중력침전을 이용한 CSOs 내의 고형물의 분리제거

 ∙ 설 비 :  우수 이송설비 (펌프류 등)

협잡물 이송설비 (또는 인력제거)

장 ∙ 단점

 ∙ 자동제어로 시설물 유지관리 간단

 ∙ 협잡물을 처리설비 내에서 수집 제거하므로 별도 인

력 필요 없음

 ∙ 부지소요 적음

 ∙ 협잡물 침전면적이 넓어 협잡물 제거설비의 설치곤

란 및 유지관리비용 증대

 ∙ 침전물의 인력제거시 추가비용 증대

 ∙ 부지소요 크며, 오염물의 제거효율 낮음

채    택

 ∙ 처리설비를 이용한 방법 채택 (채택사유)

 ∙ 수질개선 효과 탁월, 자동제어로 유지관리 유리

 ∙ 청계천 복개 구조물 내 부지 고려 (저류조 시설부지 협소)

개 념 도

표 4-2-196. 초과월류수 처리 개요

CSOs 처리시설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하수관거 토구마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본 청계천복원

사업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워 청계천 신답철교 하류부(3공구 종점)에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다.

구  분    좌  안  우  안
CSOs처리량  219,100m3 93,167m3

시설계획

 ∙ CDS unit : D5.0m×6만㎥/일x4지

 ∙ 협잡물펌프실 : D3.0m×2지

 ∙ CSO관거 신설 : ▣1.5mx1.5m, L=25m

 ∙ 웨어실 : ▣3.1mx3.2m, L=31m

 ∙ 자동제어반 : 1식

 ∙ CDS unit : D5.0m×6만㎥/일x2지

 ∙ 협잡물펌프실 : D3.0m×1지

 ∙ 웨어실 : ▣3.1mx2.4m, L=16m

 ∙ 자동제어반 : 1식

표 4-2-197. 초과월류수 처리시설계획

(6) 토구정비

① 토구정비계획

현재 복개구조물내의 좌·우안에 설치되어 있는 토구들은 오수받이 형태의 우수토실로 하수가 직하하여 

청천시에는 수로를 통해 차집관거로 유입되고, 우천시에는 우수토실에서 월류된 하수가 하천 저수로로 배

제 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현재의 토구시설은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하수로부터 악취 및 가스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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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복개 구조물 내부의 환경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설계에서는 이러한 토구를 정

비하여 악취 및 유해가스로부터 복원하천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② 정비대상 토구선정

• 접근방법

관리대장조사 ➜ 시설물

부설현황조사
➜ 현장조사

(육안조사)
➜ 토구내부조사

(CCTV조사)
➜ 종합평가

<그림 4-2-76> 토구선정 접근방법

• CCTV 조사

조사목적
 ∙ 토구내부조사로 하수 유입여부 판단(악취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관거내부 불량정도의 판단으로 유수장애요인 판단(침수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조사결과  ∙ 대장도토구를 제외한 기타토구의 주행률 낮음(평균주행률 : 60%)

토

사

퇴

적

장

애

물

관

파

손

관

부

식

<그림 4-2-77> CCTV 조사

③ 문제점 및 대책

토구의 문제점으로는 하수악취 및 가스가 발생하여 복개구조물내 환경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노출 토구에서 하수가 무단 방류되어 청계천 수질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파리, 모기 등 해충

발생으로 비위생적 공간이 형성된다는 점 등이 검토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수토실 설치로 하천 직

방류를 방지하는 한편, 우수토실 설치공간이 협소한 구간은 기존 관으로 통합처리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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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구 악취 저감시설 설계

• 원형 토구(ø800㎜ 미만)

플랫밸브(H.D.P.E 재질)를 이용하고 토구덮개를 씌워 건기시에는 토구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차단하고, 강

우시에는 우수가 방류하도록 계획하였다.

• ø800㎜이상 및 BOX 토구

원형토구의 ø800㎜ 이상 및 BOX 토구는 개구부가 크므로 비닐Sheet로 가림막을 하여 평시는 악취저감의 

역할을 수행하며, 강우시 하수가 원활히 초기초과월류수 관거로 유입되도록 계획하였다.

• 환기구

차집관거는 유지관리 및 관거부식의 문제로 배기 시설을 설치하며 본 계획에서는 토구 덮개 등 악취저감 

시설 설치후 주변의 통합지주로 환기배관을 연결하여 통합지주 상단에 배기팬을 설치함으로써 차집관거의 

악취를 유도하여 강제 배기방식으로 배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7) 탈취설비 계획

탈취설비란 처리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취기포집 닥트를 설치하여 흡입,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계획에서는 미생물 탈취방식과 외압 및 부식에 강한 재질의 탈취용 닥트로 선정되었다.

검토사항 설계반영사항

 ∙ 적정한 처리방식 수립

 ∙ 약품 사용에 따른 2차 환경오염

 ∙ 설치 부지 및 유효 공간

 ∙ 취기발생원에서 포집한 악취를 미생물 탈취설비에서 제거한 후 대기로 방출

 ∙ 2차 공해 없는 바이오미생물을 이용한 탈취방식 적용

 ∙ 지중매설형 바이오필터 장치 적용

표 4-2-198. 탈취설비계획 설계 주안

(8) 개구부처리

① 교대 개구부 처리계획

수치모형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개구부의 규격을 결정하여 복개구조물내의 유량의 원활한 흐름 확보 및 우

범화를 방지하고 악취방지, 거부시설 설치를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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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구부처리 자동수문 비교검토

형식 Speed Door FRP 부력식 수문 Strip Door

일반도

작동

방식

PVC코팅처리한 직조천으로 구성된 커

텐을 On/Off 스위치로 상부에서 말리

게 하는 방식

벽면에 고정된 수문이 부력과 수압에 의

하여 자동 개폐되는 방식

개구부 상부에 고정된 비닐쉬트를 전후면

에서 밀고 나가는 방식

설치위

치
교대 뒷면(복개부분) 교대 중심 교대 중심

장단점

 ∙ 교대 뒷면에 설치 앞면에 대한 다

양한 경관연출 가능(색상 다양)

 ∙ 전원장치가 필요

    (교량슬라브 측면에 계획홍수위 이

상에 설치)

 ∙ 방습 및 악취 방지 가능

 ∙ 직조천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

 ∙ 부력과 수압에 의하여 자동개폐되므

로 전원이 필요없어 유지관리비가 적

음

 ∙ FRP 수문은 표면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옛날 장식 

문고리 등의 장식을 수문 표면에 부

착할 수 있어 청계천 경관 연출에 유

리함

 ∙ 전원이 필요없어 유지관리비가 적음

 ∙ 복개 내부로 채광이 가능

 ∙ 부분적인 악취 방지 가능

 ∙ 교대의 미관이 불량

 ∙ 인위적인 접근이 가능

공사비 2열 : 2,000만원 1열 : 1,400만원 1열 : 700만원

설계

적용

 ∙ 수문의 유지관리와 악취방지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하여 FRP 부력식 수문 적용

 ∙ 하천측과 복개내측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가 수문 상단까지 올라갔을 경우, 수문 자체의 부력으로 수

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수문의 중량과 부피를 결정함

 ∙ 복개구조물 내부의 차집관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개구부를 통하여 하천측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문

과 콘크리트 벽체사이 공간에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설치함

표 4-2-199. 개구부처리 자동수문 형식 비교 및 선정

2) 구간별 주요 하수도정비 계획

(1) 상류구간

상류구간(태평로입구~광장시장)의 경우, 간선하수관거로서의 청계천의 기능을 별도의 차집관거 신설을 통

해 분리시킴으로서 양질의 청계천 수질확보 및 탈취, 악취저감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청계천복원 계획수립

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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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과월류수 시설계획

제1공구의 초과월류수 시설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격 연 장(m) 월류웨어고(m) 비    고

계 3,788.0

좌안
시점부~광교 ▣1.3×1.3 406.7 - 

광교~공구종점 옹벽구조물 이용 1,501.9 - 

우안

시점부~삼각동 ø500mm 660.7 - 차집관거 공용관로

삼각동~수표교 ▣1.2×1.2 231.9 - 〃

수표교~공구종점 존치구조물 활용 986.0 0.7

표 4-2-200. 초기 초과월류수 시설계획(제1공구)

초기 초과월류수 관거는 차집관거의 3Q 차집후 월류되는 하수를 하천으로 직방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

하여 시설계획하였으며, 청계천복원구간내의 타시설물(옹벽, 하수도, 교량, 하천폭) 등을 고려하여 신설구

간 및 옹벽구조물 이용구간, 복개구조물 활용구간으로 구분하여 관거를 계획하였다.

좌안 신설BOX 구간(NO.81+10~NO.71.0) 좌안 옹벽구조물 이용구간(NO.71.0~NO.62.0)

<그림 4-2-78> 좌안 시설계획도

우안 차집관로 공용구간(NO.80+68~NO.71.80) 우안 복개구조물 활용구간(NO.71.8~NO.62.0)

<그림 4-2-79> 우안 시설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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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점부 오수 및 초과월류수 분리방안

위 치 도 평 면 도

<그림 4-2-80> 시점부 오수 및 초과월류수 분리안

<그림 4-2-81> 오수 및 초과월류수 분리 모식도 

③ 차집관로계획

• 기본방향

  - 기본설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부적인 현장조사 및 기존 하수관망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토구

별 적정 하수량을 산정

  - 기존 BOX와 U형 측구로 설치된 구간은 철거 후 차집BOX로 신설계획 

• 차집관로는 기존 하수관망 자료에 의한 토구별 하수량을 산정하여 D500㎜~▣1.6m×1.6m까지 부설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좌안 1.909㎞, 우안 1.879㎞로 총 3.78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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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격 연 장(m) Slope(‰)
계획하수량

(㎥/sec)

관거용량

(㎥/sec)

평균수심비

(%)

총계 3.788.0

좌

안

복원시점~남대문로 ▣1.2×1.2 362.3 2.9 1.34 2.45 49.0

남대문로~삼일로 ▣1.3×1.3 552.2 2.9 1.561 3.04 46.0

삼일로~세운상가 ▣1.5×1.5 427.6 2.6 2.561 4.21 50.0

세운상가~제1공구종점 ▣1.6×1.6 567.1 2.6 2.84 5.0 51.0

우

안

복원시점~삼각동BOX D500 660.7 3.4 0.075 0.22 40.0

삼각동BOX~돈화문길
▣1.2×1.2

▣1.4×1.2

224.9

317.8

3.0

3.0

1.943

2.108

2.50

3.10

65.0

60.0

돈화문길~제1공구종점 ▣1.4×1.4 675.2 2.7 2.646 3.70 62.0

표 4-2-201. 차집관로 시설개요

기본설계시에 계획하수량 대비 원형관은 수심비 90% 이하, 암거는 수심비 80% 이하를 관거용량으로 계획

하였으나, 실시설계시 기존 차집관거 용량 이상으로 관거용량을 계획하였다. 

구분
계획하수량

(㎥/sec)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  고

규 격(m) 연 장(m) 규 격(m) 연 장(m)

총계 3,797.0 3,788.0

좌

안

복원시점~광교 1.323 ▣1.0×1.0 343.5 ▣1.2×1.2 343.5

광교~수표교길 1.432 ▣1.1×1.1 573.8

▣1.2×1.2

▣1.3×1.3

▣1.5×1.5

18.8

552.2

2.8

수표교길~돈화문길 2.333 ▣1.3×1.3 797.7
▣1.5×1.5

▣1.6×1.6

424.8

372.9

돈화문길~제1공구종점 2.793 ▣1.6×1.6 203.6 ▣1.6×1.6 194.2

우

안

복원시점~삼각동BOX 0.092 ø500㎜ 655.8 ø500㎜ 660.7

삼각동BOX~돈화문길 2.105 ▣1.1×1.1 545.2

▣1.2×1.2

▣1.4×1.2

▣1.4×1.4

224.9

317.8

2.5

돈화문길~제1공구종점 2.651 ▣1.3×1.3 677.5 ▣1.4×1.4 672.7

주) 수심비 : 원형 = 90%이하,  암거 = 80% 이하 적용

표 4-2-202. 차집관로 설계안

④ 토구정비

조사된 토구의 문제점 및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하수가 수로형 오수받이를 통해 차집관

로로 전량 유입
 ∙ 토사퇴적 및 차집량 조절 불가

 ∙ 오수받이 개선 및 차집관거 연결수로에 

의한 차집량 조절 및 초기초과 월류수 

분리

 ∙ 토구가 옹벽에서 노출되어 하수가 오수

받이로 자연낙하되고 있음.
 ∙ 미관상 불쾌함.

 ∙ 날개벽 및 덮개설치로 토구노출부 차폐 

및 유지관리 용이한 구조로 시설

 ∙ 일부 토구의 관저고가 차집관거 상단보

다 낮음.
 ∙ 차집하수 역류가능성

 ∙ 신설차집관거의 관저고를 조정하여 정비

불량토구를 배제

표 4-2-203. 제1공구 토구의 문제점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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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토구정비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구정비는 기 계획된｢청계천 유입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2003. 6)｣를 전면 수용하고, 정비대상에서 누락된 비대장 대상토구는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조사된 토구에 대하여 정비를 추가 계획하였으며, 정비방안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정비방안은 사면옹벽구간, 옹벽일체형구간, 복개구조물 구간(기존 존치구조물 이용)으로 구분하여 토

구정비방안 수립

• 정비대상토구는 대장도 토구 및 비 대장도 토구로 구분하여 정비방안 수립

• 도로정비계획에 따라 노면배수토구는 폐쇄됨(단, 복개구조물 구간은 존치됨)

• 비 대장도 토구중 D300㎜미만의 오수관은 차집관로로 직접 연결하였음.

구분 평면도 단면 A-A 단면 B-B

좌안

사면

옹벽

구간

T

Y

P

E


A

 ∙ 대장도 토구정비에 의한 우 ∙ 오수연결

T

Y

P

E


B

 ∙ 비 대장도 토구정비로 사면옹벽에 맨홀을 설치하여 우·오수 분리

표 4-2-204. 제1공구 토구정비 방안

토구정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320개소의 토구중 정비대상토구 125개소를 TYPE별로 구분하

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TYPE별 정비계획 및 존치우수토구, 폐쇄토구 등을 계획하였다. 

구분 계 토구정비 존 치 폐쇄 비고

계 320 125 58 137

좌 안 168 60 15 93

우 안 152 65 43 44

표 4-2-205. 토구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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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악취방지계획

악취분석 결과

측정장소 직접관능값
황화수소농도

(ppb)

계산된 

냄새제거

시점부 4 857.74 4.1

광  교 3 256.23 3.6

삼각동BOX 유출부 2 174.91 3.4

세운상가 2 41.55 2.8

삼각동 배기시설 3 454.26 3.8

한화빌딩앞(외기) 0 2.37 1.6

주)악취분석 및 결과자료는 ｢제2편 조사 및 분석｣ 참조

표 4-2-206. 악취분석 결과

 

탈취설비

구    분 단  위
설  계  값 비  

고삼 각 동 시 점 부

1. 처리용량 ㎥/min 100 100

2. 형    식 - 
바이오 트리클링 필터

(지중매설형 사각박스)

바이오 트리클링 필터

(지중매설형 사각박스)

3. 충전담체의 종류 기공폐쇄형 경량 세라믹 기공폐쇄형 경량 세라믹 

4. 통기속도 hr-1 350 350

5. 체류시간 sec 10.2 10.2

6. 충전담체의 부피 ㎥ 21 21

7. 담체충전고 m 2.0 1.4

8. 충전담체의 제원 m 2.6mW ×4.1mL× 2.0mH 4.9mW ×3.00mL× 1.4mH

9. 장치의 제원 m 2.6mW ×4.1mL× 4.3mH 4.9mW ×3.00mL× 3.7mH

10. 담체압력손실 mmAq 60 42

11. 살수량 ℓ/day 630 630

표 4-2-207. 탈취설비 설계안

(2) 중류구간

중류구간(광장시장~난계로)의 하수도 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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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집관거 정비계획

기설치된 차집관거중 BOX+U형 측구 구간에서 악취발생 등으로 심미적 영향과 구조물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3Q이상의 하류발생시 개방(open)형 오수받이 및 U형 관거에서 하수가 월류하여 청계천으

로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관거연장(m) 규격(m×m) 현황

좌 안

2,177.3 - 현장타설 BOX

582.5 ▣1.3×1.3+U1.1×1.3 BOX + U형 측구

1,097.0 ▣1.6×1.6 이상없음

442.2 ▣1.9×1.9 이상없음

우 안

2,143.6 - 현장타설 BOX

524.9 ▣1.1×1.1+U1.1×1.1 BOX + U형 측구

865.0 ▣1.3×1.3+U1.1×1.3 BOX + U형 측구

753.7 ▣2.1×2.1 이상없음

표 4-2-208. 제2공구 기존 차집관거 현황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BOX +U형측구 구간은 복개BOX로 전량 신설하고 기존 차집관거의 경우, 용량

검토후 단면부족구간은 철거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토구 관저고보다 상단에 위치한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종단계획을 수정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개방된 기존 오수받이는 토구정비시 전구

간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측점 관거연장(m)
차집관거규격(m)

평가항목
기존 계획

총 계 2,325.2 - - 지장물 관거상테 용량검토 평가

좌

안

소 계 834.6 - - 

No.62+0~No.56+20 590.0 ▣1.3×1.3+U1.1×1.3 ▣1.8×1.8 옹벽기초 불량 만족 신설

No.56+20~No.55+80 626.0 ▣1.3×1.3+U1.1×1.3 ▣1.6×1.6 토구간섭 불량 만족 신설

No.47+80~No.46+60 110.0 ▣1.6×1.6 ▣1.6×1.6 옹벽기초 양호 만족 신설

No.45+0~No.44+60 43.6 ▣1.9×1.9 ▣1.9×1.9 토구간섭 양호 만족 신설

No.43+55~No.43+30 35.0 ▣1.9×1.9 ▣1.9×1.9 토구간섭 양호 만족 신설

No.42+10~No.41+90 20.0 ▣1.9×1.9 ▣2.5×1.5 토구간섭 앵호 만족 신설

우

안

소 계 1,490.6 - - 

No.62+0~No.61+20 82.8 ▣1.1×1.1+U1.1×1.1 ▣1.4×1.4 무 불량 만족 신설

No.61+20~No.53+0 815.3
▣1.1×1.1+U1.1×1.1

▣1.1×1.1+U1.1×1.3
▣1.5×1.5 무 불량 만족 신설

No.53+0~No.48+30 469.1 ▣1.3×1.3+U1.1×1.3 ▣1.6×1.6 무 불량 만족 신설

No.48+30~No.47+80 52.8 ▣2.1×2.1 ▣2.1×2.1 토구간섭 양호 만족 신설

No.41+75~No.41+0 70.6 ▣2.1×2.1 ▣2.1×2.1 옹벽기초 양호 만족 신설

표 4-2-209. 제2공구 차집관거 신·이설 계획

② 토구정비계획

토구 및 현장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제2공구의 유입토구현황은 충 186개소(좌안 : 97개소, 우안 : 89개소)

로 나타났으며, 우수 및 폐쇄관을 제외하고 정비대상토구는 153개소(78개소는 기계획)로 나타났다. 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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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청계천 유입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2003.6)｣의 토구정비방안을 반영하여 정비대상외 

토구에 대하여 추가 토구정비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구분

관종별 상태별 오수받이

계 BOX 원형관 계 합류 오수 우수
기타

(폐쇄등)
계 유 무

계 186 11 175 186 54 99 15 18 174 122 52

좌 안 97 6 91 97 34 41 7 15 86 57 29

우 안 89 5 84 89 20 58 8 3 88 65 23

표 4-2-210. 제2공구 상태별 토구현황

∙Type-A : 합류 원형토구로 외측에 우수토실 설치공간이 없어 연결관(PE관)을 통하여 오수를 차집관거에 유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오수받이를 개량하여 간이우수토실로 사용

∙Type-B : 오수 원형토구로 토구유입부에 연결관(PE관)을 접

합하여 오수를 차집관거로 직접 유입하는 방식으

로 기존 오수받이는 폐쇄하여 관보호공으로 이용

∙Type-C : 기존 오수받이가 없는 오수 원형토구로 토구

유입부에 연결관(PE관)을 접합하여 오수를 

차집관거로 직접 유입하는 방식

표 4-2-211. 토구정비방안 비교검토

③ 악취 저감시설

제2공구에서는 악취강도측정을 위하여 주요 토구 5개소에 대하여 직접 기기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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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계 화합물 악취물질 농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ppb)

공구 지점 H2S(황화수소) MT(메틸메르캅탄) DMS(황화메틸) DMDS이황화메틸)

제2공구 창신동BOX 90.0 24.0 23.8 2.7

종로6가BOX 378.0 27.1 24.2 ND

방산동BOX 238.0 166.4 34.1 ND

신당동BOX 358.0 ND  ND ND

동대문운동장BOX 668.4 554.0 166.6 ND

표 4-2-212. 유황계 화합물 악취물질농도 조사결과

악취강도 측정결과 제2공구의 주요 토구는 악취도 2~3도 정도로 악취저감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

다. 이에 따라 제2공구의 악취저감시설 계획은 원형토구는 FRP덮개, BOX토구는 가림막을 설치하여 토구

에서의 악취확산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차단된 토구의 악취는 차집관거로 유도하여 차집관거에서 자연배

기를 통해 확산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월류수관거내에서 퇴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에 대

해서는 일정 간격의 청소용수관을 별도(조경분야 설치)로 설치하여 주기적인 세척을 실시하며, 복개구조물

내 인버트를 설치하여 청소용수가 하류로 원활히 이송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3) 하류구간

하류구간(난계로~신답철교)의 하수도 처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차집관거 시설계획

차집관거 시설현황

제3공구의 차집관거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청계천 좌안 차집관거는 광교에서 시작하여 각 토구 및 성북

천, 정릉천 차집관거의 오수와 합류하여 중랑하수처리장(제1공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부 월류된 하수

는 청계천 하류부에서 뚝도에서 유하하는 차집관거와 합류하여 중랑하수처리장(제3공장)으로 연결되어 있

다. 청계천 우안 차집관거는 삼각동지점에서 시작하여 청계천우안을 따라 유하하여 한양대학교 부근에서 

하천을 횡단하여 청계천 좌안 차집관거에 합류하여 중랑하수처리장(제3공장)에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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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규격

연 장(m) 구배(‰) 비 고
기존 증설

좌안

광교시점~청계2가 U1.1×1.1 U0.8×1.1 504.0 1.7

청계2가~청계3가 U1.2×1.2 U0.8×1.2 342.0 1.7

청계3가~동대문종합상가
U1.2×1.2 U1.1×1.3 11.0 1.7

U1.3×1.3 U1.1×1.3 1,266.0 1.7

동대문종합상가~청계7가 ▣1.6×1.6 1,097 1.60

청계7가~난계로 ▣1.9×1.9 419.0 1.50

난계로~성북천합류전 ▣1.9×1.9 417.0 1.50 제3공구

성북천합류전~성북천합류후 ▣2.0×1.7 38.5 1.50 〃

성북천합류후~청계9가 ▣2.2×2.2 246.2 1.50 〃

청계9가~정릉천합류점 ▣2.4×2.4 528.3 1.50 〃

정릉천합류점~정릉천합류점2 ▣3.5×2.8 26.5 1.20 〃

정릉천합류점2~복원종점 ▣2.9×2.8, ▣2.5×2.8 533.5 0.60 〃

계 5,429.0

우안

삼각동시점~청계3가 U0.8×0.8 U1.1×0.8 540.0 3.30

청계3가~통일의류종합상가 U1.1×1.1 U1.1×1.1 1,200.0 2.25

통일의류종합상가~청계7가 U1.3×1.3 U1.3×1.3 865.0 2.08

청계7가~난계로 ▣2.1×2.1 502.0 1.40

난계로~복원종점 ▣2.1×2.1
724,0

1,077.0

1.40

1.68
제3공구

계 4,908.0

주) 증설관로 구간은 2001년 증설공사 준공도, 증설관로 하류구간은 1984년 준공도 기준

표 4-2-213 차집관거 시설현황

차집관거 시설계획

하천계획에 따른 기존 차집관거의 위치형태별 구분과 토구정비를 위한 종단구배의 조정계획을 반영하였다. 

또한 구간별 용량검토를 통하여 전 구간에 대한 계획유속을 1.55~2.48m/sec, 여유율을 101.9~150.8%로 계

획하여 통수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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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누가하수량

(㎥/sec)
연장(m) 유속(m/s) 여유율(%) 비고

총    계 - 3,627.0

좌

안

소    계 (좌안) - 1822.0

 난계로 ▣1.9×1.9 5.758 27.5 2.063 121.0 존 치

 난계로 ▣2.7×1.3 5.758 11.7 2.076 101.9 신 설

 난계로~성북천우안 ▣1.9×1.9 5.758 377.2 2.063 121.0 존 치

 성북천통과구간 ▣2.0×1.7 6.814 38.5 2.152 95.7 〃

 성북천좌안~무학로 ▣2.2×2.2 8.642 245.7 2.288 119.2 〃

 무학로~용두빗물펌프장 ▣2.4×2.4 8.647 418.3 2.305 150.2 〃

 용두빗물펌프장 ▣2.4×2.4 8.655 9.9 2.306 150.1 〃

 용두빗물펌프장~정릉천좌안 ▣2.4×2.4 8.918 92.0 2.325 145.7 〃

 정릉천좌안~정릉천합류점 ▣3.5×2.8 16.035 26.5 2.484 149.8 〃

 정릉천합류접~복원종점

(▣2.9×2.8, ▣2.5×2.8 2연)

▣2.9×2.8 8.867 574.7 1.647 147.0 〃

▣2.5×2.8 7.168 20.5 1.553 147.0 신 설

▣2.5×2.8 7.168 554.2 1.553 147.0 존 치

우

안

소    계 (우안) - 1,805.0

 난계로 ▣2.1×2.1 6.162 69.9 2.056 142.7 신 설

 난계로 ▣2.3×1.1 6.162 13.4 1.722 118.9 신 설

 난계로~성북천우안 ▣2.1×2.1 6.162~6.612 1,721.7
2.056~2.24

6
142.7~150.8 존 치

 주) 1. 성북천 통과구간은 차집배율이 2.87(여유율이 95.7%)로서 설계기준(계획수심 90%)상의 통수능에서는 용량으로 계산되나 만관수심 직전 최대통수능은 계

획하수량을 통수할 수 있으므로 증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표 4-2-214. 제3공구 차집관거 시설계획

② 배수구역 및 처리계획

제3공구는 중랑처리구역내 청계배수구역에 포함되며 지형적여건, 관거현황,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

하여 청계천 좌안지역 16개 배수분구(성북천 3개, 정릉천 7개 포함), 청계천 우안지역 5개 배수분구 및 기

타지역 3개 배수분구(행당, 청량리, 전농)로 분할되어 있으며, 본 과업구역내 전체면적 5,949.84ha중 기

개발지의 시가화면적인 처리구역 면적은 4,580.25ha이다.

③ 토구 정비계획

토구 현황

복개구조물내의 좌·우안에 설치되어 있는 토구들은 오수받이 형태의 우수토실로 하수가 직하하여 청천시

에는 수로를 통해 차집관거로 유입되고, 우천시에는 우수토실에서 월류된 하수가 하천 저수로로 배제되도

록 설치되어 있다. 상기 토구에 대하여 육안조사 및 CCTV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토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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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좌안 우안 비  고

총 토 구 수 77 25 52

D300미만 3 1 2

D300이상~D800미만 52 21 31

D800이상 14 2 12

BOX 토구 8 1 7

표 4-2-215. 제3공구 토구 현황

토구정비 방안

토구정비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토구연결계획과 우수토실정비계획 등이 있다.

• 토구연결계획 : 악취 및 유해가스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출토구를 밀폐하여 복원하천으로 인한 영향

이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복개공간내 토구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구조물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

획. 토구연결은 규격별로 소형토구는 부관형식으로, 대형토구는 Channel형식으로 계획하였고, 연결

관은 중량이 가볍고 설치시공이 쉬우며 내부식성이 우수한 이중벽 PE관으로 계획.

‧Flap 밸브로 토구 밀폐 ‧가림막으로 토구 밀폐

<그림 4-2-82> 토구연결계획

• 우수토실 정비계획 : 유지관리 및 악취 영향을 고려 뚜껑설치 계획, 차집관거 유량제어는 부지가 협

소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오리피스형식으로 계획, 오리피스 앞에 협잡물 제거를 위해 스크린 설비 

계획, 적정 유량제어를 오리피스 관경 계획

맨홀뚜껑 및 스크린계획

유량범위(㎥/일) 오리피스 직경(m) 비 고

10,000미만 0.10

적용토구유량 

소량(19~6,500㎥/일, 

일최대)

10,000~20,000 0.20

20,000~30,000 0.30

※최소구경 : 0.30m 

표 4-2-216. 우수토실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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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초과월류수관거 시설계획

초과월류수관거 시설계획은 하천계획에 따른 단면형상에 따라 신설벽체를 활용하는 구간 및 월류턱을 설

치하는 구간, 자연사면으로 형성된 고수부지구간에 대한 BOX암거 설치구간으로 구분하되, 전 구간에 대

하여 연속성을 유지토록 계획하였다. 구간별 용량검토를 통하여 전 구간에 대한 계획유속을 

1.05~1.74m/sec, 여유율을 102.7~150.0%로 계획하여 통수능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분 규격
누가하수량

(㎥/sec)
연장(m) 유속(m/s) 여유율(%) 비고

총    계 - 3,564.0

좌

안

소    계 (좌안) - 1,768.0

 난계로~인창빌딩 3.4×0.7~1.9×0.7 2.388~2.441 84.5 1.59~2.27 102.7~143.0 신설벽체

인창빌딩~성북천좌안 6.0×0.5 2.441 317.8 1.04 104.1 월류벽

 성북천통과구간 ▣3.0×0.7 2.441 60.0 1.57 112.7 PC 암거

 성북천우안~무학로 6.0×0.5 2.441~2.444 224.7 1.14 119.5~129.0 월류벽

 무학로~정릉천좌안 6.0×0.5 2.445~2.447 487.0 1.14 119.2~119.3 월류벽

 릉천좌안~복원종점 ▣1.5×1.5 2.536 594.0 1.74 130.4 PC 암거

우

안

소    계 (우안) - 1,796.0

 난계로 4.0×0.4 1.051~1.054 80.0 1.05~1.06 103.9~150.0 신설벽체

 난계로~한성빌딩 2.6×0.4~3.5×0.4 1.054~1.070 287.1 1.15~1.26 113.0~114.0 신설벽체

 한성빌딩~무학로 2.3×0.5~2.8×0.5 1.072~1.078 342.5 1.05~1.23 129.2~147.9 월류벽

 무학로~성동구청 2.3×0.5~3.0×0.5 1.078 702.4 1.05ㅍ~1.11 104.7~125.6 월류벽

 성동구청~복원종점 ▣1.1×1.1 1.078 384.0 1.43 137.5 PC 암거

표 4-2-217. 제3공구 초과월류수관거 시설계획

⑤ 개구부 설치 

번

호

수리모형실험 제안 금회적용

비고측점

(No.)
구조물명

개구부 크기

(B×H×련수)

측점

(No.)
구조물명

개구부 크기

(B×H×련수)

1 29+50 사면벽체 2.0×2.0×8개소×양안 29+50 사면벽체 2.7×2.5×6개소×양안 폭조정

2 34+21 무학교 3.0×2.3×6개소×양안 34+21 무학교 3.0×2.1×6개소×양안

3 37+67 비우교 2.4×2.25×6개소×양안 37+67 비우교 2.4×2.25×6개소×양안

4 40+71 황학교
3.0×2.1×6개소-좌안

3.0×1.4×6개소-우안
40+71 황학교

3.0×2.1×6개소-좌안

3.0×1.43×6개소-우안

표 4-2-218. 개구부 설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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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지용수

1) 개요

(1) 기본방향

• 주변 관련시설의 현황과 관련계획을 수집, 분석하여 하천유지용수 확보

• 관련시설의 전체적인 복원특성과 경제성, 장래성을 고려하여 결정

• 하천 유지용수의 용량, 수질을 만족하는 유지용수 확보방안 수립

(2) 유지용수 확보 및 공급 개요

보광동정수장이 2004년 폐쇄 예정으로 자양취수장내 보광동 라인을 활용하여 기전설비를 개량하고, 중랑

천과 합류되는 지점까지의 도수관로를 재활용하고, 중랑천 합류점부터 복원시점까지는 송수관로 약 11 

k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경복궁역 외 14개 지하철역사에서 배출되는 지하수량은 강우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영향을 받아 계절적, 시간적으로 불규칙한 점을 고려하여 펌프, 송수관로 등의 용수공급시

설은 120,000톤/일을 계획하고, 저수로폭을 고려하여 태평로입구(송수관구경 : 900mm), 동대문(송수관구

경 : 1,000mm), 성북천 합류점(송수관구경 : 1,100mm)에서 유량을 배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

다. 계획량은 기본설계에서는 총 93,700톤/일로 계획되었으나 추후 실시설계에서 120,000톤/일로 변경되

었다. 

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1. 유지용수 시설용량  Q=93,700 ㎥/일 Q=120,000㎥/일

2. 자양취수장 개량 Q=21.7 ㎥/분×3(1) Q=27.8㎥/분×3(1)

3. 유지용수관로  ∙ D=800~1,000㎜, L=11.8㎞  ∙ D=900~1,100㎜, L=10.86㎞

 ∙ 공구외 구간  ∙ D=1,000㎜,      L=6.06㎞  ∙ D=1,100㎜,      L=5.02㎞

 ∙ 공구내 구간  ∙ D=800~1,000mm L=5.74㎞  ∙ D=900~1,100㎜, L=5.84㎞

4. 분기점유량제어 설비 및 원격제어 설비  - 1식

표 4-2-219. 유지용수 시설개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끌어들이는 물은 하루 71,700톤으로 청계천 밑에 매설된 새 관로를 통해 펌프로 뿜어

져 태평로의 시점 부분에 63,200톤, 동대문 부근에서 8,500톤씩 방류된다.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문제가 생

겨 수질을 보완해야 할 경우 잠실대교 부근 자양취수장에서 한강물을 끌어들여 중랑하수처리장을 통해 같

은 방식으로 공급한다. 

지하철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에서도 하루 22,000톤이 공급되는데, 시내 대부분의 지하철역에는 전동차가 

다니는 터널 주위에 지하수를 모으는 집수정이 있어 이 집수정에서 청계천까지 직경 30㎝의 관으로 지하

수가 공급된다. 청계천 주변의 광화문역, 종로3가역, 동대문역 등 15개 역에서 청계천 물 공급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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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3> 유지용수 계획평면도

 

<그림 4-2-84> 유지용수 확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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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용수 공급방안

① 유지용수 시설개요

청계천 유지용수 시설의 시설용량은 Q=120,000㎥일, 총 연장 11.0km로 자양취수장에서 취수하여 청계천

복원구간을 하류로부터 이송하여 각 공구에서 분할 방류토록 계획되며 시설개요는 <표 4-2-220>과 같다.

구       분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비고

1. 유지용수 시설용량  ∙ Q=93,700㎥/일  ∙ Q=120,000㎥/일

2. 자양취수장 개량  ∙ Q=21,7㎥/분×3대(예비1대)  ∙ Q=27.8㎥/분×3대(예비1대)

3. 유지용수관로  ∙ D=800~1,000㎜, L=11.8㎞  ∙ D=900~1,000㎜, L=11.0㎞

 - 1 공 구  ∙ D=800㎜,      L=7.90㎞  ∙ D=900~1,100㎜,  L=7.10㎞

 - 2 공 구  ∙ D=800㎜~900㎜ L=2.10㎞  ∙ D=1,000㎜ L=2.10㎞

 - 3 공 구  ∙ D=900㎜~1000㎜ L=1.80㎞  ∙ D=1000~1,100㎜ L=1.79㎞

4. 분기점 유량제어 설비 및 원

격제어설비
- 1식

표 4-2-220. 유지용수 시설설계 개요

② 유지용수 공급량

구  분 기 본 계 획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비  고

유지용수

공급량

(㎥/일)

계 93,700 115,700 144,000
하천 평균수심 확보를 

0.3m

 → 0.4m 증가

지하철 지하수 22,000 22,000 22,000

고도처리수 또는 

한강원수
71,700 93,700 120,000

표 4-2-221. 유지용수 공급량 검토

③ 공급가능량 검토

구  분 공급가능량(㎥/일) 공급용량(㎥/일) 비    고

지하철 지하수 22,000 22,000 - 

고도처리수 250,000 120,000 - 중랑하수처리장 3차처리수 이용

한강원수 350,000 120,000 - 기존 보관계통 취수가능량 이용

주) 2003. 12월 현재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 T/K 사업에서는 청계천 유지용수를 Q=93,700톤/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추후 120,000톤/일로 변
경되어야 함.

표 4-2-222. 유지용수수원의 공급가능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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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지용수 수원의 특성

구 분 특         성 비 고

지하철

지하수

∙ 기존에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합류식 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

처리장 효율저하, 유지관리비용 증대

∙  ｢지하철 배출 전용관로 설치 기본설계(1997. 12)｣에서 지하철역사 배출수 전용관로 설치계획

하수

처리장 처리수

∙ 청계천 하류부에 위치한 중랑하수처리장 처리수(Q=1,710,000㎥/일)중 일부이용 가능

∙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와 관련하여  ｢고도처리시설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T/K｣현재 수행중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 이용으로 리싸이클링 효과

한강원수 

(자양취수장)

∙ 2004년 폐쇄되는 보광동 정수장(Q=300,000㎥/일)의 취수원이 자양취수장을 활용하여 유지용수 

공급가능

∙ 수질양호(평균 Ⅱ급수)수량 풍부

∙ 청계천 유지용수 활용 후 한강으로 환원

표 4-2-223. 유지용수 수원별 특성

2) 유지용수 관로 및 공급설계

(1) 설계기준 검토

① 유지용수 유량기준 설정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중 경관, 동식물의 보호, 수질보전과 같은 친수기능의 유지 

및 생태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수면폭, 유속, 수심 등 환경 보전유량을 하천유지유량으로 산정하였다. 하

천유지유량은 도시하천으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관, 시민의 친수활동, 동·식물 생태 유지를 위한 필

요한 유량으로 계획하였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달리 실시설계시 평균수심 0.4m이상을 확보하도록 

유지용수 유량기준을 변경하였다.

구  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 고

수면폭(m) 하폭의 20% 이상 좌 동 좌 동

평균유속(m/sec) 0.25 이하 좌 동 좌 동

평균수심(m) 0.3 이상 좌 동 0.4 이상

표 4-2-224. 하천기능별 유지용수 유량기준

② 수질환경 기준설정

수질기준은 수경관의 조성 등 경관적인 역할, 수생 동·식물의 생태계, 친수활동을 고려하여 검토하며, 하

천의 수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각 용도별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에 대한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권위있는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수질기준치(criteria)와 법적

으로 규정되고 있는 환경기준치(standard) 조사와 경관, 생태계, 친수활동,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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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을 설정하였다.

구 분

방 법

기  준  치

수소이온농도

(pH)

산소요구량

(BOD)

부유물질량

(SS)

용존산소량

(DO)

대장균군수

(MPN/100㎖)

T-N

(㎎/ℓ)

T-P

(㎎/ℓ)

경  관 - 5 mg/ℓ이하 25 mg/ℓ이하 - - 

생태계 - 5 mg/ℓ이하 - 5 mg/ℓ이상 - 

친수활동

(물놀이)
6.5~8.5 5 mg/ℓ이하 25 mg/ℓ이하 5 mg/ℓ이상

1,000MPN

/100㎖이하

생활환경 6.0~8.5 6 mg/ℓ이하 25 mg/ℓ이하 5 mg/ℓ이상
5,000MPN

/100㎖이하

유지용수

목표수질
6.0~8.5 5 mg/ℓ이하 25 mg/ℓ이하 5 mg/ℓ이상

1,000MPN

/100㎖이하
10 이하 1 이하

표 4-2-225. 하천기능별 수질환경 기준검토

③ 수리계산 기준

구           분
적   용   공   식

공  식  명 공          식

개 수 로 Manning 공식  V＝
1
n

× R(2/3) × I(1/2)

관 수 로

장 구 간 Hazen-William 공식 I= 10.666×C
(-1.85)

×D
(-4.87)

×Q
(1.85)

단 구 간 Darcy-Weisbach 공식

  △h＝f ×
ℓ
D
×
V

2

2g

 f=
124.5n

2

D
1/3

W E I R

Francis 공식 △h=( Q
1.84×B )

( 2/3)

Strickland 공식 △h=( Q
1.42 )

( 2/5)

월 류

TROUGH

자 유 낙 하 Thomas-Camp 공식 ho= 2hcℓ
2
+ (hcℓ-

iℓ
3

)
2

-
2
3
iℓ

트라프하단에 

잠길때
Thomas-Camp 공식 ho=

2hcℓ
3

hℓ
+ (hℓ-

iℓ
3

)
2

-
2
3
iℓ

우 수 유 량 합    리    식  Q＝
1
360

·C ·I ·A

표 4-2-226. 수리공식 기준

④ 관로설계 기준

관로 설계기준은 상수도시설기준(1997, 환경부) 및 청계천복원공사 일괄입찰안내서(2003, 서울시)에 의하

여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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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설기준 및 입찰안내서 적      용

1) 관종

 ∙ DCIP, 도복장 강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등 동급이상의 상수도 용관 

사용(시설기준)

 ∙ 강관 또는 DCIP 이상의 제품 사용

3LP, 도복장강관, DCIP관

을 비교 검토하여 3LP 강

관을 채택

2) 관접합  ∙ 용접합(내·외부) 또는 Flange  접합 좌동

3) 관두께계산  ∙ 정수압, 수격압, 토피에 의한 트럭하중에 의한 토압을 전부 동시에     고려 좌동

4) 관매설깊이

 ∙ D=900㎜이하 : 1.2m 이상

 ∙ D=1,000㎜이하 : 1.5m 이상

 ∙ 단, 하상에 부설시는 1.2m 이상

좌동

5) 이형관 보호공  ∙ 이형관(강관)에서도 45°이상의 곡관 또는 하천횡단부에 설치 좌동

6) 각종변실

 ∙ 제수밸브 : 3~5㎞마다

 ∙ 공기밸브 : 관로의 요부 - 400㎜이상 : 급속 또는 쌍구

 ∙ 이토변실 : 관로의 철부 - 송수관경의 1/2~1/4

좌동

7) 관부설위치 

및 표석설

 ∙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

 ∙ 표석은 50m간격 22+1/2 이상 곡관부에 반드시 설치
좌동

8) 유 속  ∙ 최대한도 3m/sec 이하 좌동

표 4-2-227. 관로설계 기준

(2) 유지용수관로 설계

① 개요

유지용수 관로는 D=1,800㎜로 기 시설되어 있는 보광정수장 계통 도수관로를 활용하고, 용비교 인근에서 

분기하여 Q=120,000㎥/일의 용수를 공급 가능하도록 D=900~1,100㎜로 계획하였으며, 시설개요는 다음

과 같다.

노 선 명 관 경(㎜) 연 장(㎞) 관  종 비   고

기존관로 D=1,800㎜ 6.0 도복장 강관

신설

관로

복원

구간 외

지역

A-1LINE D=1,100㎜ 2.17

3LPA-2LINE D=1,100㎜ 2.2

B-LINE D=1,100㎜ 0.65

소   계 5.02

복원

구간

1 공 구
D=900㎜

D=1,000㎜

0.67

1.29

3LP2 공 구 D=1,000㎜ 2.09

3 공 구
D=1,000㎜

D=1,100㎜

0.29

1.503

소   계 5.843

계 10.863

표 4-2-228. 기존관로 및 신설관로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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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선선정

다음은 청계천 횡단구간 기본설계 노선검토 결과이다.

구  분 기본설계 현황 문  제  점 대    안

분기점 위치 자동차 전용극장 앞 시공시 민원발생, 영업보상이 필요 분기점 위치 변경

체육공원 통과구간 체육공원내 자동차 전용극장 부지 통과 시공시 민원발생, 영업보상이 필요 자동차 전용극장을 우회하여 관로 계획

청계천 횡단구간
노선을 수심이 깊은 중랑천 합류지

점에 계획, Open-Cut으로 계획 
하천수심이 깊어 시공 곤란

노선을 수심이 낮은 청계천 상류부

로 계획하며, 시공성을 고려하여 

횡단공법 변경

표 4-2-229. 청계천횡단구간 기본설계 노선검토

구  분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비 고
1 안 2 안

1. 안개요

 ∙ 노선계획은 수심이 깊은 중랑천 

합류지점에 계획

 ∙ Open-Cut으로 시공

 ∙ 수심이 낮은 청계천 상류부로 

노선계획

 ∙ 가물막이 설치후 Open -Cut

으로 시공

 ∙ 수심이 낮은 청계천 상류부

로 노선계획

 ∙ 가물막이 설치

 ∙ 하천수 및 지하수차단을 위

해 Sheet Pile으로 시공

2. 시설개요  ∙ D=800㎜, L=134m  ∙ D=1,100㎜, L=150m  ∙ D=1,100㎜, L=150m

3. 기본설계 검토  ∙ 수심이 깊어 시공이 불가하므로 기본설계안 배제

4. 개략공사비

  (백만원)
55백만원 127백만원 251백만원

  ∙ 둔치구간 14백만원 14백만원

  ∙ 하상구간 113백만원 237백만원

5. 장·단점

  ∙ 시공성  ∙ 양호  ∙ 양호

  ∙ 경제성  ∙ 우수  ∙ 불리

  ∙ 공사가능기간  ∙ 건기시 시공  ∙ 상시 시공가능

6. 건 의  ∙ 청계천은 평상시 건천으로서 건기시에 시공이 가능하므로 경제성이 우수한 1안을 실시설계안으로 채택

표 4-2-230. 청계천횡단구간 설계비교 검토 

다음은 중랑천 횡단구간 노선검토 결과이다. 

구  분 기본설계 현황 문  제  점 대    안 비 고

1. 중랑천 횡단구간

 ∙ 노선을 수심이 깊은 중랑천 

저수로(유심부)계획

 ∙ Open-Cut으로 계획

 ∙ 하천수심이 깊어 시공 불가

 ∙ 최대한 하천둔치로 계획

 ∙ 중랑천 저수로 통과구간은 

횡단공법 변경

2. 중랑하수 처리장 

시점부 위치

 ∙ 중랑하수처리장 방류토구에 

위치

 ∙ 하천제내지에 위치 

 ∙ 중랑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한 시공 불가

 ∙ 중랑하수처리장과 협의 

결과 제외지로 변경

 ∙ 시점부 위치 변경

 ∙ 하천제외지(중랑처리장)

부지내로 변경

표 4-2-231. 중랑천 횡단구간 노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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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종 및 관경 설정

관종선정

관종은 분말융착식 PE피복 강관으로 결정되었는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관  종  선  정

관종선정  ∙ 분말융착식 PE피복 강관

선정사유

 ∙ 시공이 용이하고 관의 내구성 면에서 유리

 ∙ 관의 내면이 액상에폭시로 코팅이 되어 수리적으로 유리

 ∙ 관 외면이 PE코팅되어 내식성 및 전기절연성이 우수하여 전기방식설비 설치가 불필요

 ∙ 관 규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형관 제작이 용이

 ∙ 청계천복원구간은 지하철 통과구간이 있어 절연성 및 내부식이 우수한 PE 피복 관종 선정

 ∙ 내진에 특히 강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 기본설계 심의 지적사항으로 제1,2,3공구 관종통일에 대한 지적사항 반영

표 4-2-232. 관종선정

관두께 검토

계획된 유지용수관은 관경별로 내압, 외압, 부등침하, 수격압, 토압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관두께를 검토

하였으며 계획관 두께는 소요 관두께에 관부식 및 제작오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구        분 관경(㎜)
내  압 (㎏/㎠) 소요 관두께

(㎜)

적용 관두께

(㎜)정상동수위 수충압고려시

유지용수관로

D900㎜ 0.79 6.87 4.3 7

D1,000㎜ 1.75 6.87 4.7 8

D1,100㎜ 4.3 6.87 5.3 8

표 4-2-233. 관두께 결정(강관)

관경설정

유량별, 경제적 현가가치를 분석한 경제적 관경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유량(㎥/일) 연장(㎞) 관경(㎜) 비   고

시점부~NO.38 120,000 5.87 D=1,100

NO.38~NO.53 107,400 1.5 D=1,100

NO.53~NO.74+40 98,900 2.14 D=1,000

NO.74+40~NO.81+10 87,380 0.67 D=900

주) 하천 STA NO. 임.

표 4-2-234. 관경설정 

관부설 위치

송수관로의 관부설 위치는 전 구간에 대한 현장답사, 지형현황측량, 지장물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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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항을 감안하여 현장조건에 가장 부합되도록 부설 위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부설관의 사용조건에 맞

게 가급적 직선화하였다.

최소토피

매설관의 깊이는 토압과 노면 동하중에 대하여 관이 안전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그 깊이는 토질, 노면

상태, 도로등급과 종별에 따라 다르고 또 관의 재질, 구조, 관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경이 

클수록 깊어진다. 이에 최소토피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전국 최대동결깊이 곡선도(1980~1989년)를 이용해 

그 지역의 동결심도에 20㎝이상의 여유를 두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구     분 최  소  토  피 비           고

관경  900㎜이상 120㎝

관경 1,000㎜이상 관경이상 토피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는 관보호공 처리함.

표 4-2-235. 노면하중 고려시 최소토피

④ 수리계산

기본조건

수리계산은 청계천 하천 복원구간에 유지용수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설계

유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설계유량(㎥/일) 비   고

시점부~NO.38 제3공구 120,000

NO.38~NO.53 제2, 3공구 107,000

NO.53~NO.74+40 제1, 2공구 98,900

NO.74+40~NO.81+13 제1공구 87,380

표 4-2-236. 구간별 설계유량 검토

계산기준

• 계획유량 : Q=87,380 ~120,000㎥/일

• 관로연장 : 16.113㎞
• 관    경 : D=900~1,100㎜
• 적용공식 : Hazen-Williams 공식

                I= 10.666×C- 1.85×D- 4.87×Q 1.85

                R=0.84935×C×R 0.63×I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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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I = 동수구배, C = 유속계수(110~120), D = 관경(m),      

              Q = 유량(m3/sec), V = 유속(m/sec), R = 동수반경(m)

수리계산

• 자양취수장에서 공급시

시 점 종 점
연장

(m)

유량

(㎥/일)
C

관경

(mm)
동수구배(‰)

손실

(m)

유속

(m/초)
비  고

가압장 분기점 6,000 120,000 120 1,800 0.15932 0.96 0.55 HGL51.9m

분기점 NO.23 4,300 120,000 120 1,100 1.75335 7.54 1.46 

NO.23 NO.38 1,500 120,000 120 1,100 1.75335 2.63 1.46 제3공구 종점

NO.38 NO.53 1,500 107,400 120 1,000 2.27156 3.41 1.58 12,600톤 분기

NO.53 NO.62 900 98,900 120 1,000 1.95020 1.76 1.46 8,500톤 분기

NO.62 NO.74+40 1,240 98,900 120 1,000 1.95020 2.42 1.46 제1공구 종점

NO.74+40 NO.81+13 673 87,380 110 900 3.04317 2.05 1.59 11,520톤 분기

표 4-2-237. 수리계산(자양취수장 공급시)

•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공급시

시 점 종 점
연장

(m)

유량

(㎥/일)
C

관경

(mm)

동수구배

(‰)

손실

(m)

유속

(m/초)
비  고

중랑하수

처리장

A-LINE

분기점
652.1 120,000 120 1,800 0.15932 0.10 0.55 

분기점 NO.23 2,203 120,000 120 1,100 1.75335 3.86 1.46 

NO.23 NO.38 1,500 120,000 120 1,100 1.75335 2.63 1.46 제3공구 종점

NO.38 NO.53 1,500 107,400 120 1,000 2.27156 3.41 1.58 12,600㎥/일 분기

NO.53 NO.62 900 98,900 120 1,000 1.95020 1.76 1.46 8,500㎥/일 분기

NO.62 NO.74+40 1,240 98,900 120 1,000 1.95020 2.42 1.46 제1공구 종점

NO.74+40 NO.81+13 673 87,380 110 900 3.04317 2.05 1.59 11,520㎥/일 분기

표 4-2-238. 수리계산(중랑하수처리장 공급시)

⑤ 부대시설

관로의 송수기능 확보 및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수밸브 및 공기밸브, 배출수설비(이토관 및 밸브), 

유량계, 맨홀, 신축관 등이 필요하며 이들을 각각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밸브실 등을 두었다.

제수밸브

제수밸브는 관내의 유수정지 및 수량조절을 위하여 설치하였다. 위치는 관로의 시점, 종점, 분기점, 연결

관, 중요한 이토관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였다. 규격은 제수밸브의 규격은 개폐의 빈도 및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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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등을 고려하여 관경 D＝400㎜이상의 관로에서는 버터플라이(Butterfly Valve)형 제수밸브를 사용하

였으며 밸브의 구경은 관로의 구경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량계 설치

유량계는 송수펌프장 토출부에 각1개소, 배수지 유입부에 각 1개소를 설치하였고, 유량계 형식의 경우 

D=400㎜미만은 전자식을 D=400㎜ 이상은 초음파식(다중회선)을 적용하였다.

분기점 유량제어

• 검토배경

 - 기본설계시 유지용수관로 분기점 중 하천유지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 각 분기점의 배분량을 

정확히 분배할 수 있는 시설계획이 미비되어 있음.

 - 분기점 유량제어 방안을 수립하여 각 분기점에 적정유량을 공급하고 하천의 적정수심을 확보하기 위함.

• 유량제어 방안 : 분기점 유량제어 방안으로는 제어밸브, 유량계설치, 조절용 밸브를 설치하여 유량

을 제어하며 운전방법별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선정하였음.

 - 대안 1 : 시운전시 수동으로 제어하며 유량계는 직독식을 설치하여 시운전시 제어밸브의 개도로서 

유량제어

 - 대안 2 : 유량계 및 제어밸브를 원격제어(자동제어) 하는 방안

• 분기점 유량제어 방안

구   분 채  택  사  유 비고

채택방식  ∙ 제어밸브(수동), 직독식 유량계

채택사유

 ∙ 분기점의 유량제어는 시운전시 밸브 개도로서 조정한 후 분기점 유량을 setting후 특별히 제어할 

필요가 없음.

 ∙ 유지용수 송수량 및 관로 수리조건은 일정하므로 시운전시 결정된 밸브개도를 유지하면 분기점 유

량배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4-2-239. 분기점 유량제어 방안

• 분기점 현황

구   분 계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비  고
유량

(㎥/일)
120,000

Q1=12,170

Q2=86,730  계=98,900
8,500 12,600

분기지점 4개소 NO 74+40, NO 81+13 NO 52+98.5 NO 38+00

주) 분기점 유량 및 분기지점은 청계천 유지용수 수심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표 4-2-240. 분기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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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표석, 관로 표시못

구 분 표 시 못 표 석

설치위치 - 공도(차도 및 보도) - 농경지, 산지구간 등

설치간격
- 직선구간 매 25m마다

- 변곡점 개소마다

- 직선구간 매 200m마다

- 변곡점 개소마다

표 4-2-241. 표지의 종류 및 설치간격

경고용 테이프

관   로   명 연   장(m) 설치연장(m) 비        고

복원구간외 지역 5,020 5,020

복 원 구 간 1,960 1,960

계 6,980 6,980

표 4-2-242. 관로 경고용 Tape 설치개요

소독설비

소독설비는 경제성 측면에서 양호하며, 유해한 부산물생성 및 수중생물에 전혀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하변동에 강하고, 특히 최근 적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자외선(UV)조사에 의한 소독방식을 선정하였다. 

이 방식은 접촉시간도 짧아 간헐방류방식으로 되어있는 지하철 용수의 유출량 변동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

로 평가받고 있다.

 

(3) 기계설비

취수펌프는 양흡입 볼류트형으로서 40,000㎥/일 용량의 상용 3대, 예비 1대를 설치하며 보광계통의 펌프

설비를 철거한 공간을 설치한다. 흡입측의 유지관리를 위한 차단밸브로 제수밸브를 사용하고, 토출량의 

제어 및 차단에는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며, 토출측에도 밸브 및 펌프의 고장 등 비상시를 고려하여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역류방지용 체크밸브는 대유량 고양정 및 수격작용을 고려하여 완폐형 체크밸브를 사용한다. 펌프장내의 

소용량 배수펌프는 평상시 누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용량 배수펌프는 배관파열시 또는 홍수시의 

침수 등에 대비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며 펌프장의 시설관리, 반입을 위한 크레인은 기존시

설물을 이용토록 계획하였다. 

• 설비규모의 적정성을 통한 유지용수의 원활한 공급 계획수립

• 펌프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소음 및 진동 등 주변 지역의 악영향 최소화

•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정하여 설비의 내구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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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수도 시설기준 설 계 적 용 비  고

계획수량(㎥/일) 9,000 이상 120,000

대      수 4(1) 이상
상용 예비 계

( )내는 예비
3 1 4

표 4-2-243. 유지용수 펌프의 계획수량과 대수

구  분 설 계 기 준 설 계 적 용 비  고

펌프 예비율

(%)

용 량 30 이상 33 

대 수 33 이상 33 

표 4-2-244. 펌프장 설비 계획

<그림 4-2-85> 유지용수 관로 계획도

• 주요설비 (단위 : 대)

구     분
주  요  설  비

비고
규  격 상  용 예  비 계

펌  프  류

유지용수 공급펌프 27.8㎥/min×54m 3 1 4

배수펌프  1㎥/min×20m 1 1 2

진공펌프 16.5㎥/min×740mmHg 1 1 2

밸  브  류

흡·토출량 제어 및 차단용 700A,400A 8 - 8

역류방지용

체크밸브
400A 4 - 4

유 지 관 리

설       비
크 레 인 10TON 1 - 1

수   충   압 

방 지 설 비
수충압 완충탱크 35㎥ 2 - 2

표 4-2-245. 유지용수관련 주요 기계설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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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① 개요

전기분야는 크게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각 설비분야의 내용은 <표 

4-2-246>의 내용과 같다. 

구분 내용

전기분야

수전설비
 ∙ 기존 자양취수장 : 22.9kV-Y 3상4선 60Hz 특고압 2회선 수전반 9면

 ∙ 청계천 유지용수 : 기존 자양취수장 변경계획에 의한 2중화 수전설비반 이용

변전설비

 ∙ 기존 자양취수장 : 주변압기 22.9kV/3.3KV 3상 유입형 6,000[kVA] 3대(1대예비)

고압변압기 3.3KV/380-220V 300[kVA] 1대

 ∙ 청계천 유지용수 : 기존 자양취수장의 보광계통 주변압기 이용 

배전설비
 ∙ 기존 자양취수장 : 뚝도 및 보광계통의 고압반 10면, 기동반 16면 보광계통 기동반 6면, 콘덴서 3면 철거

 ∙ 청계천 유지용수 : 고압 모타기동반 4면 신설 

계측제어 분야  ∙ 감시제어시스템 : PLC System에 의한 원격 감시제어

표 4-2-246. 전기 및 계측제어 개요

② 전기설비

• 수전설비

구   분 특고압 수전 기존 수전 이용 비 고

수전전압  ∙ 특고압 : 22.9KV  ∙ 특고압 : 기존 22.9KV

수전방식  ∙ 특고압 : 분기 2회선  ∙ 특고압 : 기존 2회선

수전용량
 ∙ 특고압 : 1,500[kVA]

 ∙ 주변압기 : 6,000[kVA] (기존)
 ∙ 주변압기 : 6,000[kVA]x2 (기존)

건축면적  ∙ 전기실 : 증축 150[㎡]  ∙ 전기실 : (기존)

공사내용

 ∙ 신설 

   - 특고반 (CGIS) 6면

   - 특고변압기 2면

   - 고압반 3면, 기동반 4면 

 ∙ 신설 : 기동반 4면

 ∙ 철거 : 기동반 6면, 콘덴서반 3면

선정사유

 ∙ 기존 수전용량을 이용하여 공사비가 저렴하고 건

물증축이 필요 없으며, 통합운영관리시 설비규모

의 축소와 유지관리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본 안을 

선정함.

선   정 ◎

표 4-2-247. 수전설비 중 청계천 유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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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전설비

구     분 기존 자양 취수장 청계천 유지용수 비 고

전압강하방식
 ∙ 고압 : 22.9KV/3.3KV

 ∙ 저압 : 3.3KV/380~220V 
기존 사용

변압기 기종 
 ∙ 고압 : 유입 변압기

 ∙ 저압 : 몰드 변압기 
기존 사용

BANK 구성
 ∙ 고압 : 3Bank(상용2 및 예비1)

 ∙ 저압 : 2Bank(상용1 및 예비1)
기존 사용

변압기 용량
 ∙ 고압 : 6,000[kVA]

 ∙ 저압 : 300[kVA]
기존 사용

표 4-2-248. 변압기 설치내용

• 배전설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배 전 설 비
 ∙ 고압기동반은 옥내 폐쇄 자립형이며 차단기는 인출형 VCB로 계획

 ∙ 고압기동반은 기존과 동일한 TEACTOR 기동방식 계획

배 관 선 정
 ∙ 기존 CABLE TRAY 및 CABLE DUCT 이용

 ∙ 동력, 제어, 신호용 : 아연도 전선관 및 가요전선관

배 선 선 정
 ∙ 전력용케이블 : 3.3KV FR-CV 및 600V FR-CV 및 IV 

 ∙ 케이블 트레이내에 배선은 난연성 케이블 선정

표 4-2-249. 배전설비 

③ 제어계측분야 설계

개요

계측 제어 설비는 주로 경제적인 운전의 실현, 안정적인 수질의 유지, 사고의 방지 및 안전의 유지, 에너

지 절감 등을 위해 도입된다. 이러한 제어계측분야 설계의 기본방향은 첫째, 중앙 감시제어시스템을 활용

한 유지용수 시설의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및 경제성 확보, 둘째, 정보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위험 분산

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셋째, 데이터 관리용 Operator's Station을 이용한 유지용수 시설의 관리로 설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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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제어시스템의 구성

장    비 수량 주    요    내    용 설치장소

감시제어

시 스 템

(COS+EWS)

2Set

 ∙ CPU  : 산업용 Pentinum III 866MHz 이상

 ∙ Memory  : 256M Byte 이상

 ∙ HDD  : 40G Byte 이상

 ∙ FDD  : 3.5″Disk Driver(1.44MB)

 ∙ CD R/W : 24배속 이상

 ∙ CD Rom : 32배속 이상

 ∙ O/S  : Window 2000 이상

 ∙ Monitor  : 21", 1,280 x 1,024 

청계천 관리사무소

Screen Projector 2 면
 ∙ Type  : DLP Module 방식

 ∙ Size  : 67 Inch
청계천 관리사무소

경보프린터

(Alarm Printer)
1Set

 ∙ 기    능 : Fail-Over

 ∙ 인자방식 : Ink-jet      

 ∙ Color 인쇄 속도 : 11PPM 이상

 ∙ 사용 용지 : A4, A3 

 ∙ 해 상 도 : 1,200 x 600 DPI

 ∙ Memory  : 48M Byte      

청계천 관리사무소

자료수집용

(Logging

Printer)

1Set

 ∙ 기    능 : Report 및 화면출력

 ∙ 인자방식 : Laser      

 ∙ Memory  : 12Mbyte 이상

 ∙ 사용 용지 : A4, A3 

 ∙ 인자 밀도 : 1200 DPI이상 

 ∙ 인자 속도 : 16 ppm 이상(자동급지)

청계천 관리사무소

UPS 1Set

 ∙ 용     량 : 10 KVA

 ∙ Backup Time : 30분
 ∙ Memory  : 16KByte
 ∙ PID 제어 및 종합 연산 기능외 다수의 기능

청계천 관리사무소

PLC 및 

MMI S/W 개조
1식  ∙ 자양취수장 기존 PLC 및 MMI S/W 개조  

자양취수장

운 영 실

현장 변환기반 2Set  ∙ 형     식 : 옥외 스텐션형  수위 측정점

기타 Network 설비 1식  ∙ HUB, ROUTER, DSU 등

표 4-2-250. 시스템 구성항목

항    목 내             용

계측기기 선정

조        건

 ∙ 정밀측정을 위한 측정 Range 검토 

 ∙ 열악한 환경에 대비한 내구성 (부식)

 ∙ A/S 조건 및 검수, 교정 편이성

 ∙ 장래 확장성

 ∙ 사용의 편이성

설계 적용

 ∙ 자동제어 요구수준에 적합한 정밀도가 높은 기종으로 선정

 ∙ 내구성,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 선정

 ∙ 배관상에 설치되는 계측기는 유지보수의 편의를 고려한 By-Pass 배관 설치

 ∙ 운전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측기기 선정

 ∙ 주위환경 및 설치조건을 고려한 설계

표 4-2-251. 계측기기 선정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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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용수 손실방지 대책

(1) 하천손실량 산정

지하수위선은 풍화암 상단 1~5m에 위치하여, 지하수 흐름이 남북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

었다. 청계천의 경우 지반의 조건상 지하침투로 인하여 유지용수의 손실량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청계천 유지용수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으로서 지하수맥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유지관리가 용이하

고 장래 하천환경에 지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하상차수공법을 선정 검토하였다.

(2) 차수공법 검토 및 선정

연직차수공법

차수공법은 강널말뚝(SHEET PILE)공법, (비)약액주입공법, 심층혼합처리(Deep Wing Mixing)공법, 고압

분사공법으로 크게 구분된다. 각 공법은 시공성, 차수성, 내구성, 환경오염성, 경제성 등을 다양한 측면에

서 면밀히 검토되어, 제1․2공구는 고압분사공법 중 SQJ(SQuare Jet)공법이, 제3공구는  강널말뚝(SHEET 

PILE)공법이 공구별로 특성에 맞게 채택되었다.

공 법 고압분사(S.Q.J) SHEET PILE

특 성

 ∙ 현장시공성 우수

 ∙ 판넬식 벽체조성이 가능(특허공법)

 ∙ 강재에 비해 환경친화적

 ∙ 시공이 간단

 ∙ 접촉부의 수밀성이 우수

 ∙ 다양한 단면 형상이 우수하여 차수효과가 큼

 ∙ 차수벽과 토류벽 역할이 동시에 기대 가능

적용

사유

 ∙ 현장시공성이 뛰어나고 시공속도가 빠르며, 구근형성이 

타공법에 비해 뛰어남

 ∙ 청계천 현장과 동일한 조건의 시험 시공시 구근형성이 

확실함

 ∙ 지반으로의 유출에 의한 지반·하천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장기 차수성능 우수하고, 빠른 시공속도에 의한 공기절감 가능

 ∙ 향후 확장계획에 따른 자재의 재활용이 가능

표 4-2-252. 차수벽 공법 선정

바닥(수평) 차수공법

초기 선정되었던 자연재료인 점토라이너는 가장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환경친화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

는 차수방법으로 고려되었으나, 벤토나이트매트공법이 시공성과 외력에 비교적 저항력이 강해 유지관리에 

있어서 점토라이너공법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차수성과 시공성, 유지관리성, 공사

기간 등의 측면에서 벤토나이트 매트가 점토라이너공법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벤토나이트매트공법

으로 변경·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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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용수 수위 유지방안

수심유지

청계천복원 구간은 하상경사도, 유속의 크기, 수위 등으로 유지용수의 수위와 유속을 만족시킬 수 없는 

구간은 보 및 여울 등을 이용하여 유지용수의 수위와 유속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유지용수의 공급량 120,000톤/일에 따른 목표수심 평균 40cm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수로내 여울 

및 징검다리를 계획하였다.

공법비교 및 검토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공법은 경관생태학적 측면, 하천생태학적 측면, 수질정화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

토되었다. 주요 수심유지시설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유지용수의 수위

유지를 위하여 평여울과 징검다리 등이 선정, 설계되었으며, 그 위치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였다. 

구분 여울 자연형 래버린스보 경사식 낙차공

관련

사진

유 형

 ∙ 취수보형, 낙차공형으로 다양한 형식  

가능

 ∙ 상류로 볼록한 형상(타원형)이 수리

구조상 유리

 ∙ 자연형 래버린스 보는 평면형태를 

연속적인 삼각형 또는 사각형으로 

제작하여 제정길이를 증가시켜 보를 

월류하면서 재폭기를 발생시킴. 

 ∙ 각종 용수의 취수, 수운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

하여 설치하는 시설

재 료
 ∙ 비중이 큰 원목(PLA, 딜레니아 등) 

또는 PE 고분자
 ∙ 목재 또는 합성수지재료의 각재  ∙ 잡석, 거석 등이 주재료

주적용

장소

 ∙ 취수가 필요한 곳 (보형)

 ∙ 하상보호가 필요한곳 (낙차형)
 ∙ 수질향상을 필요로 하는 곳

 ∙ 취수, 수운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

기 위한 곳

유지

관리
 ∙ 불필요  ∙ 부유물 제거 필요  ∙ 불필요

검토

의견

 ∙ 자연재이면서도 경관성, 친수성, 생

태환경,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가

장 유리함

 ∙ 경제성은 필요시 PE고분자를 적용

하면 더 저렴하게 시행가능

 ∙ 부유물이 걸리면 경관 저해 

 ∙ 징검다리 기능이 있으면 친수성을 

높일 수 있고 단순한 수로에서는 구

조적, 수리적으로 다양성이 있음 

표 4-2-253. 수심유지시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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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시설 유지관리

① 기본방향 

하천관리는 공공의 안전성 유지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하천환경이 그 지역사회 전

반의 공유된 재산으로 인식됨에 따라 자연환경, 생활환경,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의 광역적인 시각에서 장

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하천의 관리는 운영관리와 하천환경관리로 대별되며, 하천환경관리는 수환경

관리와 하천공간관리로 나뉜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

본방향으로 삼았다. 

② 유지관리

수환경관리

수질관리를 위하여 먼저, 하수토구에 막혀있는 부유물질을 수시로 제거하여 각종 하수가 하수관로로 

원활히 유입하도록 하였으며, 양질의 정화수가 생활하수 등 각종 오수와 접촉되지 않도록 수질의 보전을 

도모하고 우기시 하천이나 하수도에 산업폐수 등을 방류하는 행위를 인접 행정관서와 연계하여 강력하게 

단속 및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질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피해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대책

에 필요한 기자재 구비 등 조직을 정비하여 유해물질의 하천유입 등 돌발적 수질사고에 대처하도록 하였

다. 수량관리를 위해서는 우수 등 청천수가 하수관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수량확보에 대한 대비를 하

였다. 또한 계측기 및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기능점검으로 나누어 중첩적이고 상시

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하천공간관리

치수·이수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안

전한 이용이 계속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4-2-86> 하천시설 유지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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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로 설계

1) 제1공구 양안 도로설계

(1) 개요

① 제1공구 도로설계의 목적

제1공구의 도로설계는 청계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을 복원하여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철거, 하천복원, 하수도정비, 양안도로정비, 유지용수확보 등 시설계획과 안전, 폐기물,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 등 청계천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시설계의 한 분야로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

에 목적이 있다.

② 과업의 개요

제1공구 양안 도로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업명 :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제1공구 실시설계

• 과업위치

  - 과업시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동아일보 (태평로 입구, No.82)

  - 과업종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방산시장, No.62)

• 과업규모

  - 도로연장 : L = 2.0km

  - 도로폭원 : B = 12.0m (일방향 2차로 - 우안 : 무교동~삼일로)

           B = 13.5m (일방향 2차로 - 좌, 우안 : 삼일로~종점  우안 : 시점~무교동)

               B = 15.0m (일방향 2차로 - 좌안 : 무교동~삼일로)

          B = 16.5m (일방향 3차로 - 좌안 : 시점~무교동)

(2) 기본설계 검토

① 주요 검토 사항

도로공사의 시행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첫째, 청계천로는 도시계획상 광로(B=50~80m)로 연장은 6km이며 서울의 동서간 주간선도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8차로 도로로 청계 2가부터 신답철교까지는 고가도로(4차로)가 청계로상에 설치되어 있어 동서

방향의 연결축을 형성한다는 점, 둘째, 청계천로는 태평로부터 신답철교까지 전 구간에 걸쳐 청계천 복개

구조물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청계천복원사업과 함께 고가도로는 철거되며, 태평로~신답철교구간

의 청계천로는 양안 2차로만(일부구간 3차로) 확보하고 복개구조물 중앙부는 철거되어 하천으로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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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셋째, 청계천변에 계획되는 양안도로는 당초 도시내 주요지역간 연결의 주기능을 가진 주간선도로

에서 청계천변 상업지역 접근을 위한 집산기능과 지역간 연결을 위한 집산도로로 기능이 전환된다는 점 

등이다. 다음은 도로설계와 관련하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거치면서 주로 변경된 사항들

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고

도로의 구분
도시지역

보조간선도로

도시지역

보조간선도로

도시지역

집산도로

설계속도 60km/hr 60km/hr 50km/hr 서울시 공문시달

차로수변경 좌안 : 3차로 좌안 : 3차로 좌안 : 2차로 무교동~삼일로

우측길

어깨폭원
0.5m 0.5m 0.75m

조업주차 구간

(측대 0.25m 확보)

보호길어깨 - 0.5m 0.5m 하천변

차도포장재질 일반아스팔트 배수성 개질아스팔트 비 배수성 개질아스팔트
SBR 적용

(연결공구 고려)

보도포장재질 소형고압블럭 소형고압블럭 점토블럭, 화강석 판석 상가측(조업포함)

노면배수 L형측구 원심력사각수로관 원심력사각수로관+L형 측구 집수정 간격조정

복개포장두께
마 모 층 : 4cm

고르기층 : 4cm

마 모 층 : 4cm

고르기층 : 4cm

표  층 : 4cm

중간층 : 4cm

조절층 : VAR(최소 5cm)

토공구간과의 연속성

고려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규격

하천변 : 180×210×1000

상가측 : 180×100×1000

하천변 : 180×210×1000

상가측 : 180×100×1000

하천변 : 200×200×1000

상가측 : 200×100×1000

사무지역은 현장 여건 

고려 적용 

표 4-2-254. 도로 기본설계 주요 검토사항

② 선형 및 도로폭원 검토

구분 횡단구성 검토사항

조업구간

기본계획

기본설계
1. 하천측 보호

  길어깨 확보

실시설계

1. 하천측 보호

  길어깨 확보

2. 우측측대 확보

표 4-2-255. 횡단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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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표준횡단면도

시  점

~

무교동로

(광장)

적용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무교동로

~

삼일로

(사무지역)

적용  기본계획, 기본설계

적용  실시설계

삼일로

~

종  점

(상업지역)

적용  기본계획, 기본설계

적용  실시설계

표 4-2-256. 도로폭원 검토

③ 노면배수 검토

노면배수 집수 구조물 검토 : 구간내 L형 측구가 설치되는 지점의 조건이 협소한 길어깨, 조업에 따른 측

구저판의 완만한 경사(4%) 등으로 인하여 집수면적이 적어 노면배수 수리검토 결과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2~7m 간격으로 검토됨으로 인하여 연결관 공사시 시공성 불량 및 상가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차로의 물고임방지 및 조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내용이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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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형 측구 (기존배수형식) 원심력 사각수로관

적용구간 시점부~삼일로(청계2가) 삼일로(청계2가)~종점부 토공구간

집수단면

연결관

최대간격
7.2m 2.5m 100.7m (50m적용)

장    점

 ∙ 기존 노면배수 방식

 ∙ 시공성 다소 유리

 ∙ 공사비 저렴

 ∙ 차로면 물고임 현상방지로 교통사고 예방

 ∙ 기존배수관 대체사용 가능

 ∙ 연결관 간격이 넓어 공사중 조업영향 적음

단    점

 ∙ 연결관의 과다설치로 시공성 불리

 ∙ 연결관 터파기에 다른 보도 과다훼손

 ∙ 공사중 보도구간 과다점유로 민원우려

 ∙ 공사비 다소 고가

 ∙ 곡선형은 생산되지 않으므로 교차로부 설치시 미관불량

선    정 ○

표 4-2-257. 노면배수 검토

④ 포장 및 방수 검토

구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고

포장

토공구간 가열아스팔트
배수성개질아스팔트

(에코팔트)

개질아스팔트

(SBR)

복개구간 〃 〃 〃

교면구간 〃 〃 〃

방수

복개구간 방수재
가열도막식

(GUSSTON)

가열도막식

(GUSSTON)

교면
슬라브 〃 〃 〃

강상판 - 구스아스팔트 구스아스팔트

표 4-2-258. 포장 및 방수 검토

⑤ 부대시설물 검토

구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고

보도

블럭

사무지역 화강석 판석 화강석 판석 화강석 판석 

상가지역 소형고압블럭 소형고압블럭 점 토 블 럭
조업주차

포    함

하 천 변 점 토 블 럭 점 토 블 럭 점 토 블 럭

표 4-2-259. 보도블럭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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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설계

① 설계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하고, 청계천복원후 도로가 양안으로 분리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내용을 감안, 기본계획단계에서 결정한 도시지역의 보조간선도로에서 접근성이 강화된 집산도로

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보완 정립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계획도로 

기준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 연계도로망과의 원활한 접속처리

• 주행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 도로주변에 형성된 기존의 상가와 건물

• 하천의 통수기능 확보와 도로기능 확보의 동시 만족

  - 과업도로는 도시지역 집산도로로 설계속도는 50km/hr로 계획

  - 차로의 최소 폭원은 본 과업이 도시지역의 집산도로이므로 토지 이용면이나 그 외 비용효과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3.0m로 결정

  -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인  경우

에는 0.5m 이상으로, 80km 미만인 경우에는 0.25m 이상

  - 보도는 상가와 건물앞 보도는 주 보도로 3.0m~6.0m로 하였으며, 청계천변 보도는 산책 및 통행

을 위한 보도로 1.5m를 적용

② 선형설계

당초 청계천로는 도시계획도로상 광로(폭원 50m)로서 서울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하는 도로이나 청계

천복원사업과 함께 고가교량과 복개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철거와 함께 편도 2차로 일방향 통행도로

로 탈바꿈하게 된다.

청계천변 편도 2차로 도로는 도시지역의 집산도로로 분류되며 이동성(Mobility)이 강조되던 도로기능이 

상가, 건물 및 청계천 주변으로의 접근성(Accessibility) 기능이 강조되는 도시교통의 집산기능 성격으로 

전환된다. 

• 평면선형계획 : 기존의 도시계획선을 따라 상가와 건물이 조밀하게 조성된 도로조건에서 주어진 폭

원내에서 새로운 평면선형을 계획함은 큰 의미가 없지만 교통안전성 확보와 일관성 있는 주행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선형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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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소 연장(m) 비율 비고

곡 선 부

R<155 - - - 

155≤R<700 2 168.3   8.4

R≥700 4 344.5  17.2

소 계 6 512.8  25.6

직  선  부 6 1,486.9  74.4

계 1,999.7 100.0

표 4-2-260. 평면선형 좌안도로

구분 개소 연장(m) 비율 비고

곡 선 부

R<155 - - - 

155≤R<700 3 220.0  11.0

R≥700 4 412.6  20.5

소 계 7 632.6  31.5

직  선  부 7 1,374.9  68.5

계 2,007.5 100.0

※ 곡선반경(R=300m)이상 적용

표 4-2-261. 평면선형 우안도로

• 종단선형계획 : 기존 청계천로에는 전체노선중 대부분이 복개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조물  상

부는 토피도 없이 아스팔트포장만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도시계획도로(폭원 50m)인 청계천

로변에는 많은 건축물이 있고 다양한 규모의 가로망과 평면교차하고 있어 새로운 종단선형계획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상가건물이 조밀하게 조성되어 있어 종단계획시 계획고를 높이거나 

낮출 때 건축물과 상업지역에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남북방향 

교량 설치에서도 형하여유고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교량형고의 최소화와 주변지역의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종단선형을 검토하였다.

구분 개소 연장(m) 비율(%) 비고

0.3 ≤ S < 1.0 16 1,569.7  78.5

1.0 ≤ S < 2.0  6 430.0  21.5

S ≥ 2.0 - - - 

계 22 1,999.7 100.0

표 4-2-262. 종단선형 좌안도로

구분 개소 연장(m) 비율(%) 비고

0.3 ≤ S < 1.0 15 1,627.5  81.1

1.0 ≤ S < 2.0 5 380.0  18.9

S ≥ 2.0 - - - 

계 20 2,007.5 100.0

※ 청계천 양안도로의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S=2% 이내로 매우 양호하지만 배수원활성을 위한 최소경사를 S=0.3%이상 유지토록 계획하였다.

표 4-2-263. 종단선형 우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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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공설계

• 토공분배계획흐름도 : 토공분배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도모

<그림 4-2-87> 토공분배계획 흐름도

④ 배수설계

청계천복원과 함께 새로 조성되는 양안도로의 노면배수방식은 기존 청계천로의 노면 배수방식과 동일하게 

수립하였다. 단, 협소해진 집수폭으로 인하여 기존의 L형 측구로는 원활한 배수처리가 곤란하여 원심력 

사각수로관을 적용 노면에 물고임이 없이 바로 배출되도록 계획하였다.

양안도로의 노면배수는 포장면 2%, 보도부분 2%를 표준으로 하며 집수 및 배출방식은 차도와 보도의 경

계인 원심력사각수로관 설치위치에서 원심력사각 수로관 설치가 가능한 토공구간과 설치가 곤란한 복개구

조물구간에서 서로 다르다.  

• 토공구간(원심력사각수로관 설치구간)

  - 노면배수 : 노면배수에서 포장면 2%, 보도부분 2%를 원칙으로 하고, 노면배수는 보도측으로 유하

되어 우수받이 또는 집수정으로 유입된 후 연결관으로 연결하여 가장 낮은 유수지 또는 근접된 

우수관로에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원심력사각수로관이 설치되는 곳은 50m정도 간격으로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관 통로의 정기적인 보수는 물론 급경사로 배수관 설계시 유속을 저하시

키는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종배수관(기존 우수관로) : 종배수관은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수리계산을 통한 

용량검토로 관경을 계획하여 기존 관로측으로 유출되도록 하였다.

• 복개구조물구간(원심력사각수로관 미설치구간)

  - 보도와 차도 경계부가 복개구조물 슬라브 상단에 있어 원심력사각수로관 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에

서는 보차도 경계석 전면에 기존 복개구조물구간의 우수배수방식과 같이 배수공을 설치하여 처리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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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8> 배수설계 단면

⑤ 포장설계

• 개요

양안도로포장은 토공부 차도포장, 복개구조물부 교면포장 및 보도부 포장으로 구분된다. 먼저, 교면포장은 

존치하게 되는 복개구조물 포장으로 기존 교면포장을 철거하고 교면방수 후 재포장을 하였다. 토공부의 

차도포장은 시점부(태평로)부터 과업종점(방산시장)까지의 좌우양안도로와 남북간 도로의 교차로부 및 복

개구조물부에 부분접속되어 있는 일부 토공구간이다. 포장은 소성변형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구성, 평

탄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였다. 

• 공법 선정 

포장의 종류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연성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

용하는 강성포장(시멘트 콘크리트포장)으로 대별되는데, 아스팔트 포장시 주요 파손원인인 소성변형을 해

결하기 위해 각각의 아스팔트 적용성을 비교검토하여 개질아스팔트(SBR라텍스)를 적용하였다. 

• 토공부 차도포장 포장단면 결정

구분 표 층 중간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총두께

본 과업 적용 5 6 19 20 30 80

표 4-2-264. 토공부 차도포장 단면결정

청계천 제1공구 구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단면은 중간층을 도입한 일반아스팔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하였을 때는 소성변형 등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므로 중간층이 큰 

의미는 없으나 가로 및 연결도로와의 연계성과 시공성을 감안하고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용되어지는 

단면을 유지하고자 중간층을 두었다.

아울러, 노상의 지지력 계산시 동상방지층을 고려하였으므로 향후 건설될 인접구간과의 연계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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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정된 포장단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4-2-89> 차도포장 단면도

• 복개구조물부 교면포장

양측도시계획선을 따라 계획된 도로 평면선형을 따라 계획폭원을 남기고 중간부는 철거하고 계획폭원내 

존치하는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노후화된 점을 감안하고 구조물 내구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 구

조물 상판의 포장은 걷어내고 교면방수 실시후 교면을 재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현재 복개구조물 상부에 포장된 아스팔트콘크리트의 두께는 5cm~8cm 정도이며 교면방수 후 실시하게 된 

아스팔트콘크리트 교면포장 두께는 최근 추세에 맞춰 평탄성,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2회 포설 8cm(고

르기층 : 4cm + 마모층 : 4cm)로 계획하였으며, 복개구조물 슬라브 상단과 고르기층 사이의 빈공간이 발

생시 기층재(일반아스팔트 :#467)로 포설하여 채워주는 조절층을 두었다.

<그림 4-2-90> 교면포장 단면도

• 보도부포장

시점부는 대형건물들이 들어선 사무지역으로 기존보도구간에 화강석판석이 설치되어 있고 상태 또한 

양호하여 재포장되는 구간에도 기존의 보도형식을 유지토록 화강석판석으로 계획하였으며, 조업구간

이 들어선 상업지역과 하천변 보도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이용시민에게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소

재로 점토블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단, 시점부~삼일교 구간은 양안이 고층건물 밀집지역임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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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경관을 고려하여 화강석판석으로 시공하였다. 또한, 조업주차가 필요한 구간은 점토블럭의 

파손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습식형으로서 주차구간에 설치되는 점토블럭으로 설치하였다.

• 부대시설설계

  - 청계천 양안도로의 부대시설은 교통관리시설, 방호안전시설 및 편의시설로 구분하여 양안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충

분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

(4) 지장물 이설

• 지장물 조사 : 청계천복원사업구간의 지상, 지하 또는 복개구조물내에 분포된 각종 지장물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효과적 이설 및 보호방안을 수립함 

• 지장물 이설 및 보호

  - 종방향(종단이설) 매설시설물

    ·종단방향으로 매설된 지장물은 전력,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등의 많은 케이블 및 관로 

등이 기존도로의 차도 또는 보도 속에 매설됨

    ·복개구조물 하부에 매설된 대형 상수관로의 경우 일부는 현위치 존치로 이설 필요가 없으나 일부

는 평면상 하천 둔치에 돌출되거나 일부는 하상계획고 저하로 존치가 곤란하므로 평면상 이동하

거나 종단상 깊게 묻는 이설이 불가피한 상태였음

    ·보도에 매설된 소형지장물의 경우는 보도폭원이 당초보다 대부분 축소되는 청계천복원사업에서 

다시 설치되는 보도 또는 토공부 포장면 하단에 매설토록 하되 이설공사의 편의 및 도로유지관

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한번 굴착에 일괄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함

• 횡방향(횡단이설) 매설시설물

  - 하천바닥에 매설되어 하천을 횡단(하월)하는 도시가스관과 한국전력의 송배전선 설치 암거(전력

구)와 같은 대형 지장물의 경우는 심도가 깊어 간섭정도가 적을 수 있어 이설의 필요성은 적으나 

인접구조물 시공시 보호공시설로 관로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중소형규모의 지장물은 주변의 여러 가지 지장물을 묶어서 하천저부를 통과(하월)하거나 남북으로 

설치될 교량 구조물에 구조적으로, 미관상 문제가 없게 교량속이나 교량보도부 또는 교량의 거더

(Girder) 사이에 매달기(외관상으로 보이지 않게) 등의 첨가방법으로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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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공구 양안 도로설계

(1) 개요

제2공구의 도로설계는 청계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을 복원하여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철거, 하천복원, 하수도정비, 양안도로정비, 유지용수 확보 등 시설계획과 안전, 폐기물,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 등 청계천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시설계의 한 분야로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

에 목적이 있다. 다음은 제2공구 도로설계의 내용이다. 

• 과업명 :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제2공구 실시설계

• 과업위치

  - 과업시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방산시장, No.62)

  - 과업종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난계로 전, No.41)

• 과업규모

  - 도로연장 : L = 2.1km

  - 도로폭원 : B = 13.5m (양안도로 일방향 2차로)

(2) 기본설계 검토

① 주요검토사항

구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고

도로의구분
도시지역

보조간선도로

도시지역

보조간선도로

도시지역

집산도로

설계속도 60km/hr 60km/hr 50km/hr 서울시 공문시달

길어깨폭원 0.5m 0.5m 0.75m
조업주차 구간

(측대0.25m 확보)

보호길어깨 - 0.2m 0.5m 하천변

차도포장재질 일반아스팔트 SMA 포장 개질아스팔트 SBR 포장 개질아스팔트
SBR 적용

(연결공구 고려)

조업주차

포장재질
소형고압블럭 아스콘포장 점 토 블 럭 천변보도포함

복개포장두께
마 모 층 : 4cm

고르기층 : 4cm

마 모 층 : 4cm

고르기층 : 4cm

마모층(SBR) : 4cm

고르기층(#67) : 4cm

조절층(#67) : VAR(최소 4cm)

종단변화에 따른

시공성 고려

교면방수 방수재
가열도막식+쉬트

(고무아스팔트계)

가열도막식+쉬트

(고무아스팔트계)
시공성 고려

보차도및도로

경계석규격

 하천변 :

 180x210x1000

 상가측 :

 180x100x1000

하천변 :

 200x250x1000

상가측 :

 180x210x1000

 하천변 :

 200x200x1000

 상가측 : 

 200x100x1000(조업)

 200x250x1000(일반) 

전공구 연속성 고려 

표 4-2-265. 최종 설계시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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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형 및 도로폭원 검토

구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고
좌안 우안 좌안 우안 좌안 우안

변곡점(IP) 9개소 8개소 9개소 8개소 9개소 8개소

최소곡선반경 R=250 R=250 R=240 R=250 R=240 R=250

평면곡선의

최소길이
23.4m 34.3m 40.2m 41.2m 40.2m 41.2m

최소종단경사 0.0087% 0.0087% 0.027% 0.0197% 0.0059% 0.0429%

종단곡선

최소변화비율

39.2m/% 59.6m/% 25.4m/% 37.3m/% 30.9m/% 37.8m/% 볼록곡선

44.0m/% 72.9m/% 56.6m/% 57.2m/% 27.7m/% 34.9m/% 오목곡선

종단곡선의

최소길이
60.0m 60.0m 50.0m 60.0m 50.0m 50.0m

최대편경사 2% 2% 2% 2% 2% 2%

표 4-2-266. 평면 및 종단선형(기하구조) 검토

 

구간 표준횡단면도 적용

시  점

~

종  점

(양안도로

 전구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표 4-2-267. 구간별 도로폭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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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횡단구성 검토사항

조업구간

기본계획

기본설계
1. 하천측 보호

   길어깨 확보

실시설계

1. 하천측 보호

   길어깨 확보

2. 우측측대 확보

표 4-2-268. 횡단구성 검토

③ 포장 및 방수 검토

구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고

포장

토공구간 가열아스팔트
개질아스팔트

(SMA)

개질아스팔트

(SBR)

복개구간 〃 〃 〃

교면구간 〃
개질아스팔트

(SBS+PMA)

개질아스팔트

(SBS+PMA)

방수

복개구간 방수재
가열도막식

(도막+쉬트)

가열도막식

(도막+쉬트)

교면
슬라브 〃 가열도막식 가열도막식

강상판 - - - 

표 4-2-269. 포장 및 방수 검토

(3) 실시설계

① 설계기준

실시설계 설계기준으로 고려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계도로망과의 원활한 접속처리

• 주행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 도로주변에 형성된 기존의 상가와 건물

• 하천의 통수기능확보와 도로기능확보의 동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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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시설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도로의 구분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소재 지역에 따라 도로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

으며, 본 계획도로는 도시지역의 집산도로로 분류

• 설계속도 : 본 과업도로는 도시지역 집산 도로이며 설계속도 50km/hr로 계획

• 횡단구성 : 과업이 도시지역의 집산 도로이므로 토지 이용면이나 그 외 비용효과 및 지역적 여건 등

을 감안하여 3.0m로 결정

• 길어깨 : 본 과업노선은 도시지역 집산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비상시 소형구급차

량의 소통이 가능토록 좌측 길어깨 폭은 0.5m, 우측 길어깨 폭은 측대를 포함하여 0.75m를 적용

• 보도 : 본 계획도로는 상가와 건물앞 보도는 주 보도로 3m로 하였으며, 청계천변 보도는 산책 및 

통행을 위한 보도로 1.5m를 적용 계획

구분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2000.3)
적용 비고

설 계 속 도 (km/hr) 50 50

최소평면곡선반경(m)
최  소  값 90

240
바람직한 값 155 편경사 생략시

평면곡선의 최소길이(m)
교각 5° 미만 300/θ

40.2
θ<2°인 경우

2° 적용교각 5° 이상 60

최대종단경사(%)
평       지 7

1.69

최소종단

경    사

0.0059%이상산       지 10

종 단 곡 선

최소변화비율

(m/%)

凸형 최       소 10 30.9

凹형 최       소  12 27.7

최 소 종 단 곡 선 장 (m) 40 50

정 지 시 거 65 70

최 대 편 경 사 (%) 6 2

표 4-2-270. 기하구조 기준검토

② 선형설계

• 평면선형계획

  - 청계천복원과 치수를 고려한 하폭 유지

  - 도시계획선

  - 사유지 침범 및 민원발생 소지 방지

  - 평면교차로와 도로상호간의 관계

  - 설계기준에 준하는 노선전체의 선형 유지

  - 공사시 시공성과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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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선형 분석

구분 개소 연장(m) 비율 비고

곡 선 부

R<155 - - - 

155≤R<700 6 676.5 32.1

R≥700 7 174.2 8.3

소 계 9 850.7 40.4

직  선  부 7 1258.3 59.6

계 16 2109 100

표 4-2-271. 좌안도로 평면선형분석

구분 개소 연장(m) 비율 비고

곡 선 부

R<155 - - - 

155≤R<700 7 793.1 38.0

R≥700 1 41.2 2.0

소 계 8 834.3 40.0

직  선  부 5 1254.0 60.0

계 13 2088.3 100

표 4-2-272. 우안도로 평면선형분석

• 종단선형계획

  - 청계천복원과 치수에 필요한 통수기능과 홍수위

  - 주변상업지역 및 건축물의 진출입성

  - 남북연결교량의 형하고 확보

  - 여유고 확보가 자유롭지 않는 교량의 형고 최소화

  - 사유지에 대한 민원발생소지 방지

  - 평면교차로의 도로상호간의 연계성

  - 설계기준에 준하는 노선전체의 선형유지

  - 시공성과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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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단선형분석

구분 개소 연장(m) 비율(%) 비고

S < 0.3 10 1190.0 56.4

0.3 ≤ S < 2 11 919.0 43.6

S ≥ 2 - - - 

계 21 2109.0 100

표 4-2-273. 좌안도로 종단선형분석

구분 개소 연장(m) 비율(%) 비고

S < 0.3 12 1058.0 50.6

0.3 ≤ S < 2 13 1030.3 49.4

S ≥ 2 - - - 

계 25 2088.3 100

표 4-2-274. 우안도로 종단선형분석

③ 토공설계

• 기본방향

  - 하천조성으로 발생한 토량에 대한 유용 및 사토처리계획

  - 하천조성 순성토 계획 및 하천제방, 고수부지, 저수로 호안 등 식물식재 조성지 토량계획

• 발생토(하상모래)에 대한 유용 및 사토처리

  - 유용성검토

    ∙ 시험굴 조사시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골재시험실시

    ∙ 분석결과 : 건설용 재료로 사용 가능하나 조골재 체가름(#10mm)을 시행한 후 사용

  - 사토처리계획 

    ∙ 흙 깍기시 발생한 토사는 현장내에서 적극 유용하고 나머지는 가장 근접한 사토장으로 반출

• 순성토 토취장 및 식재지반조성토계획

  - 순성토 토취장

    ∙ 토취장 허가, 운반경로, 복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토취장 선정

  - 식재지반조성토

    ∙ 하상안정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점토함량 20%이상의 협잡물이 없는 양질의 토양 조성 

    ∙ 기존지반이 식재불량 토양인 경우 양질토양으로 치환 → 순성토토취장토양+토양개량제

혼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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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수설계

• 개요

  - 도로배수시설은 도로구조를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이며, 특히 시가지 도로에서는 노면배수의 가능

이 도로기능을 좌우하므로 도로노면의 적절한 배수처리와 각종 침투수의 차단 및 배수, 도로 인

접지의 완벽한 배수처리가 요구됨.

  - 배수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현지의 상황, 특히 지형, 기상, 지질 등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야 하며 공용후의 청소, 점검 등 유지관리도 고려하여야 함.

  - 청계천복원과 함께 새로 조성되는 양안도로의 노면배수방식은 기존 청계천로의 노면배수방식과 

동일하게 수립하였음.

  - 양안도로의 노면배수는 포장면 2%, 보도부분 2%를 표준으로 하며 집수 및 배출방식은 차도와 보

도의 경계인 L형 측구 설치위치에서 L형 측구 설치가 가능한 토공구간과 L형 측구 설치가 곤란

한 복개구조물구간에서 서로 다름.

• 토공구간(L형측구 설치구간)

  - 보차도 경계부에서 L형 측구 설치가 가능한 토공구간으로 노면수는 L형 측구와 집수정을 이용하

여 집수되고 접속 연결된 기존의 우수처리 관로를 통해 배수되도록 함. 

    ∙ 노면배수 : 면배수는 포장면 2%, 보도부분 2%를 표준으로 하고, 보도측으로 유하되어 우수받이 

또는 집수정으로 유입된 후 연결관으로 연결하여 복개 내부에 있는 CSOs관로로 유입되도록 계획

하였음.

• 복개구조물구간(우수받이 미설치구간)

  - 보도와 차도 경계부가 복개구조물 상판에 있어 우수받이 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에서는 보차도 경

계석 전면에 기존 복개구조물구간의 우수배수방식과 같이 배수공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함. 

(4) 지장물 이설

• 관련기관별 지장물 이설방안에 대한 회의결과

  -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공동구 설치에 대하여 관련기관별로 수차례 협의한 결과 기존 보도로 상당

수의 지하매설물(전력, 통신케이블, 상수도, 하수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공간 확보(축소되는 보도폭 감안)가 곤란하여 하천복원 및 보도축소가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소폭

이설 또는 하향조정으로 이설됨이 타당하다고 협의됨.

  - 과업구간 내 많은 양의 이설이 필요한 KT 및 한전은 관련기관에서 상세설계가 이루어져 자체 시

공 또는 우수하도급업체를 시공사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공정시기에 맞추어 원활한 이

설이 되도록 함.

  - 하나로통신, 파워콤은 통신 관련기관으로 시공사에서 공정에 맞추어 현장에서 줄파기 등을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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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세한 이설방안을 수립 시공시 이설이 될 수 있도록 함.

  - 상수도, 하수도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의 시설물로 시공사에서 공정일정에 맞추어 이설 시공토록 함.

• 지하 매설물 이설계획

  - 종방향(종단이설) 매설시설물

    ∙ 종단방향으로 매설된 지장물은 전력, 통신, 상수도, 하수도등의 많은 케이블 및 관로 등이 기존 

도로의 차도 또는 보도 속에 매설되어 있음. 

    ∙ 복개구조물 하부에 매설된 대형 상수관로의 경우 일부는 현위치 존치로 이설 필요가 없으나, 일

부는 평면상 하천 둔치에 돌출되거나 일부는 하상계획고 저하로 존치가 곤란하므로 평면상 이동

하거나 종단상 깊게 묻는 이설이 불가피함. 

    ∙ 보도에 매설된 소형지장물의 경우는 보도폭원이 당초보다 대부분 축소되는 청계천복원사업에서 

다시 설치되는 보도 또는 토공부 포장면 하단에 매설토록 하되 이설공사의 편의 및 도로유지관

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한번굴착에 일괄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횡방향(횡단이설) 매설시설물

    ∙ 하천바닥에 매설되어 하천을 횡단(하월)하는 한국전력의 송배전선 설치 암거(전력구)와 같은 대

형 지장물의 경우는 심도가 깊어 간섭정도가 적을 수 있어 이설의 필요성은 적으나 인접구조물 

시공시 보호공 시설로 관로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중소형규모의 지장물은 주변의 여러 가지 지장물을 묶어서 하천저부를 통과(하월)하거나 남북

으로 설치될 교량 구조물에 구조적으로, 미관상 문제가 없게 교량속이나 교량보도부 또는 교량

의 거더(Girder) 사이에 매달기(외관상으로 보이지 않게) 등의 첨가방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음. 

3) 제3공구 양안 도로설계

(1) 개요

양안도로는 청계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을 복원하여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철거, 하천

복원, 하수도정비, 양안도로정비, 유지용수확보 등 시설계획과 안전, 폐기물,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 등 청

계천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시설계의 한 분야로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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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제3공구 실시설계

• 과업위치

  - 과업시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난계로 전, No.41)

  - 과업종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 No.23)

• 과업규모

  - 도로연장 : L = 1.7km

  - 도로폭원 : 

    ∙ 난계로~무학로(No.41~No.34+50) : B = 13.5m (좌우안 일방향2차로) 

    ∙ 무학로~고산자로(No.34~No.27) : B = 15.5(18.0)m (좌안 일방향3(4)차로) 

                            B = 13.5(15.0)m (우안 일방향2(3)차로) 

    ∙ 고산자로~신답철교(No.26+50~No.23) : B = 24.75m(좌안 일방향4차로)

                               B = 20.5m (우안 양방향4차로)

(2)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검토

구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고

도로구분 및 설계속도

도시지역

보조간선도로

60km/hr

도시지역

보조간선도로

60km/hr

도시지역집산도로

50km/hr
서울시공문시달

교면포장재질 및 두께

일반아스팔트

표  층 : 4cm

조절층 : 4cm

CRM+일반아스팔트표  층 

: 4cm

조절층 : 4cm

CRM+PBSC

표  층 : 3.5cm

조절층 : 4.5cm

개질아스팔트적용 및 

단계시공고려

교면방수 방수재사용(재질미결정) 가열도막식 가열도막식, 상온식 혼용 현장여건 고려

조업주차폭원 측구포함2.0m 측구포함2.0m 측구미포함2.0m 주차공간 확보

보도포장재질 및 두께

하천변 :점토블럭

(t=6cm)

상가변 

:소형고압블럭(t=6cm)

하천변 :점토블럭

(t=6cm)

상가변 : 소형고압

블럭(t=6cm)

하천변 :점토블럭

(t=5.5cm)

상가변 :점토블럭

(조업주차t=7.5cm,보행

도t=5.5cm)

미관 및 조업주차고려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규격

하천변 :

 180x210x1000

 상가변 :

 180x100x1000

하천변 :

 200x250x1000

 상가변 :

 200x100x1000

하천변 :

 200x200x1000

 상가변 :

 200x100x1000

미관 및 

조업주차 고려

보호길어깨 - 0.6m 0.5m 하천변설치

볼라드 - - 1.8m간격설치 조업주차와 보행도 경계부 

하천단면변경

(고산자교~신답철교)
토공사면 토공사면 옹벽사면

하천옹벽설치로 

좌안보도철거 및 복구

표 4-2-275.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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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설계기준

① 횡단구성

도로의 횡단구성은 차로, 길어깨, 보도로 구성되며, 차로폭은 차로수와 폭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폭원이 넓을수록 차량의 주행성(Trafficability)과 안전운행(Safety)에 도움을 주지만 일정 폭을 넘

게 설계하면 이로 인해 얻어지는 편익보다는 비용이 초과됨으로써 경제성을 상실하게 된다. 현장여건상 

주어진 도시계획도로 폭원내에서 치수와 복원효과를 위한 하천폭원 확보와 교통을 위한 도로폭원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차로 최소폭은 제3공구가 도시지역의 집산도로이므로 토지 이용면이나 그 외 비용효과 및 지역적 여건 등

을 감안하여 3.0m로 결정하였고, 양안도로의 길어깨는 토공·조업주차구간과 복개구조물·조업주차구간 

및 조업주차가 적용되지 않는 구간으로 구분했다. 보도는 상가와 건물앞 보도는 주 보도로 3m로 하였으

며, 청계천변 보도는 산책 및 통행을 위한 보도로 1.5m를 적용 계획하였다.

• 토공·조업주차구간

  - 적용구간 : 250M(우안NO.40~37+50)

  - 길어깨 : 좌 생략,  우 0.75m(측구0.5+측대0.25) 

  - 측  대 : 좌 0.25m, 우 0.25m

• 복개구조물·조업주차구간

  - 적용구간 : 토공·조업주차구간을 제외한 조업주차구간

  - 길어깨 : 좌·우 생략 

  - 측  대 : 좌 0.5m, 우 0.5m

• 일반구간

  - 적용구간 : 700M(좌안NO.34~27)

  - 길어깨 : 좌 생략,  우 0.75m(측구0.5+측대0.25)  

  - 측  대 : 좌 0.5m, 우 0.25m

② 평면 교차로

• 설계속도와 선형

일반 도로구간에서 최소 곡선반경 적용시 중요한 사항은 차량의 궤적이지만 교차로 내에서 최소 곡

선반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영향, 교통섬의 기능, 교통관제시설, 도로 폭 등을 복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교차로에서는 직선의 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반 설계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설계속도를 낮추는 경우도 그 속도의 차가 너무 크면 접속설치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안전성

을 해칠 수 있으므로 설계속도의 차가 크더라도 20km/hr로 제한해야 한다.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설계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781

• 종단선형

교차로 부근에서는 항상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정지선에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의 안

전을 위해 교차로에서는 종단경사를 3% 이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형상황, 공사비 등

으로 인해 개선이 곤란한 경우에도 종단경사는 6%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도로선형

현재의 청계천로는 도시계획도로상 광로(폭원 50m)로서 서울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하는 도로이나 청

계천복원사업과 함께 고가교량과 복개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철거와 함께 편도 2차로 일방향 통행도

로로 탈바꿈하게 된다. 청계천변 편도 2차로 도로는 도시지역의 집산도로로 분류되며 이동성(Mobility)이 

강조되던 도로기능이 상가, 건물 및 청계천 주변으로의 접근성(Accessibility) 기능이 강조되는 도시교통

의 집산기능 성격으로 전환된다. 

 

• 평면선형계획

  - 청계천복원과 치수를 고려한 하폭 유지

  - 도시계획선

  - 사유지 침범 및 민원발생 소지 방지

  - 평면교차로와 도로상호간의 관계

  - 설계기준에 준하는 노선전체의 선형 유지

  - 공사시 시공성과 경제성

• 평면선형 분석 : 청계천 양안도로의 평면선형계획 결과 분석은 다음 표와 같다. 

좌안도로 개소 연장(m) 비율 비고

곡 선 부

R<155 - - - 

155≤R<700 5 672.8 44.0

R≥700 1 24.9 1.6

소 계 6 697.7 45.6

직  선  부 5 832.3 54.4

계 11 1530.0 100

우안도로 개소 연장(m) 비율 비고

곡 선 부

R<155 1 74.9 5.0
고산자로

교차로구간

155≤R<700 5 611.8 40.6

R≥700 5 303.5 20.2

소 계 11 990.2 65.8

직  선  부 5 514.8 34.2

계 16 1505.0 100

※ 기존 복개구조물 활용구간은 편경사 조정이 어려우므로 표준횡단경사(2%)의 곡선반경(R=155m) 이상 적용(고산자교 우안부근은 기존 교차로접속
으로 R=140m 적용)

표 4-2-276. 평면선형분석결과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782

• 종단선형계획

  - 청계천복원과 치수에 필요한 통수기능과 홍수위

  - 주변상업지역 및 건축물의 진출입성

  - 남북연결교량의 형하고 확보

  - 여유고 확보가 자유롭지 않는 교량의 형고 최소화

  - 사유지에 대한 민원발생소지 방지

• 종단선형분석 : 청계천 양안도로의 종단선형계획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개소 연장(m) 비율(%) 비고

S < 0.3 8 1025.0 66.5

0.3 ≤ S < 2 6 347.5 22.6

S ≥ 2 3 167.5 10.9

계 17 1540.0 100

표 4-2-277. 좌안도로 

구분 개소 연장(m) 비율(%) 비고

S < 0.3 7 1150.0 75.7

0.3 ≤ S < 2 7 370.0 24.3

S ≥ 2 - - - 

계 14 1520.0 100

※ 청계천 양안도로의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S=2% 이내로 매우 양호하지만 배수원 활성을 위한 최소경사 S=0.3% 미만구간이 많다. 그러나 도로
폭원이 2차로이고 기존복개구조물 활용과 교차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종단선형을 따르도록 함

표 4-2-278. 우안도로 

(4) 도로배수계획

도로배수시설은 도로구조를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이며, 특히 시가지 도로에서는 노면 배수의 기능이 도로

기능을 좌우하므로 도로노면의 적절한 배수처리와 각종 침투수의 차단 및 배수, 도로인접지의 완벽한 배

수처리가 요구된다. 배수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현지의 상황, 특히 지형, 기상, 지질 등의 조건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하며 공용후의 청소, 점검 등 유지관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청계천복원과 함께 새로 조성되는 양안도로의 노면배수방식은 기존 청계천로의 노면배수방식과 동일

하게 수립하였다. 양안도로의 노면배수는 포장면 2%, 보도부분 2%를 표준으로 하며 집수 및 배출방식은 

차도와 보도의 경계인 L형 측구 설치위치에서  L형 측구 설치가 가능한 토공구간과 L형 측구 설치가 곤

란한 복개구조물구간에서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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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포장

양안도로포장은 복개구조물부 교면포장, 토공부 차도포장 및 보도부 포장으로 대별된다. 교면포장은 존치

하게 되는 복개구조물부 포장으로 기존의 교면포장을 철거하고 교면방수후 재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

였고 토공부의 차도포장은 과업종점부 및 복개구조물부에 부분적으로 접속되어 적용되는 일부토공구간의 

포장이다. 포장은 소성변형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구성, 평탄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였다. 

① 복개구조물부 교면 포장

양측 도시계획선을 따라 계획된 도로 평면선형을 따라 계획폭원을 남기고 중간부는 철거하고 계획폭원내 

존치하는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노후화된 점을 감안, 구조물 내구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 구조

물 상판의 포장은 걷어내고 교면방수 실시후 교면을 재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② 토공부 차도포장

신설포장되는 토공부의 포장단면은 고산자로교차로부터 과업종점까지의 좌우양안도로와 남북간도로의 교

차로부 및 복개구조물부에 부분접속되어 있는 일부토공구간의 포장으로 주변지역의 포장과 동일성 확보,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단면을 적용하도록 한다. 

③ 보도 포장

청계천복원에 따라 현재의 상권이 재편되고 주변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개발을 전제로 경관을 제고하

여야 하며 복원후 경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토블럭포장으로 한다. 조업주차구간에는 점토블럭 포설

시 차량 코너링으로 인하여 모서리가 깨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습식포설공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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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생 및 생태

1) 식생

청계천복원이후의 녹지계획의 핵심은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구축이었다. 남북 녹지축과 연계된 십

자형 수경녹지축을 구축하기 위해 녹지총량을 약 276,650㎡(약8만평) 증대시키고 선형녹지체계를 청계천 

~중랑천~뚝섬~한강으로까지 연결시킨다는 구상이었다. 아래의 그림은 그린네트워크의 개념도이다.

태
평
로

신
답
철
교

종묘종묘

남산

청계천

동대문운동장동대문운동장

왕십리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시청시청

(West)
(East)

<그림 4-2-91> Green Network 개념도

2) 생태

(1) 청계천과 중랑천의 생물서식현황

2001년 3월 문헌 및 현장조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복개된 청계천 내부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 

빛으로부터 단절되어 생물이 서식하지 않았다. 추후에 복원후 서식 가능한 예상생물은 청계천 하류구간 

및 중랑천에서 서식하는 생물이 거슬러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조사 당시의 청계천주변 생물 

분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였다. 

• 포 유 류 

  - 청계천하류 : 고양이, 집쥐(2과 2종)

  - 중 랑 천 : 개, 고양이(2과 2종)

• 조    류 

  - 청계천하류 : 왜가리, 쇠백로, 양비둘기, 붉은머리오목눈이, 참새, 까치(5과 6종)

  - 중 랑 천 : 논병아리, 뿔논병아리,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황오리, 알락오리, 쇠오리, 청둥오

리, 검둥오리,고방오리, 넓적부리, 흰죽지, 댕기흰죽지, 흰비오리, 비오리,도요새, 깝작도요, 괭이

갈매기, 재갈매기, 노랑발갈매기, 큰재갈매기, 양비둘기, 멧비둘기, 제비, 박새, 참새, 까치(11과 

2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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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곤충 

  - 청계천하류 : 배추흰나비, 소금쟁이, 무당벌레(3과 3종)

  - 중  랑  천 : 노랑나비, 굴뚝나비, 배추흰나비, 부전나비, 깃동잠자리, 바퀴, 소금쟁이, 넓적배허

리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말벌, 애기나나니, 양봉꿀벌, 꽃등애, 똥파리, 무당벌레(15종)

• 어    류 

  - 청계천하류 : 붕어, 참붕어, 밀어, 버들치(발원지)

  - 중  랑  천 : 붕어, 잉어, 누치, 준치, 메기, 피라미, 미꾸리 등

• 양서, 파충류

  - 청계천하류 :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참개구리, 붉은귀거북(외래종)

  - 중  랑  천 : 청개구리, 황소개구리, 참개구리, 옴개구리, 자라, 붉은귀거북등(6종)

• 담수 무척추동물

  - 청계천하류 : 실지렁이, 왼돌이물달팽이, 소금쟁이, 깔다구(4과 5종)

  - 중  랑  천 : 시지렁이, 옆새우, 가재, 개똥하루살이, 길쭉하루살이, 소금쟁이, 각다귀, 깔다구, 

줄날도래(8과 9종) 

(2) 청계천복원시 생태계획

청계천복원시 생태계획을 살펴보면 설계단계부터 여울, 소, 저습지, 돌수제, 거석, 식생방틀 등 생물의 서

식공간을 마련하여 청계천에서 먹이사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생물서식공간 설계 ⇒ 먹이사슬(food web) 유도 

• 평여울, 징검여울, 소리여울 

• 맴돌여울, 돌수제, 거석

• 목재방틀 하상 바닥면에 설치 ⇒ 어류서식처 마련 

• 흐르는 물의 낙차, 포기, 여과, 침전정화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 

흐르는 물의 낙차, 

포기, 여과, 침전정화

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

<그림 4-2-92> 각종 생물서식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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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계천복원 이후의 생물종 천이 예측

청계천복원 이전에 청계천과 중랑천의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이 복원이후의 청계천으로의 천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는 복원이후 여울·소 및 저수로변에 저습지 조성된다는 점, 둘째, 벽산아파트~

성동구청 일부구간 출입통제로 생태존이 조성된다는 점, 셋째, 청계천이 중랑천과 연계되어 있어 중랑천

의 생물상과 유사천이 예상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물종별 서식처와 복원후 청

계천의 서식여부에 관한 예측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어류 서식처 복원

• 여울, 소 조성 및 어류특성에 따른 적정수심 확보 

• 자갈이나 사석 등을 이용한 여울 조성으로 피라미, 참붕어 등의 산란처 마련(제1,2,3공구), 수생식물

대를 조성하여 붕어, 잉어의 산란처 마련(제2, 3공구)

• 홍수시 어류 피난처로 돌수제, 거석 배치 

• 주요 어종의 서식조건 및 복원 서식가능 여부

어 종
수심

(㎝)
서       식         처

서  식  여  부

비 고중랑천

합류부

한강

합류부

복원후

청계천

피라미 20㎝ 이상 하천의 중. 하류에 우점종으로 분포, 여울 중

미꾸리 30㎝ 이상 진흙, 펄 약

붕  어 30㎝ 이상 주로 뻘과 수초지역, 웅덩이, 늪, 용수로 ○ ○ 강

잉  어 50㎝ 이상 큰강이나 호소의 비교적 깊은 곳 ○ ○ 약

누  치 60㎝ 이상 돌, 소, 바위와 자갈이 깔린 여울 ○ ○ 약

버들치 20㎝ 이상 하천의 상, 중류에 분포, 여울 중

참붕어 30㎝ 이상 돌, 수초. 웅덩이. 물흐름 약한 곳 강

주) 강 :서식 가능성이 높음, 중 :서식 가능성이 보통, 약 :서식 가능성이 낮음.

표 4-2-279. 청계천복원 이후 어류 천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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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서식처 복원

• 기본적인 서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수목식재(휴식처 및 차폐기능)하고 개개비, 쇠오리, 꼬마물떼새, 

백할미새 등의 조류를 유인하기 위하여 수제부에 갈대, 부들 등의 정수식물을 식재하거나, 하천변과 

하상에 모래, 자갈밭 등을 이용하여 조류의 서식처 조성

• 백로류 및 해오라기류 등의 조류를 유인하기 위하여 천변습지와, 저수로에 새가 앉을 수 있는 횃대

를 설치

• 하천조성계획에 따른 서식가능 조류

서식지 조성계획 서식 가능 조류의 서식 형태

하천내 하중도, 사석  ∙ 백로류, 오리류, 갈매기류, 소형도요새류, 물떼새류 등의 취식지(먹이습득) 및 휴식지

호안 호안식생
 ∙ 백로류, 오리류의 은신처

 ∙ 명금류(참새, 멧새류)의 서식지

고수부지
덤불, 관목  ∙ 명금류, 멧비둘기 등의 서식지

자갈밭, 모래밭  ∙ 소형도요새류, 물떼새류, 할미새류 등의 번식지

하안상부 교목  ∙ 멧비둘기, 직박구리, 박새류 등의 번식지

자료) 중랑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및 생태지도 제작, 2002, 서울특별시.

표 4-2-280.청계천복원 이후 조류 천이 예측

양서류, 파충류 서식기반 마련 - 저습지로 조성 

• 개구리, 자라 등의 생물서식을 위하여 식생방틀을 이용한 수중 비오톱 조성과 저수호안부의 식생습

지를 조성하도록 함. 

저서성 무척추류 서식기반 마련

• 하상의 재료를 모래, 자갈, 자연석 등을 이용하고, 여울 부위 조성으로 자정작용과 함께 무척추저서

생물의 서식처가 되어 다양한 서식기반 환경 형성(제1,2,3공구 여울·소 30개소 조성)

• 제3공구 하류구간에 습지 조성으로 담수무척추동물의 서식이 용이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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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경

1) 개요

• 전공구 경관설계 개념

  - 청계팔경(淸溪八景) : 청계천의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하는 열린 박물관(Open Museum)

<그림 4-2-93> 경관설계 개념

구간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합류지점

현황· 

잠재력

∙ 주변지역 

국제금융･문화중심지로서 

개발

∙ 서울의 변화하는 

역사･문화 요소 농축

 ∙ 쇼핑과 관광의 

중심지로서 젊은이와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수변 문화공간

 ∙ 주거지역이 주로 분포

 ∙ 비교적 넓은 하폭에 

의해 친수, 자연체험의 

기능을 부여

 ∙ 청계천이 중랑천~ 

강으로 연계

 ∙ 현재 체육공간인 

고수부지로 이용

계획방향 도시의 역사성 찾기 도시 문화의 수용 도시의 자연성 회복 자연으로의 회귀

설계

방향

∙ 청계천복원의 상징성을 

담는 시점부 경관 연출

∙ 옛 전통과 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Open 

Museum)

 ∙ 쇼핑, 관광 등 도시의 

다양한 활동을 청계천과 

연계하여, 모이고 

벌어지고 흩어지는 

장으로 계획

 ∙ 다양한 연령을 수용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하천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 

마련

 ∙ 서울시 생태보존지구로 

설정, 자연하천 

생태시스템의 복원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표 4-2-281.경관설계 계획 및 설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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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공구 경관 및 조경설계

(1) 개요

• 설계 목표

  - 생명력 넘치는 자연 하천으로의 회복

  - 도시민과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의 조성

  - 청계천의 기억과 흔적의 보전 

• 설계 방향

  - 도심 속에서 옛 청계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

  - 치수 및 친수기능의 충족

  - 친환경적인 재료의 선정

  - 하천생태 복원을 위한 기반조성

• 설계여건분석

토지

이용

재개발지구

(대형필지)

구획정리지구

(격자형필지구조)

전통도시조직

(협소한 가로·필지)

고층중심업무지구 업무지구·상업지구 상업지구

상위계획

검토

 ∙ 국제금융·비즈니스지구개발

 ∙ 시민가로와 광장조성계획

 ∙ 청소년문화지구·걷고싶은거리

 ∙ 광교복원

 ∙ 남대문-돈화문로가로공원계획

 ∙ 역사문화탐방로·서울영화거리

 ∙ 수표교 복원

 ∙ 세운상가주변 공원화계획

 ∙ 종묘-남산 도시녹지체계 구축

 ∙ IT문화사업 특화지구계획

 ∙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

계획의

 방향

 ∙ 자연수경관의 도입으로 도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그늘제공

 ∙ 남대문앞광장-시청앞광장-광화문광

장을 잇는 시민가로의 거점으로 청

계천 상징광장 조성

 ∙ 옛 천변 경관의 복원과 함께 젊은

이들의 새로운 거리축제 ∙ 이벤트

를 담는 공간

 ∙ 옛 수표교와 수표석을 재현한 역사

체험 공간 조성

 ∙ 차후 서울의 남북녹지축을 연결하

는 교차점으로 도시 Open Space

의 거점 역할

 ∙ 활발한 상행위와 연계하여 매력적 

하천경관 제공

표 4-2-282. 제1공구 주변 인문환경 분석

 <천변의 가로경관>

 ∙ 다양한 높이의 빌딩과 상가, 고가도로로 위

요된 도시경관 주요 조망점

 ∙ A-경복궁,인왕산으로 조망

 ∙ B-남산, 남산타워로 조망 복원 후 예상 수

변경관

 ∙ 협소한 하천폭에서 둔치와 제방의 높이차를 

극복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경관계획

표 4-2-283. 제1공구 주변 경관자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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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개념

復  오랜 삶의 흔적이 투영되는 공간 만들기 景  햇살과 푸르름을 담는 경관 만들기

RESTORATION

 ∙ 한양도성의 중심을 흐르는 청

계천의 역사적 상징성 투영

 ∙ 천변을 중심으로 변화해 온 서

민의 생활상을 체험하는 장

REPLACEMENT

 ∙ 삭막한 도시 속에 푸르른 빛과 

쾌적한 바람을 느끼는 장소

 ∙ 고향의 향수와 자연의 풍요로움

을 느낄 수 있는 공간

自  스스로 진화하는 건강한 하천 만들기 活  수변개발을 통한 생동감 있는 공간 만들기

REHABILITATION

 ∙ 치수의 기능과 함께 변화하는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

 ∙ 건강한 생태계를 시민들이 능

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도시

여가의 장

REVITALIZATION

 ∙ 도시민의 휴게공간이자 친수활

동을 담는 수변공간

 ∙ 주변의 다양한 문화와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

표 4-2-284. 제1공구 경관설계 개념

• 설계범위

항목 소항목 주요내용

목표 및 방향 설정
목표설정  ∙ 복원 후 서울의 중심 수경축을 형성할 청계천의 모습 설정

방향설정  ∙ 각 설계 요소별 설계지침과 설계방향 설정

식

재

설

계

기존수목활용 가로수, 녹지대 수목  ∙ 기존 가로수의 이식, 제거, 현장재활용 등의 방안 검토 및 수목분류

가로수식재

천변 가로수  ∙ 공구간 특화 및 통일성, 경관성, 생태적 특성 고려

천변 녹지대  ∙ 고수호안 사면벽체의 인공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식물 식재

상가변 가로수  ∙ 가로경관 조성 및 하천경관 고려

식재설계
구역별 식재개념 설정  ∙ 사면벽체, 고수호안, 고수부지, 저수호안, 저수부지 별 식재개념 및 기준설정

식물종별 특성검토  ∙ 식물종별 특성 검토 후 식재구역, 식재방법 결정

시설물 ∙ 구조물 

설계

하도내 시설  ∙ 징검다리, 여울, 거석 등 설치

주요 시설물  ∙ 휴게, 안내/사인, 전망, 기타 시설물

수경 시설물  ∙ 벽천 2개소, 고사분수 2개소

포장 설계
산책로포장  ∙ 주 산책로와 보조 산책로 포장

휴게쉼터 포장  ∙ 공간별 특화 포장재 선정

관수 및 청소용수

시설 설계

고수부지 관수  ∙ 반자동관수 및 청소용수겸용 가능

점적관수  ∙ 천변가로수 및 천변녹지대 관수

표 4-2-285. 제1공구 조경설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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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재설계

① 가로수 식재설계

가로수 식재공간의 구분

가로수의 식재지역은 크게 천변 가로수식재와 상가변 가로수식재로 구분된다.

구  분 내            용

천변

가로수

 ∙ 삼일로 이전 토사구간

  : 사면벽체 뒤 토사구간에 식재

 ∙ 삼일로 이후 구간

  : 사면벽체와 연결한 플랜터에 식재

 ∙ 생육환경과 가로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6m간격으로 식재

상가변

가로수
 ∙ 전기 가로등주의 설치간격을 고려하여 6~8m간격으로 식재

표 4-2-286. 가로수 식재공간 비교

 

기존수목 활용방안

• 기존의 가로수 중 변경되는 도로 계획선과 저촉되지 않는 수목을 존치

• 이식 장소는 관리청(해당구청, 서울시 산하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구분 가로수 활용 수목명 규격 단위 총괄수량 비고

종

로

구

난지 이식

은행나무 R19~R58 주 133

버즘나무 R33~R57 주 6

자산홍 외2종 - 주 585 화단

맥문동 - 본 1750 화단

중구청 이식 은행나무 R25 주 1

삼일로 이식 은행나무 R20~R32 주 3

존 치
은행나무 R24 주 1

버즘나무 R35 주 1

제 거
은행나무 R20~R53 주 24

버즘나무 R46~R61 주 9

중  구

난지 이식
은행나무 R20~R53 주 53

버즘나무 R19~R80 주 11

중구청 이식 은행나무 R20~R29 주 6

존 치 은행나무 R26~R50 주 57

제 거
은행나무 R20~R64 주 17

버즘나무 R44~R70 주 24

표 4-2-287. 기존 수목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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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수종 선정

• 3차 자문회의를 참조로 각 설계사와 MA, 서울시 담당자들과 협의 후 시장조사 시행

• 수종, 수형의 확인을 위하여 직접 선지 방문 확인

천변 가로수 상가변 가로수

수 종 규 격 수 량 수 종 규 격 수 량

이팝나무

H4.0 X R15 219 회화나무 H4.0 X R15 110

H3.5 X R12 300 느티나무 H4.0 X R15 204

기존 가로수 - 59

표 4-2-288. 가로수 수종 선정

가로수 설치방안

• 천변 가로수 

천변

가로수

 ∙ 가로수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이팝나무 H4.0×R15(삼일로 이전 토사구간)와 이팝나무 H3.5×R12(삼일로 이후 플랜트박

스구간)를 식재한다.

 ∙ 차도변으로 6m 간격으로 식재하고 수목보호홀덮개(800×1200)를 설치한다.

 ∙ 자연토와 경량토를 섞고, 배수판과 보온단열재, 점적관수를 설치한다. 

표 4-2-289. 천변 가로수 설치방안

• 상가변 가로수

상가변

가로수

 ∙ 회화나무 H4.0×R15(삼일로 이전 구간)와 느티나무 H4.0×R15(삼일로 이후 구간)를 식재한다.

 ∙ 차도변으로 가로등주와의 이격을 두어 6~8m 간격으로 식재하고 수목보호홀덮개(1000×1200)를 설치한다.

 ∙ 조업협소구간에는 철재지지대 설치한다.

표 4-2-290. 상가변 가로수 설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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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재지반 설계 

설계기준

• 조경식재를 위한 지반 조성 구간 분류

  - 고수부지 식생지반, 천변 가로수 식재대, 천변 녹지대

• 고수부지의 식재지반은 하천 분야에서 하천횡단 조성시 외부 반입토로 조성

• 기존의 모래질 하상에서 평균 60㎝ 토사층이 형성 될 수 있도록 조성 

• 플랜트 박스와 천변녹지대는 경량토양과 일반토양을 혼합하여 사용

부분별 식재지반 조성

천변 녹지대 천변 가로수 식재대

표 4-2-291. 식재지반 조성

③ 식재 설계

식재설계 개념

표 4-2-292. 식재설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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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설계 기법

로테이션

식재

 ∙ 개화기가 다른 수종을 혼합 식재하여 계절별로 꽃을 감상 할 수 있

게 조합설계

 ∙ 조합된 식생군락을 반복적으로 식재 ⇒ 같은 계절별로 개화 감상

모자이크

식재
 ∙ 경관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지역에 패턴에 의한 모자이크 식재

배경 및 

초점식재
 ∙ 색채계획에 의한 배경색과 초점이 되는 색채의 조합

표 4-2-293. 식재설계 기법 검토

공간별 식재방향

공간구분 식재방향  및  조건 도입 식물종

상가변 

가로수

 ∙ 가로경관의 조성

 ∙ 가로수 설치후 보도가 협소하여 보행에 불편함 초래

 ∙ 수직으로 곧게 자라는 수종

 ∙ 지하고가 높은 수종

회화나무, 느티나무

기존 은행나무

천변

가로수

 ∙ 하천경관 조성을 위한 식재기능

 ∙ 지하고가 높은 수종

 ∙ 직근성 수종이 아닐 것

 ∙ 플랜터 내 식재에서도 생명력이 좋을 것

이팝나무

고수호안 

벽체 

 ∙ 인공적 구조물의 경관완화 기능

 ∙ 녹음, 단풍, 개화기시의 경관을 고려한 수종선정

 ∙ 고수호안벽체 상단부에 식재대를 조성하여 하수형 식물 식재

인동덩굴

2단

호안블럭

 ∙ 인공적 구조물의 경관완화 기능

 ∙ 고수호안벽체에 2중의 식재대를 조성하여 관목 및 하수형 식물 식재

조팝나무, 줄사철,

백리향, 찔레, 담쟁이

고 수

부 지

 ∙ 휴게소 인접지역에는 꽃이 아름다운 초종 위주로 식재 

 ∙ 청계천 ⇒ 한강까지 연계되는 생태통로(eco-corridor) 조성

 ∙ 침수에 강한 식물, 주요부분은 경관식재 도입

갯버들, 키버들, 누운갯버들, 꼬리조팝, 

노랑꽃창포, 달뿔리풀, 

물억새, 털부처꽃, 벌개미취, 수크렁, 

왕원추리, 석창포

저 수

호 안 

 ∙ 고수부지와 연계되어 하천의 경관조성

 ∙ 저수호안 공법과 병행하여 식재하며, 경관성 및 호안 안정성에 기여
갯버들삽목, 종비토

표 4-2-294. 공간별 식재방향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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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4> 공간별 식재 개념도

(3) 시설물 및 구조물 설계

• 설계방향

기능･안정성 역사･상징성 경관･환경성

 ∙ 홍수위, 통수단면, 유속을 고려하여 수위

상승 최소화를 위해 유하방향으로 배치

 ∙ 이용자의 휴식과 조망, 편리성, 안정성

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

 ∙ 청계천의 역사적 맥락과 복원의 상징성

을 담아낼 수 있는 시설물 설계

 ∙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재료, 색상, 질

감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 도심하천으로서 도시적 맥락과 경관성

을 고려한 시설물 디자인

 ∙ 하천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소재의 시설

물 도입

표 4-2-295. 설계방향

• 하도내 시설물

  - 하천의 유지용수의 수위 유지를 위한 여울과 저수로부에 설치하는 여울 및 징검다리의 설계재료

는 화강석과 조경석으로 하였으며, 설치지점은 하천 좌･우안이 단절되거나 저수로 좌･우안에  설

치되는 고수부지를 왕래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 평여울 및 징검다리에 대한 홍수시 안정성 여부는 소류력 검토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함

징검다리 여 울 거석놓기

 ∙ 친수 및 하천횡단의 기능

 ∙ 자연형 하상미지형 유도

 ∙ 다공질 호안조성으로 어류의 먹이원인 

수생곤충과 부착조류의 서식처 제공

 ∙ 어류와 곤충의 산란지, 휴식처, 서식처 제공

 ∙ 징검여울·평여울 

표 4-2-296. 하도 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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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설물

  - 휴게시설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적용

등벤치 H834×W514 EA 14 C.I 계획 수용

평벤치 H420×W400 EA 12 C.I 계획 수용

화강석앉음석 H450×W400 EA 4 광교부근 쉼터

화강석앉음벽 H450×W400 M 60 교량 하부 쉼터

친수형스탠드 - 개소 2 시점부 부근 쉼터

표 4-2-297. 휴게시설

  - 조망 및 친수시설

    · 친수활동과 수변으로의 조망을 위한 수변데크 및 친수계단 및 스탠드 설치

    · 천변보도를 따라 하천으로의 조망이 확보되는 공간에 전망공간 조성

  - 안내 및 사인시설

    · 방향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안내판과 방향표지판 설치

    · 하천변 다양한 체험을 위한 경관 해설판 및 수목표찰 설치

• 수경 시설

  - 시점부

수경시설 설치위치 비고

Reflecting Pond No. 81+30 ~ No. 81+13 시점부 광장

Water Screen No. 81+13 시점부 개구부

고사분수 No. 81+80 모전교 앞

표 4-2-298. 설치위치 

수경시설 규모 유지용수량 동력

Reflecting Pond - - - 

Water Screen W17000×H4650 65,380 ton/일 - 

고사분수 H8000 - 7.5HP

표 4-2-299. 설치규모

  - 고사분수 : 8m 높이로 고사되는 분수로 광장 및 쉼터와 연계하여 하천복원의 시점부에 수직적 상

징성을 부여. 풍속과 풍향에 따라 자동조절 되는 시스템을 지닌 노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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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5> 고사분수 조감도

  - 삼각동 주변 수경시설

 ·삼각동 부근(No.74+25) 개구부가 사면벽체로 관입하는 부분

 ·2련의 개구부를 차폐하기 위한 W13.6m×L2.9m 규모의 벽천, 유지용수 일일사용량 6,082ton/일, 

유지용수압 이용

<그림 4-2-96> 삼각동 주변 수경시설 조감도

(4) 포장설계

환경친화성 공간별 특화 보행 · 관리의 용이성

 ∙ 하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천

변산책로 조성

 ∙ 청계천변의 역사적 기억을 담을 수 있는 

자연적 질감과 색채의 소재를 활용한 포

장설계

 ∙ 특화된 쉼터의 기능과 테마를 고려한 

포장재 도입

 ∙ 청계천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 포장패턴과 소재선정(화강석 가

구식포장, 성돌포장 등)

 ∙ 장애자, 관리용차량 등의 접근과 통행 및 

고수부지 이용에 편리한 포장재 도입

 ∙ 세굴방지와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

한 포장재도입

표 4-2-300. 포장 설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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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료별 특성검토

구 분 자연친화성 경관성 시공성 유지관리 강도 선정결과

보도블럭 △ △ ○ ○ △

ILB △ △ ○ ○ ○

점토벽돌 ○ ○ ○ ○ △
천변·상가

보도 및 조업주차

화강석

판석
× △ △ × ○

상가변 보도

 일부구간

마사토 ○ △ ○ △ ×

경화흙 ○ ○ ○ △ △ 하천변 산책로

석재타일 × △ △ × ○

투수콘 △ △ ○ △ ○

표 4-2-301. 산책로 포장재료 선정결과

• 산책로 포장

  - 주산책로(좌안 저수부지) : 좌안 저수부지에 관리용 차량의 통행을 겸용한 폭 3.5m의 산책로 조성

  - 보조 관리용 산책로(우안 고수부지) : 우안 고수부지에 최소한의 하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폭 

1.2m 이하의 보조 산책로 조성

  - 연결로(좌안 고수부지) : 좌안의 천변에서 고수부지 접근로와 저수부지를 연결하는 보행동선(폭  

0.8m)

• 휴게쉼터 및 특화포장

  - 주제별 휴게쉼터와 연계한 공간연출 및 경관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

  - 도시형 하천경관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고급의 포장재 도입

  - 광교와 수표교 하부에 옛 멋을 살린 포장재 및 포장패턴의 도입

  - 삼각동 주변｢목재+노출콘크리트｣의 고수벽면 및 데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부 처리된 목재

를 도입한 포장설계

(5) 관수시설설계

① 기본방향

  - 관수시설은 고수부지 관수와 천변가로수, 천변녹지대 관수로 구분

  - 관수방식은 자동방식, 반자동방식, 수동방식에 대한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효율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관수방식을 결정

  - 가로수에 대한 관수방식은 정적 관수와 노즐방식관수를 비교분석하여 결정

  - 관수용 용수는 하천유지용수를 사용

  - 고수부지내 관수는 침수후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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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수시설 방식검토 및 설계반영

구분 자     동     방     식 반  자  동  방  식
스프레이방식 노즐방식

점적관수 Quick coupling V/V
POPUP형 고정형 POPUP형 고정형

고수

부지

특

성

 ∙ 물의 입자가 부드러움

 ∙ 낮은 수압으로 작동

 ∙ 소규모 잔디와 관목 지역

에 적용

 ∙ 살수거리가 멀다

 ∙ 잔디광장에 적합

 ∙ 높은 수압에서 작동

 ∙ 출구구멍이 있는 유

공관 매설

 ∙ 벨브BOX 설치후 필요시 수동관수

 ∙ Valve 보호통 설치

단

면

도

특

징

 

및

장

점

 ∙ 관개에 따른 노동력이 들지 않음

 ∙ 원하는시간에 관수가 용이함

 ∙ 전체면적을 고르게 관수가능

 ∙ 개별수목 관수 가능

 ∙ 자연유하 압력으로 관

수하므로 별도의 기계

실 설치가 필요없음

 ∙ 초기투자비 저렴 

 ∙ 시공이 간편

 ∙ 유지관리가 편리하다(경제적)

 ∙ 홍수 이후에도 손망실의 위험이 적음

 ∙ 임의로 관수시기 조절가능

 ∙ 전자밸브를 설치하여야 함 → 침수시 고장

 ∙ 수중펌프를 사용해야 함 → 고수부지 내에 별도의 

기계실 및 수조설치 필요

 ∙ 고수부지 내에 많은 스프링쿨러 헤드가 설치됨(이용

객에 의한 훼손) → 펌프실 유지관리, 헤드손망실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

 ∙ 홍수 후 유지관리에 많은 인력 및 시간필요

 ∙ 매설깊이가 표토층으

로 관리 어려움

 ∙ 손망실의 위험성이 높음

 ∙ 관개에 따른 인력이 필요함

  → 공공근로 또는 공익요원 활용

모

식

도

적용성 

분석

관수 대상지역이 하천고수부지로 장마시 물에 자주 잠기게 되며 자동방식 보다는 필요시 관수할 수 있는 반자동식이 바

람직함(이동식 스프링 쿨러 사용)

설계

반영
 QC V/V 설치 및 이동식 스프링 쿨러 사용 - 반자동방식

표 4-2-302. 관수시설 방식 검토 및 설계반영

3) 제2공구 경관 및 조경설계

(1) 조경설계의 기본방향

• 친환경적인 재료의 사용

• 경관미를 고려한 디자인

• 치수, 친수기능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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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소항목 주요내용

1)목표 및 방향설정

목표설정  ∙ 복원 후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청계천의 모습 설정

방향설정
 ∙ 각 설계 ITEM별 설계지침과 방향설정

 ∙ 제1공구 및 제3공구와 연계되는 설계방향 설정

2)기존수목의 활용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 이식, 제거, 재활용 등의 방안 강구 및 분류

3)호안설계

고수호안  ∙ 사면벽체구간 

저수벽면  ∙ 하천단면변경에 따른 신설벽체 처리방안 마련

저수호안  ∙ 생물서식과 치수적 안정성을 고려한 공법적용

4)식재설계

천변가로수  ∙ 공구간 조화 및 통일성, 경관성, 생태적 특성 고려

상가변 가로수  ∙ 가로경관 조성 및 보행환경의 고려

천변녹지대  ∙ 고수호안 사면벽체의 인공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덩굴성 식물 식재

구역별 식재개념 설정  ∙ 사면벽체, 고수호안, 고수부지, 저수호안별 식재개념 및 기준설정

식물종별 특성검토  ∙ 식물종별 특성 검토 후 식재구역, 식재방법 결정

5)휴게공간설계

옥류천  ∙ 청계천에 유입되던 물길의 기억의 장치를 위해 벽천설치

창선방교  ∙ 옛 흔적(마시장)을 떠 올리는 기억의 장치 마련

패턴문양천변(청계4경)  ∙ 청계천의 중심이 되는 상징적인 공간 조성

오간수교  ∙ 오간수교를 모티브로 하는 5개의 아치와 수경시설 설치

친수공간  ∙ 청계천을 만질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빨래터(청계5경)  ∙ 일상적 풍경의 재현을 위한 빨래터 조성

영도교  ∙ 영도교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징검여울 설치 및 삼도포장 

6)시설물설계 
편익시설  ∙ 안내판, 벤치, 전망데크, 친수데크 등

수경시설  ∙ 벽천 2개소, 고사분수 1개소

7)구조물설계 동선계획
 ∙ 저수부지에서 고수부지로 이동하는 내부계단/램프 설계

 ∙ 저수호안과 저수로를 연결하는 계단 설계

8)포장설계

주보행로  ∙ 하천관리에 필요한 차량통행 가능

산책로  ∙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휴게공간  ∙ 화강석판석, 박석 등 공간에 어울리는 포장 선정

교량하부 ∙ 개구부  ∙ 세굴방지를 위한 포장계획

9)관수설계

고수부지관수  ∙ 반자동관수 및 청소용수겸용 가능

점적관수  ∙ 천변가로수 및 천변녹지대 관수

용수분기  ∙ 유지용수에서 관수용수의 분기

표 4-2-303. 제2공구 조경설계의 범위

(2) 기존수목 활용방안

• 가로수 최종결정에 의한 수종은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이므로 기존 은행나무, 버즘나무는 규격  및 

형상 등이 상이하여 본 설계에서 재활용하지 못하고 전 수목을 반출이식

• 조사결과 수목상태가 불량하고 수간의 피해가 심한 수목은 제거(은행나무 13주, 버즘나무 1주)

• 관리청과 협의결과 상태가 양호한 은행나무, 버즘나무, 선주목은 난지도로 이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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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수 식재설계

① 상가변가로수

• 하부 구조물(기존 존치구조물)이 있어 토심을 확보할 수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식재

• 전기 가로등주 설치간격을 고려하여 6~8m간격으로 식재

• 수형이 아름답고 도시의 가로수에 잘 적응하는 느티나무 식재(H4.0×R15, 155주)

② 천변가로수

• 신설벽체와 기존 존치구조물 부분에 파형강판(T2.7mm)을 이용한 식재 POT(1400×3000) 부착

• 하부구조물(존치교각, 신축줄눈)을 고려하여 6m간격으로 식재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보온재(T20mm)를 파형강판에 부착

•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해 지중지주목 및 밀폐형 수목보호 홀덮개 사용

(4) 호안경관설계

• 고수호안과 저수로 구간을 복복단으로 조성하여 저수호안 높이에 대한 위압감을 저감

• 휴게시설과 보행동선을 분리(고수부지, 저수부지)

• 도시형 호안형태의 도입으로 친수성 증진

<그림 4-2-97> 호안설계 개요도

① 고수호안

• 주변경관과의 조화 : 주변의 산만하고 혼잡한 경관을 조절하는 간결하고 연속적인 경관 연출

• 식생경관의 도입 : 설벽체에 만경류 식재 및 고수부지 식생경관 연출로 연속된 녹색경관 연출

• 황금비에 의한 벽체 분할 : Mass의 균형있는 분할로 시각적 안정성확보 및 높이의 위화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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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수호안

• 자연소재를 도입한 친자연적 식생호안 조성으로 생물들의 서식장소로 이용되는 호안 조성

• 수리특성에 적합한 호안공법 도입

• 생태복원, 접근성 및 친수성 고려

• 사면경사를 고려한 식재 및 식생기능

(5) 호안식재설계

① 고수호안

• 생태계 향상 및 벽면으로 부터의 반사광 방지를 위하여 입면 녹화

• 고수호안 벽체의 위압감을 상쇄하기 위해 천변보도에 초화식수대(W300)를 설치하여 하수형 만경류 

식재

• 도입수종 : 줄사철, 담쟁이덩굴, 능소화

② 고수부지

• 집중 강우시 침수되는 지역으로 습해에 강한 초종을 식재

• 건조기에는 가뭄의 피해를 견딜 수 있는 초종을 식재

• 단일수종의 mass planting으로 청계천 경관의 틀 마련

• 고수호안벽체 인접부분에 키가 큰 관목을 식재

• 교량인접부분은 교량에서 조망을 고려하여 꽃이 아름다운 초화류 위주로 식재

• 휴게공간에는 녹음 조성을 위하여 교목류 식재

• 교량하부에서 휴게공간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저수부지로의 추락방지를 위해 하수형 관목류 식재

③ 저수호안

• 수위 증감으로 유속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므로 신속히 착근하여 활착할 수 있는 초종 선택

• 우안 저수호안 사석쌓기공법 적용 구간에 종비토에 의한 식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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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게공간설계

• 역사, 문화, 하천에의 접근성, 주요접근 거점 등 공간이용의 현황 및 특성분석을 통해 7개의 거

점지역 도출

• 각 거점마다 문화/역사와 관련된 이름붙이기(Image Making)하여 공간에 대한 친근감과 이용률을 높이고 

고유의 장소화 시도

ZONE 1

<그림 4-2-98> 휴게공간 설계

제2공구 시점,

옥류천,

창선방교

주변의 광장시장과 방산시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변에서의 느림의 미학을 만끽하고 징검여울에서 발을 담그

는 탁족의 여유를 즐김

북쪽 대학로의 활기와 부산함을 잠시 숨을 고름으로서 남쪽 

훈련원 공원과 장충단 공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녹지공간의 완충과 여유

ZONE 2

패턴문양천변(4경),

오간수교

청계천의 중간지점으로 밤이 되면 더욱 활력을 찾는 야광의 

공간으로 다양한 만남을 통해 휴식과 재충전, 재창조의 기회

를 제공

ZONE 3

친수공간,

빨래터(5경)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담소하며 빨래하고, 꼬마아이들이 멱을 

감았던 빨래터의 옛 모습을 재현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청계천을 향유하고 추억하며, 물과 친해지는 친숙한 공간으로 

시민들이 가꾸어 나가는 시민참여의 공간 제공

ZONE 4

영도교,

제2공구 종점

황학동시장, 삼일아파트, 황학동 재개발 구역.

새로운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면 제2공구에서 가장 주거가 밀집

된 지역으로 문화에서 자연으로 주제가 이어지는 제3공구와의 

인접부로 생태적인 공간 조성

(7) 부대시설 설계

부대시설로는 휴게시설, 조망 및 친수시설 등이 검토되어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① 휴게시설

공간별 주제 쉼터조성과 함께 벤치, 앉음돌, 스탠드 등이 설치된 휴게소 설치가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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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적용

평의자 1900x400x420 EA 68 전망데크내 설치·C.I 계획 수용

앉음돌 ø500 EA 7 옥류천 쉼터

통석의자 H400 개소 12 창선방교 쉼터

표 4-2-304. 휴게시설 설계개요

② 조망 및 친수시설

친수활동과 수변으로의 조망을 위한 수변데크 및 친수계단 설치, 천변보도를 따라 하천으로의 조망이 확

보되는 공간에 전망데크 조성이 설계되었다.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적용

친수데크 H3500xL26000 개소 1 친수공간

야외무대 H3550xL10540 개소 1 패턴문양천변

천변스탠드 400x700x1000 개소 1 패턴문양천변

빨래터 W3000xL10400 개소 1 빨래터

천변전망테크 W2400xL6000 개소 34 천변가로

표 4-2-305. 조망 및 친수시설 설계개요

(8) 포장설계

① 산책로 포장

폭원계획

  - 주 산책로 : 좌안 저수부지에 관리용 차량의 통행을 겸용한 폭 3.5m의 산책로 조성

  - 보조 관리용 산책로 : 우안 고수부지에 최소한의 하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폭 0.9m의 보조 산

책로를 구간별로 설치

  - 연결계단 및 램프 : 좌안의 고수부지 접근로와 저수부지를 연결하는 보행동선(폭 1.2m)

도입 포장재

  - 주 산책로(좌안 W=3.5m)와 보조관리용 산책로(우안 W=0.9m)를 연결하는 포장재는 강도와 수중

안정성이 검증된 경화흙포장재 사용

포장재 규격 단위 수량 적용

경화흙포장 A T150, 보조기층 T300 M2 6,836 관리용 차량 겸용 주산책로

경화흙포장 B T150, 보조기층 T150 M2 1,803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보도

표 4-2-306. 산책로 포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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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게쉼터 및 특화 포장

포장재료 선정은 첫째, 주제별 휴게쉼터와 연계한 공간연출 및 경관성, 둘째, 교량하부의 세굴안정성 및 

이용성. 셋째, 개구부가 있는 고수부지의 세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포장재 규격 단위 수량 적용

사고석포장 A T100X100X100 M2 532.0 옥류천, 창선방교 쉼터

사고석포장 B T50X50X50 M2 559.0 기타지역

화강석판석포장 T100XW200 M2 6.6 창선방교내 포장

화강석박석포장 T100X400X1000 M2 27.0 영도교 쉼터

화강석박석포장 T100X250X1000 M2 7.0 영도교 쉼터

호안점토블럭포장 밀폐형 M2 599.0 교량하부·개구부주변

점토블럭포장 230×114×T60 M2 1285.0 교량하부

표 4-2-307. 휴게쉼터 및 특화 포장 설계개요

4) 제3공구 경관 및 조경설계

(1) 제3공구 조경설계의 개요

① 조경설계 기본방향

• 생명력 넘치는 자연 하천으로의 회복

  - 치수적 기능을 충족하고 생태적 자연하천으로의 회복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

  - 자연회복을 위한 목표종(target species)의 선정

• 주민을 위한 친수 공간의 조성

  -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의 조성

  - 가벼운 산책, 조깅, 소규모 단체 행사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 인근 주민의 커뮤너티(community)의 장 마련

• 자연과 생태, 교육 장소의 조성

  - 도심 내에서 물고기와 풀과 꽃들 그리고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

  - 아이들이 물속에서 첨벙대며 소금쟁이를 잡을 수 있는 곳

• 기억과 흔적을 보전

  - 청계고가 교각 구조물을 조형화하여 기존의 설치 장소에 존치시킴

  - 산업화 시대의 기억과 흔적을 보전하여 경관구조물로 사용하며 야간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 

자원화로 유도함

② 조경설계의 주안점

• 친환경적인 재료의 사용 : 친자연적이며 생태적 여건 조성에 유리한 재료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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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 친수기능의 충족 : 치수기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친수 기능을 조성

• 하천 생태 복원을 위한 기반조성 : 어류, 조류, 곤충, 하천 식생 등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서식조

건 조성,  청계천~중랑천~한강까지 연계되는 생태 회랑의 조성

③ 조경설계의 범위

항목 소항목 주요내용 비고

목표 및 방향설정
목표설정 ∙ 복원후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청계천의 모습 설정

방향설정 ∙ 각 설계 ITEM별 설계지침과 방향 설정

기존수목의 활용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 이식, 제거, 재활용 등의 방안 강구 및 분류 이식장소 협의

가로수 식재

천변가로수 ∙ 공구간 조화 및 통일성, 경관성, 생태적 특성 고려 수목수급 가능여부

천변 녹지대
∙ 고수호안 사면벽체의 인공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덩굴성 식

물 식재
덩굴식물

군식 플랜트 박스 ∙ 하천변 경관 조성을 위한 군식 (관목류) 화목류

상가변 가로수 ∙ 가로경관 조성 및 보행환경의 고려 플랜트박스 설치

호안 설계

고수 호안 ∙ 사면벽체구간과 토사호안 구간 마감재 선정

저수 호안 ∙ 생물서식과 수리적 안정성을 고려한 공법 적용 구역별 공법 선정

하도 습지 ∙ 어류 등 서식지 조성 및 하천경관 고려

식재 설계

구역별 식재 개념 

설정

∙ 사면벽체, 고수호안, 고수부지, 저수호안별 식재개념 및 기

준설정
개념 설정

식물종별 특성 검토 ∙ 식물종별 특성검토 후 식재 구역, 식재방법 결정 특성 검토

시설물 설계

하도내 시설 ∙ 하도습지 징검다리, 돌수제, 횃대, 거석 적정장소 선정

기타 시설 ∙ 안내판, 벤치, 목재테크, 테라스 등 조형미 고려

수경 시설 ∙ 벽천 1개소, 터널 분수 1개소 적정장소 선정

포장 설계

주보 행로 ∙ 하천 관리에 필요한 차량 통행 가능 자연친화적

산책로 ∙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자연친화적

휴게 공간 ∙ 부분적으로 판석, 점토블럭 등 공간에 어울리는 포장재 선정 자연친화적

관수 설계

고수부지 관수 ∙ 반자동 관수 및 청소용수 겸용 가능 유지관리 편의성

점적 관수 ∙ 천변 가로수 및 천변녹지대 관수 유지관리 편의성

용수 분기 ∙ 유지용수에서 관수 용수의 분기 유지관리 편의성

표 4-2-308. 조경설계의 범위 및 주요내용

(2) 기존수목 처리방안

① 기존수목 조사

구분 계 은행나무 느티나무 버즘나무 주목 비고

동대문구 35 22 - 13 - 

성동구 128 30 4 54 40

중구 5 - - 5 - 

계 168 52 4 72 40

표 4-2-309. 가로수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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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용 수목결정

가로수는 상가변 수종은 느티나무, 천변은 이팝나무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가로수 중에 동일 

수종인 느티나무가 있어 생육상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생육상태, 규격, 형상 등이 본 설계에서 요구되

어지는 경관의 조성 조건 등에 일치하지 않아 본 설계에서 재활용하지 못하고 전체를 외부로 반출이식하

였다.

(3) 가로수 식재

① 여건조사 분석

구분 천변 가로수 상가변 가로수

식재지반

∙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부에 식재pot를 부착하는 방

법 <대안 1>

∙ 상가변 가로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플랜트박스를 보

도 상부에 설치하는 방안<대안 2>

∙ 하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3.0m보도 상부에 

플랜트 박스를 설치하는 방안, 간격8m <대안 1>

∙ 조업주차 구간에 플랜트 박스를 설치하는 방안. 간격은 

평균 30m <대안 2>

가로수 

설치

장

점

∙ 서울도심 중심부로서 가로녹지축 조성

∙ 개화기시 테마경관 조성

∙ 여름철 그늘 제공-온도저감

∙ 서울 도심중심부로서 가로녹지축 조성

∙ 녹음에 의한 공기의 정화

∙ 여름철 그늘제공-온도저감

단

점

∙ 보도폭이 협소하여 보행자에게 불편

∙ 식재지 여건이 열악하여 생육이 어려움

∙ 관수시설 등 부대 공사 등의 어려움

∙ 플랜트 박스설치시 보행자에게 불편

∙ 상가주민들의 민원제기 우려

∙ 수목생장이 제한을 받음, 고사 등 위험

표 4-2-310. 식재위치별 여건분석

② 가로수 선정을 위한 심의 및 자문 : 3차에 걸친 가로수 수종 심의

• 청계천복원 기본구상인 역사-문화-자연의 연속성을 고려한 식재계획 필요

• 회화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에 대하여 생태적 특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통일성과 연계성, 개화기 가로 축제를 구상할 수 있는 이팝나무 단일수종제안

• 하천변 컨테이너 식재는 보온, 관수,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생태성, 시장성, 경관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할 것

구분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상가변 하천변 상가변 하천변 상가변 하천변

가로수
종 결정

회화나무
(H4.5×R15)
느티나무

(H4.0×R15)

이팝나무
(H4.0×R15)

느티나무
(H4.0×R15)

이팝나무
(H3.5×R15)

느티나무
(H4.0×R15)
느티나무

(H3.5×R12)

이팝나무
(H3.5×R12)

표 4-2-311. 가로수종 선정(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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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기

1) 설계개요

(1) 기본방향

안전성
 ∙ 가로등설비로 쾌적한 시야확보

 ∙ 인명과 재산피해 감소

 ∙ 시선유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

환경 및 에너지 절약
 ∙ 후사광제거 가로등

 ∙ LED 교통신호등

 ∙ 고효율안정기, 램프, 반사갓

 ∙ 상시·격등회로

유지관리
 ∙ 도로횡단시 예비배관 확보

 ∙ 가로등무선원격제어(원격 점 ∙ 소등)

 ∙ 회로 구성시 도로횡단 최소화

신뢰성
 ∙ 기준의 동등이상 KS 제품

 ∙ 정전요소 최소화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 우수제품

표 4-2-312. 전기설비설계 기본방향

(2) 전기공사의 범위

전기공사의 범위는 도로조명설비, 경관조명설비, 교통신호등설비, 접지설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

체적인 공사의 범위는<표 4-2-313>과 같다. 

구분 공사내용

도로조명설비  ∙ 가로등설치공사  ∙ 기존가로등철거공사  ∙ 임시가로등설치공사

경관조명설비  ∙ 하천경관조명 설비공사  ∙ 교량경관조명설비공사

교통신호등설비  ∙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 기존 교통신호등 이설 및 철거공사

접지설비  ∙ 접지공사

표 4-2-313. 전기공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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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조사 내용분석

항  목 내    용 검 토 결 과

수전방식  ∙ 저압수전  ∙ 한전 PAD TR에서 지중매설로 저압수전

가로등관리주체
 ∙ 종로구：종로측 가로등

 ∙ 중  구：을지로측 가로등

 ∙ 종로구：종로측 가로등

 ∙ 중  구：을지로측 가로등 및 경관조명

배선방식  ∙ 3선식 (중성선 공통사용)  ∙ 4선식(회로별 2가닥) 으로 변경

회로분리  ∙ 철거가로등에서 전원공급되는 가로등
 ∙ 중구측 3개소

 ∙ 기존가로등 및 제어반에 연결하여 전원공급

교통신호등  ∙ 고가차도 하부에 설치구간
 ∙ 공사중 지주를 설치하여 이설

 ∙ 교통신호등 신설 후 기존 철거

표 4-2-314. 기본조사 내용검토

 

2) 전원 설비

(1) 수전전압 및 인입방식

구분 수전방식 인입방식 적용요금 비고

가로등 1∅2W 220V 지중매설 가로등  ∙ 개별저압수전

 ∙ 가로등·업무용 전력량계 별도설치

 ∙ 원격검침용 예비관 시설

 ∙ 수전전압은 ｢전기공급약관｣에 의함

경관조명 1∅2W 220V 지중매설 가로등

교통신호등 1∅2W 220V 지중매설 가로등

표 4-2-315. 수전전압 및 안입방식

(2) 부하산정 및 전압강하

① 부하산정기준 

구분 환 산 용 량

방전등  ∙ 정격용량의 115%

전동기
 ∙ 내선규정 부록 3-3

 “전동기의 규약전류치”로 선정

기타부하
 ∙ 제작자 사양

 ∙ 증설이 명백할 경우 증설부하 적용

표 4-2-316. 부하산정기준

② 전압강하

구분 거리 전압강하(%)

저압

120m 이하 4

200m 이하 5

200m 초과 6

※한전변압기 2차측에서 부하최원단의 부하까지 전압강하

표 4-2-317. 전압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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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조명 설비

① 가로등 설비

도로조명설비의 주된 내용은 가로등주와 광원에 관한 것으로 선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가로등주 구분 광원

가로등주 CI 사업(이미지 통합) 램    프 메탈할라이드(MH)

등주높이 8m 용    량 400W

arm 길이 1.8m 램프광속 34,000lm

표 4-2-318. 가로등주 및 광원선정

<표 4-2-319> 는 가로등주의 높이에 따른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검토한 내용이다.

구  분 1안 2안 3안

가로등 높이 8m - 1.8m arm 9m - 2m arm 10m - 2m arm

경

관

계산결과 36m 34m 32m

3.5H 이하 35 × 8(h) = 28m 35 × 9(h) = 31m 35 × 10(h) = 35m

적    용 28m 31m 32m

장    점

균제도에 유리

경관조명의 간섭 최소

구조적으로 안정

균제도에 다소 유리

눈부심 제한가능

적절한 배광가능

배광간섭 최소

단    점
arm 길이가 짧아진다.

경간축소로 공사비 증가
공사비 다소증가

경관조명연출 간섭

등주 단가 상승

위압감조성

구조적으로 불안정

선    정 ○

검토결과
설치경간, 암길이, 경관조명에 미치는 영향, 구조적안정감 등을 고려할 때 8m 폴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표 4-2-319. 가로등주 높이비교

가로등 설치

가로등의 설치에 관하여, 하천방향과 상가방향 설치 양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내용으로 대안의 검

토결과 건물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건물측 보도에 설치

∙ 전구간 토공부분에 설치

∙ 가로등주, 램프, 안정기는 CI 사업(이미지통합작업)을 통해 발주기관에서 지급)

∙ 전압강하는 분산부하 방식적용

표 4-2-320. 가로등주 설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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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하천측 상가측

설 치 예

등 기 구  8m - 1.8m arm  8m - 1.8m arm

광    원 메탈할라이드 램프 400W 메탈할라이드 램프 400W

경    간 28m 28m

가 로 등

설치위치
하천측 신설벽체 끝단

상가측 조업주차공간과 보도 경계부근

조업 주차공간 없는 지역 보.차도 경계 부근

가 로 등

기    초

기존복개구조물과 신설벽체를 철근보강 및 콘크리트 타

설등을 통한 일체형으로 시공

안정성검토 및 시공은 구조분야에서 반영

기존 복개구조물 콘크리트 일부를 분쇄하여 철근보강 

및 콘크리트타설등을 통한 일체형으로 시공안정성 검토 

및 설치 상세도는 구조전문가 검토 필요, 가로등 시공 

공사비는 도로분야에서 반영

토공 구간은 관로굴착후 기초 매설

배관배선 신설벽체에 매입(HI-PVC 전선관) 기존 복개구조물 하부에 노출배관(HI-PVC 전선관)

장    점
가로등기초, 배관, 배선등 시공상의 유리함

보도공간 외측에 설치로 보행자 불편최소

경관조명 색채구성의 자유로움 

하천측 개방감으로 경관상 유리

단    점

경관조명 색채구성에 간섭

하천산책로에서 가로등 조망시 위압감 조성

상가측 보도의 조도확보 어려움

조업주차공간 축소 및 화물적재 장애

가로등기초 시공상의 어려움

적    용 ◎

표 4-2-321. 가로등주 위치비교

조도기준 (KSA-3701：도로조명기준)

구  분 내  용 가로등주 후면컷오프형 배광곡선

도로형태 편방향 2차선

조도기준 2(nt) 30(lx)

광    원
이중방전관 고압나트륨램프

(CDM 150W)
등    주 8m Arm 1.8

등주재질 STS

보 수 율 0.65

기준속도 60[㎞/h]
 주위경관과 조화된

 가로등기구

 일반가로등 배광에

 비해 후사광 억제
배열방식 편측

경    간 28m

표 4-2-322. 조도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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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설치

표 4-2-323. 제어반 설치개요

② 배관 · 배선

배관과 배선은 서울시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요령에 의하여 설치하였다.

전선관의 적용

구 분 CD CD-P ST 비고

지중매설
○ 일반구간

○ 차도,중하중구간

콘크리트매입 ○

 ∙ 전선관의 규격은 전선단면적의 32% 이하로 선정

 ∙ 차도회단시 ST전선관내 CD-P 전선관 설치

표 4-2-324. 전선관 적용내용

케이블의 적용

구분 CV CVVS 사용규격

전력간선 ○  ∙ 단심 22㎟~60㎟

가로등 ○  ∙ 단심 5.5㎟~38㎟

경관조명 ○  ∙ 단심 5.5㎟~14㎟

제어회로 ○  ∙ 다심 2㎟

※ 격등 4선식 배선

표 4-2-325. 케이블 적용 검토

③ 접지설비

• 내선규정, IEEE 80, NEC 적용

• 최대접촉 및 허용 접촉 전압을 안전치 이하로 설계

• 각종 제어반：제 3종 접지 및 특별 제3종 접지

• 가로등주：개별접지 및 연접지(접지 사고방지 및 접지상승효과)

• 접지선：GV 전선, 나동연선

• 접지선 연결시 유압 압착기로 완전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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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9> 가로수 기능개선방안

④ 가로등 기능 개선

기존의 가로등주 또는 제어반은 전단지 등으로 인한 

거리 미관 훼손이 만연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계천복원공사에서는 기존의 고무부착형 대신, 새로

운 소재로 미관이 우수하며 스티커 부착방지 및 감전

보호 등의 기능적 장점이 있는 자연석 돌가루에 투명

도장을 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4) 교통신호등 설비

• 설비개요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철 주

 ∙ 저전력 LED 램프

 ∙ 장수명：약 100,000시간

 ∙ 환경친화적 ∙시인성우수

 ∙ ON-LINE 제어

 ∙ 전력소모：약 40W

 ∙ ITS 구축시 연계

 ∙ 철주：125∅ ~ 250∅
 ∙ 부착대：9m ~ 11m

 ∙ 스티커 방지 도료도색

표 4-2-326. 교통신호등 설비개요

 

5) 신기술 및 에너지 절약

이중관램프 적용 태양광 보안등 LED 교통신호등 상시/격등/시간대제어 가로등감전보호기

 ∙ 평균수명 : 

55,000시간

 ∙ 램프필라멘트1쪽단락시 

50% 광속유지

 ∙ 스티커 부착방지 및 

감전 보호

 ∙ 신소재로 미관우수

 ∙ 저전력 소모로 

에너지 

절약(5~15W)

 ∙ 가로등 상시·격등제어

 ∙ 경관조명 시간대별 제어

 ∙ 등주내 누전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자동부귀형, 방우방습형

표 4-2-327. 전기관련 신기술 및 에너지 절약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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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관조명

1) 경관조명설계 개요

청계천의 경관조명 설계는 생태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조명 설치로 아름답고 생동감있는 야간경관을 연

출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빛”을 

매개체로 도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도심 속 청계천의 세련된 야경문화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청계천의 야간경관조명은 빛의 양이 넘치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의 절제된 빛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어둠도 경관조명의 한 요소로 활용하였다. 빛과 어둠의 대비감을 이용해 여백과 휴식을 구

현했으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빛의 계획을 구상한 것이다. 특히 광해의 우려를 불

식시키고 자연을 관조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빛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명도 가로등처럼 높은 곳에서 넓은 면적에 빛을 부리는 직접조명이 아

니라 스텝조명처럼 필요한 부분만 그것도 반사를 통한 간접조명 방식으로 설치하였다. 주간경관과의 연결

성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야간경관은 주간경관의 연장이라는 개념 아래 각 구조물과 자연풍광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조명을 연출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각종 야간경관조명 

시설들이 주간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배치를 하였으며, 눈에 띄는 시설은 구조체와 일체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명기구를 직접 설계하기도 했다. 또 에너지 절약과 관리 편의성, 그리고 아름다운 

색상연출이 가능한 태양광 LED조명을 적극 이용하였다.

(1) 경관조명 기본방향

경관조명은 독창성, 조화성, 친환경성, 기능성과 경제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이 조화되도록 기본방향이 다

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요소 기본방향

독창성

 ∙ 청계 천변의 상징적 조형미를 부각시키며, 천변의 지역적 특징을 최대한 살려 독창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아름다움을 연출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력적이고 신선한 빛의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도시 이미지 부각.

조화성

 ∙ 전체 공구간의 조화된 통일성과 연계성을 고려하며,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환경친화적인 경관조명이 되도록 한다.

 ∙ 도시 수변 축을 따라 형성된 상가의 주민 및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하며, 자연 

생태계 등에 대한 빛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다. 

친환경성 
 ∙ 생태계를 고려한 최소한의 빛으로 연출 계획.

 ∙ 점등시간을 구분하여 생태에 영향을 주는 심야 시간대 빛을 최소화.

기능성과 경제성

 ∙ 시간대별 다른 점등계획으로 에너지 절약에 부응하는 연출을 계획한다.

 ∙ 유지 및 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기구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시공 및 유지보수의 안

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다.

 ∙ 자연적인 조건·홍수 등에 대응하여 내구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반영한다

표 4-2-328. 경관조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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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구별 조명환경 분석

각 공구별로 주간, 야간 조도/휘도 등에 따라 조명환경을 분석하면 <표 4-2-329>와 같다. 

구

분
1 공구 2 공구 3 공구

주 

간

 ∙ 고층의 오피스 빌딩과 호텔

 ∙ 시청, 광화문, 종로, 세운상가와 연

계, 오피스 이용객과 관광객들의 휴

식 및 관광장소

 ∙ 세운상가 주변 상가이용객들의 휴식처

 ∙ 의류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색상과 간판 노점상 등 주변 

환경 매우 어지러운 상황

 ∙ 주거 및 교육, 복지 지역으로 복원 

후 다각적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 가능

야 

간

기

존

야간에는 오피스빌딩 공동화로 차

량을 제외한 일반시민들의 이용이 

적은 곳

기

존

동대문 쇼핑몰 건물군의 화려한  

야간조명. 심야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음.

기

존

나트륨램프에 의한 기본 가로조명과 

5층 이하 상업건물의 간판조명으로 

이루어져 있음

복

원 

후

명동과 종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복원이 후 이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임. 특히 중앙광장은 광화문, 시

청과 연계하여 주요 관광 명소화로 

부각

복

원

후

문화적 다양성이 내재된 공간으로 

가장 활발한 야간활동이 이루어짐.

복

원 

후

아파트 및 일반 주거지역 주민들의 

운동 및 레저 공간으로의 활용

조 

도

/

휘 

도 

 ∙ 삼일로까지 : 빌딩내에서 나오는 빛

과 가로등 건물조명으로 밝은 가로

가 형성되어 있음.

 ∙ 삼일로 이후 : 간판을 제외한 최소한

의 가로조명만 되어 있음. 따라서 다

소 어두움.

 ∙ 최고휘도 : 80~123cd

 ∙ 평균휘도 : 5~20cd

 ∙ 두산타워 주변 쇼핑몰 타운의 건물

조명과 간판조명으로 가장 휘도가 

높으며 주변은 상대적으로 어두움.

 ∙ 조도 : 기본 가로등에 의한 5~30lux

 ∙ 휘도 : 평균 1.5cd 

          간판 50~100cd

검 

토

의 

견

 ∙ 오피스빌딩 이용객과 관광객들을 위

한 밝고 세련된 도시 이미지의 공원

 ∙ 교차로 및 중점 교량에 대한 강조조명

 ∙ 중앙공원 중점조명

 ∙ 관광활성화 자원으로의 활용을 고려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과 연

계된 빛의 죠닝, 생동감 있는 빛 환경

 ∙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친밀감을 도모

할 수 있는 이미지 부여

 ∙ 생태를 고려한 광원 선택 및 빛의 

간 섭 최소화

 ∙ 인근 주민들의 운동 및 레저 환경에 

알맞은 빛 환경 

표 4-2-329. 조명환경 분석

(3) 전체구간 경관조명 디자인컨셉

경관조명의 디자인 컨셉은 빛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와 그에 따른 싱징성을 반영하면서도 연계성과 통일

성 있는 조명방식을 선택하도록 구상되었다. 

먼저, 전체적인 “빛의 흐름”은 문화 ·역사·자연의 테마를 전제로 하였다. 복원 시점인 시점광장은 청계천

복원과 도시의 발전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빛”으로 시작하였고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Street 

Object를 강조 조명함으로써 박물관 같이 “문화와 역사를 담는 다양한 빛”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복원 종점으로 가면서 생태를 고려한 낮은 조도로 “자연과 교감하는 빛”을 담는 흐름으로 전개하

였다. 또한 전반조명 시스템 방식을 검토하여 전체 구간에 적용함으로써 공구간 디자인적 “연계성과 통일

성”을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시간대별 회로구분으로 경제적 운용을 꾀하였다. 각 교량의 독창적 경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816

관조명으로 평면상에서의 빛의 Boundary를 형성하여 전반조명 시스템과의 빛의 연계성 및 장소적 정체성

(identity) 확립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특화지역과 일반지역을 설정하여 지역적 인지성 부각 

및 다양성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조명방식은 단면을 이용한 전반 조명 방식을 채택하였다. 도로 조명구간과 천변 구간을 “빛의 

색감”으로 구분함으로써 새로운 “빛의 Boundary”를 형성하여 새롭게 형성된 수공간의 영역성을 꾀하였다. 

도로구간은 메탈 할라이드 램프를 적용하여 cool-color의 램프를, 천변구간은 warm-color의 램프를 사용

하였다. 특히, 교량 하부의 우범화 방지를 위하여 교량 배면을 상향 투광 조명함으로써 밝고 안전한 빛 

환경 조성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구간별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 디자인컨셉을 정리하면 <그림 4-2-100>과 같다. 

ZONE 2 [L=2.1Km] ZONE 3 [L=1.7Km]

자연과 교감하는 빛!

1. 자연과 사람의 조화성

2. 자연생태를 고려한 

   절제된 빛

3. 사람을 위한 휴식의 빛

도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는 빛!

1. 시점부 광장의 상징성

2. 광교, 수표교의 역사성, 전통미

3. 수표석, 판자촌, 조명 열주 등

  오브제 조명을 통한 갤러리 조명

문화를 담는 다양한 빛!

1. 빛이 흐르는 GREEN LINE

2.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 조명계획

3. 빛의 조닝을 통한 주변공간의 

   역사적 중요성 인지

ZONE 1 [L=2.0Km]

복원시점

▌자연친화적  

낮은 조도

복 원 종

▌다양성, 역사성 부각▌시점부광장. 도시의 상징적 빛 ▌친환경성

▌중심교량으로 강조 

▌자연과 숨쉬는 빛 ▌머물고싶은

빛▌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EVENT 조명

▌조화로운 빛
▌ 시 점 교 량  

으로 강조

<그림 4-2-100> 구간별 야간경관 조명 컨셉

2) 제1공구 경관조명설계

(1) 설계 기본방향

경관조명설계는 연출방향에 부합하도록 조명방식을 선택하였다. 경관조명설계의 기본방향과 연출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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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 요소 조명 방식 연출 방향

단면요소

 ∙ 복복단 ∙ 상가측 보도

 ∙ 도로 ∙ 천변

 ∙ 천변 펜스 ∙ 천변 가로수

 ∙ 고수호안 ∙ 둔치

 ∙ 저수호안 ∙ 저수로

Ambient 

Lighting
디자인 통일성과 연계성 부여

평면요소

 ∙ 시점 광장 ∙ 교량

 ∙ 광장 ∙ 교차로

 ∙ 고사 분수 ∙ 징검다리

 ∙ 친수 데크 및 계단

Architectural

Lighting
지역적 아이덴티티 부여

입면요소

 ∙ 고수호안 벽면 ∙ 저수호안 벽면

 ∙ 아트 월 ∙ 벽천

 ∙ 워터 스크린 ∙ 각종 시설물

Accent 

Lighting
빛의 유희성

표 4-2-330. 제1구 조명설계 기본방향

<그림 4-2-101> 경관조명설계 연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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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설계 검토

구분 기본설계 경관조명 관련 이미지

야

경

이

미

지

문

제

점

  1. 교량과 교량 사이에 연계되는 조명이 없음. ⇒ 밝기 대비가 큼.

  2. 교량 조명 방식 및 컬러가 동일하여 ⇒ 지루함을 유발.

  3. 시점부 광장은 지나치게 컬러가 화려하고 다양한 조명방식으로 ⇒ 산만함을 유발

  4.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가 부족함. ⇒ 빛의 루트 부족

  5. 단조로움 유발

  6. 통일감 부족 ⇒ 교량별 연계공간에 대한 조명 결여로 전체의 통일감 부족

검

토

의

견

  1. 디자인 통일성을 위한 “빛의 루트” 확립 ⇒ 통일성 부여

  2. 조명방식의 종류는 최소화하고 빛의 컬러로 차별화 ⇒ 통일성과 아이덴티티 부여

  3. 경관이 OVERLAP되는 것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빛의 세기와 컬러대비 연출 ⇒ 입체감, 거리감 형성

  4. 주요 조형물은 주변의 빛과 대비되는 강조조명 ⇒ 상징성 부여

표 4-2-331. 기본설계 경관조명 분석

(3) 제1공구 디자인 컨셉

제1공구 컨셉은 도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는 빛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 시점부 광장은 청

계천복원의 상징적 영역이다. “빛이 흐르는 길”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여 광장의 상징 조형물과 고

사분수의 수직적 요소를 상향 투광된 빛(Flood Up-Light)으로 조사(照射)함으로써 “발전하는 도시의 이미

지”를 연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시점구간의 영역성을 일반구간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특화된 디자인을 적

용하였다. 이를 통해 물빛의 이미지를 내포하는 블루 컬러(Blue Color)를 적용하였고 “차별화된 빛의 영

역”을 계획하였다. 셋째, 교량의 건축화 조명은 전체적으로 난간을 이용하여 기구를 매입시킴으로써 등기

구의 직접 노출을 지양하고, 난간만을 전체적으로 조사(照射)하여줌으로써 교량의 수평라인을 얇고 강하게 

연출함으로써 “도시 교량의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하였다. 넷째, 교량 하부는 심야시간에 우범화될 

수 있고, 통행시 심리적으로 음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시켜 주기 위해, 배면을 별도로 상향 투광 조

명하여 교량하부를 Ambient한 빛으로 쾌적한 빛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조명 설계안은 <그

림 4-2-10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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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는 빛!

  도시의 상징적 빛!                          문화를 담는 빛!                    자연과 교감하는 빛!

  도시의 상징적 빛                 갤러리를 따라 형성된 박물관                생태간섭을 최소화한 조명

                                 휴먼 스케일에서의 친밀감. 흥미유발               물에 비친 별빛들...

시점광장

판자촌 입면Br.1
Br.2 수표석재현 조형물 Br.8

답교놀이 패턴
무교동길 Br.4 Br.5

Br.6
Br.7

유지용수 유입부

남대문로 삼일로 수표다리길 돈화문로 세운상가 배오개길

일반 구간 적용 볼라드등

시점부 특화구간

적용 볼라드등

시설물 : 유지용수 

유입부
중심교량으로의 상징성 역사적 장소성 & 

현대미
시점부 광장 

<그림 4-2-102> 제1공구 경관조명 컨셉

3) 제2공구 경관조명설계

(1) 기본방향

경관조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새로운 도전, 변화의 시작

• Variety in Unification - 다양한 모습의 조화

• 도시속의 자연이라는 경관개념에 부합되는 친환경적이고 편안한 야간경관조명 계획

• 다양한 형태의 주변 환경과 대비되는 안정감 있고 통일된 아이덴티티 형성

• 역사적, 지역적 특징을 부각시키는 개성 있는 야간경관 연출로 흥미로운 공간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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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셉 : "빛이 흐르는 GREEN LINE"

조명설계의 컨셉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변공간의 역사적 중요성 부각, 복원된 청계천의 야간활용도 제

고, 관광 및 공간사용자 배려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조명계획

  -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대상공간은 주변의 지역적, 문화적 이미지와 부합되는 자연친화적 

야간경관조명으로 계획.

• 빛의 죠닝을 통한 주변공간의 역사적 중요성 인지

  - 관광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을 고려하여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과의 빛의 죠닝을 통해 

그 중요성을 인지하게 할 수 있는 환경적 보조 도구로 사용

• 쾌적한 야간환경으로 복원된 청계천의 야간활용도를 높임.

  - 친근하면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조명계획으로 야간에도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도를 높임.

• 관광 및 공간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

  - 문화적으로 다양성(외국인들이 함께 찾는 쇼핑의 거리, 지나간 역사, 미래지향적 도시적 이미지)

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의 특성을 살려 야간의 도시 생활의 생동감, 관광객에게 도시의 친밀감을 

도모할 수 있는 이미지 부여

<그림 4-2-103> 제2공구 조명 컨셉

(3) 교량경관 조명설계

① 교량경관설계의 기본원칙

• 교량의 상·하부 구조의 균형 및 조화가 되도록 설계

•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

• 교량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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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업구간 교량계획

교량은 위치하는 공간적 이미지와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표 4-2-332. 교량경관계획

교량명 형식 설계테마 내용

Br.9 새벽다리 Cable Stay 강상판형교 場 시장 - 새벽의 활기 및 재래시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

Br.10 마전교 P.S.C Rahmen + PF교 流 흐름 - 역사와 문화가 재현될 수 있도록 계획

Br.11 나래교 Cable Stay Arch교 活 생동 - 세계 패션1번지로의 비상을 표출할 수 있도록 설계

Br.12 버들다리 P.S.C Rahmen교 休 휴식 - 번잡함 속의 작은 쉼터로 조성

Br.13 오간수교 P.S.C Rahmen + PF교 中 중심 - 청계천복원의 중심, 역사·문화 및 패션의 중심이 표출

Br.14 맑은내다리 Cable Stay Arch교 動 번영 - 세계 패션1번지로의 도약이 표출

Br.15 다산교 강합성형교 + 강사장교 錄 푸르름 - 친자연적인 환경을 조성

Br.16 영도교 I.P.C Girder교 離 이별 - 슬픈 이별의 전설을 표현

<그림 4-2-104> 교량설계의 중점 설계테마

(4) 경관조명 및 동력 설비

천변 전반 조명은 하향 확산형의 블라드형을 사용하여 천변의 난간과 통일성을 고려하였고, 수경부분은 

LED 수중 등을 사용하여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하였다. 교량조명은 교량의 디자인과 주위환경을 고려한 조

명기구 및 광원을 선정하였고 교량부재내 케이블 배선시에는 교량부재를 접지하여 인축의 안전을 고려하

였다. 또한 경관조명제어방식은 무선원격제어방식을 채택하였다. 동력설비는 UV 소독조, 분수설비, 

CDS-CSO 설비 등이 설치되었다.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822

4) 제3공구 경관조명설계

(1) 기본방향 

제3공구는 주위 조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절제된 빛을 활용하여 환경을 경관조명으로 연출하고자 하였

다. 또한 주간경관 계획의 개념인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빛의 계획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제3공구의 테마는 자연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물이 흐르는 정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전체 5개 교량에 대하여 경관리듬감, 휘도레벨을 연출하여 강·중·약이라는 빛의 리듬감

을 연출하였다.  

(2) 교량조명 

구   분
등기구 

TYPE
규   격 수 량 회로구분 위   치

황 학 교 M1 HQI70W 12 A,B,C 교량하부

X1 XENON LAMP 1M X 92 A 교량 옆면

N2 MH 70W 14 A,B 교량가로등

N3 LED 1.5W 35 A,B 교량보도등

N13 CDM-T 70W 24 A,B 교량하부 UP-LIGHT

비우당교 M1 HQI70W 12 A,B,C 교량하부

X1 XENON LAMP 1M X 92 A 교량 옆면

M6 HQI-TS 150W 6 A 교량가로등

M10 EL 13W 40 A,B 교량보도등

N13 CDM-T 70W 24 A,B 교량하부 UP-LIGHT

N8 LED-BAR 30cm -6w 256 A,B 교량상부 아치조명등

무 학 교 M1 HQI 70W 12 A,B,C 교량하부등

X1 XENON LAMP 1M X 85 A 교량 옆면

N4 FL 28W,3000K 16 A,B 교량보도등

N9 FL 28W,5000K 16 A 교량가로등

N10 HI/TC 35W,3000K 36 A,B 구조체조명등

N13 CDM-T,70W 24 A,B 교량하부등

N14 FL20WX2,5000K 40 A,B 중앙거더 UP-LIGHT

두물다리 M1 HQI-TS 70W 2 A,B,C 교량하부

L9 LED 1W 144 A 주탑 표면

L10 LED 1W(20mm LENS) 722 A 다리 핸드레일

N13 CDM-T 70W 8 A,B 교량 UP-LIGHT

고산자교 M1 HQI-TS 70W 18 A,B,C 교량 UP-LIGHT

M4 HQI-TS 70W 51 A,B 고산자교 하부

M9 HQI-TS 250W X 2 8 A 고산자교 가로등

X1 XENON LAMP(1M=85W) 172 A 고산자교 옆면

표 4-2-333. 제3공구 교량경관조명시설 설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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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집관거 환기구 설치계획

1) 시설 개요

차집관거 환기구 설치는 당초 베르누이식 자연환기(15개소)를 보도(천변, 상가측) 및 하천 제방에 설치하

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도로안내표지판 지주를 이용한 통합설치와 환기구 수량을 15개소에서 

13개소로 2개소를 줄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지주상단에 배기휀을 설치하여 인근의 경관조명분전반

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공구별
당초(자연환기) 변경(동력식) 증감

(개소)
비고

계 좌안 우안 계 좌안 우안

계 15 9 6 13 7 6 감 2
도로 

안내표지판 

이용

제1공구 5 3 2 3 2 1 감 2

제2공구 4 2 2 4 2 2 0

제3공구 6 4 2 6 3 3 0

표 4-2-334. 환기구 설치개소 변경 현황

2) 추진경위

차집관거 환기구 설치와 관련된 주요한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4. 02. 06(금) : 환기구 경관관련 회의 개최

  - 상가측 보도에 조형화하여 환기구 설치

  - 제3공구 탈취시설은 지하화하는 방안으로 재검토

• 2004. 02. 07(토) : 제 69차 청계천복원공정회의

  - 차집관로와 박스가 있는데 지상으로 돌출된 환기구 설치는 재검토

• 2004. 02. 17(화) : 탈취시설 및 환기구 관련 자문회의

  - 참석자 : 시정연 김영란 외3명, 공사단장 외4명, 설계사

  - 회의결과 : 환기구는 설치하되 수량과 규격은 축소 재검토하여 하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당

한 장소에 조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2004. 03. 29(월) : 표지판 지주에 배기휀 샘플시공(청계6가 교차로, 신평화시장 옆)

  - 도로안내표지판 기능에 문제없고 조화 이뤄 설치

  - 주변 미관저해 및 민원발생 소지 없음

• 2004. 04. 02(금) : 차집관거 환기구 설치방안 검토보고(본부장 방침 제43호)

  - 도로안내표지판 지주를 환기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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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설치방안

세부 설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력식 배기휀을 도로안내표지판 지주 상단에 설치

  - 배기휀 규격 : 50㎥/분, 220V/150W

  - 인근 경관조명 분전반에서 전기공급

•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통기단면 확보

  - 횡주관 관통부 타공

  - 기초부 타공

• 부식방지를 위해 지주 재질은 내·외부 용융아연도금 처리

14. 멀티폴 계획

1) 목적

멀티폴 계획은 청계천복원공정회의(2004년 4월 2일)에서 복원 후 청계천로 및 교차로에 개별지주로 계획

된 신호등, 도로표지, 가로등, 교통안내표지 지주를 통합하여 보행불편 및 가로경관을 개선하기로 결정하

였다. 

2) 설계현황

• 총지주 : 964개소(제1공구 333개소, 제2공구 354개소, 제3공구 277개소)

  - 가로등(462). 도로표지판(261), 차량신호등(81), 보행신호등(139), 기타(교통안내표지판 66)

• 공사비 2,195백만원

3) 통합 기본원칙

• 교통안전표지판, 가로등, 신호등 및 도로표지판 지주에 설치

• 복개구조물 상부에 설치하는 통합지주는 구조설계를 통해 안정성 확보

• 시설물별 유지관리 책임부서 지정

• 통합설치 사례

  - 서울시 : 상암 월드컵경기장 주변, 을지로입구 교차로, 노원구 아파트단지

  - 기타도시 : 분당, 일산, 대전광역시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변 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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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별
통합전 통합후

비고
독립지주 계 통합지주 독립지주

계 964 612 175 437 감 352

제1공구 333 217 92 125 감 116

제2공구 354 201 42 159 감 153

제3공구 277 194 41 153 감 83

표 4-2-335. 공구별 통합(안)

4) 지주 통합 표준패턴

<그림 4-2-105> 지주통합 표준 패턴도

통합설치유형

통합설치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가로등+도로표지판 / 가로등+차량신호등+투광등 / 가로등+보행신호등+도로표지판

  - 가로등+보행신호등+차량신호등+투광등 / 가로등+차량신호등+보행신호등 

  - 환기구+도로표지판 / 환기구+도로표지판+보행신호등 

  - 가로등+투광등 / 가로등+보행신호등 / 가로등+투광등+보행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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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접근로 설계

1) 접근로 설치의 기본방향

접근로는 시민이용편의 및 생태관리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본방향은 다음

과 같다. 

• 최대 보행거리 600m 이하로 배치

• 고수부지 주 보행동선과 일치하도록 제1,2공구는 주로 좌안측에 배치

• 기계식 접근로(엘리베이터)는 하천관리 및 안전 관리의 문제로 설치 배제

• 장애인 이용 가능한 경사로는 교량부근 횡단보도에 설치

2) 접근로 현황

• 저수로 횡단시설 : 총24개소(징검다리 20, 세월교 4)

• 고수부지와 저수부지 사이 접근로는 복복단면 구간

도로↔고수부지 고수부지↔저수부지

공구별

계

좌안 우안

계

좌안

계단 경사로 계단 경사로 계단 경사로
비상

사다리

계 31 9 4 14 4 31 10 5 16

제1공구 9 2 1 5 1 16 5 2 9

제2공구 11 4 2 5 - 15 5 3 7

제3공구 11 3 1 4 3 - - - - 

표 4-2-336. 접근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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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구별 주요 설계변경 내용

공구별로 주요 설계변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공구

① 본공사 설계변경 현황

구분
설계변경 금액

설계변경 내용
당초 변경 증감

총공사비 105,350,000 152,564,006 47,214,006

본공사 105,350,000 105,350,000

본

공

사

설

계

변

경

1.뚝도유지용수 정수·도송

수시설
8,656,000 8,656,000

유지용수 공급을 위하여 기존 뚝도정수장 및 자

양취수장의 시설물을 보완 및 신설하고 연결관로 

신설 공사에 대한 토목,전기,기계분야의 설계변

경 및 시공물량 정산

2.하상여과시스템 타당성조사 55,000 55,000 하상여과시스템 타당성조사 용역

3.삼일고가 교각철거 -115,000 -115,000 삼일고가 교각기초 미철거분 정산

4.신축이음장치부담금 -108,600 -108,600 신축이음장치 미회수분에 대한 정산

5.교각구조물 재활용 -7,000 -7,000 절두산 반출(조형물 제작)분 정산

6.모전교 및 광교 전면복공 290,000 290,000
문화재 발굴로 인한 교통처리 계획이 변경 수립

되어 전면복공 실시

7.수표교구간 사면벽체 시공 107,000 107,000
수표교 원위치 원형복원 계획에 따라 수방대비 

방안으로 수표교구간 사면벽체 선시공

8.세운교 확폭 1,616,000 1,616,000
세운교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과 연계하여 세운교 

평면계획 변경에 따른 교량 확폭(35m -> 50m)

9.배오개교 기초변경 -611,000 -611,000
지하철(5호선) 통과구간으로 파일기초형식을 지

반개량 직접 기초로 변경(PRD->SRC)

10.기공식행사 홍보물제작 9,850 9,850 기공식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비용 반영

11.CCTV설치공사 40,000 40,000 공정관리 및 실시간 현장관리를 위한 CCTV설치

12.공사예고표지판 제작설치 20,300 20,300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안내간판 설치비용 반영

13.청계천 노점상 일제정비 76,030 76,030 청계천 노점상 정비시 인력 및 장비투입 비용 반영

14.시점부 안내판 설치 19,690 19,690 청계광장에 설치한 안내판 비용 반영

15.세운상가연결육교 철거 822,000 822,000 세운상가 연결육교 철거공사 비용 반영

16.세운육교 정밀안전진단 8,800 8,800
세운상가 연결육교 철거를 위한 기존상가 안전진

단 비용 반영

17.조경시험식재(이팝나무) 10,770 10,770 조경시험식재 비용 반영

18.시점부광장 조형물 공모

설계비
49,670 49,670 시점부광장 설계 공모비

19.Sample 제작 2,180 2,180 청계천시설물 샘플 제작 비용

20.감리원 휴일근무대가 -45,290 -45,290 감리원 휴일근무대가 정산처리

표 4-2-337. 제1공구 본공사 설계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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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변경 금액

설계변경 내용당

초
변경 증감

본

공

사

설

계

변

경

21.삼일교 공사비 -2,259,000 -2,259,000 세입세출로 인한 삼일교 본공사분 감액

22.세입,세출 현금 6,240,629 6,240,629

 가.삼일교(세입, 세출 현금) 2,757,000 2,757,000 삼일교 세입세출 금액(본공사분)

 나.삼일교 보도부 교량형식 변경 1,068,000 1,068,000 삼일교 보도부 목재변경분 반영

 다.삼일교 전기공사 243,000 243,000 삼일교 경관조명 공사금액

 라.장통교(보도교 설치) 50,000 50,000 장통교 세입세출

 마.모전교 및 상류옹벽 변경 2,000,000 2,000,000 모전교 설계변경분 중 신한은행 기증분 반영

 바.도시가스이설 122,629 122,629 도시가스공사 세입세출

23.도시가스이설공사 -122,629 -122,629 세입세출로 인한 본공사(이설비) 감액

24.배수문운영수리영역 용역 68,000 68,000 부력식수문의 운영을 위한 수리영역 검토

25.광교 변경공사 1,694,900 1,694,900 광교 변경공사 정산

26.장통교 (보도교 설치) 650,000 650,000
장통교 돌붙임 천장석 추가

시공 및 보도부 석재 변경분 설계반영

27.임시보도교 41,100 41,100 임시보도교 난간(목재) 규격변경

28.관수교막구조 519,000 519,000 관수교 보도부 막구조 설치비용 반영

29.광교사적지 공사 261,000 261,000 광통교지 주변 포장재 변경

30.시점부광장 4,344,900 4,344,900 차도부 석재포장 및 조경공사 정산

31.전기공사 3,161,000 3,161,000 모전교, 세운교 경관조명 변경등

32.세운상가 보수·보강공사 210,900 210,900 세운상가 보수보강공사 시공물량 정산

33.자동문비(수문) 정산 -58,700 -58,700 수문설치 시공물량 정산

34.유지용수 복원외구간(정산) -483,300 -483,300 유지용수 복원구간외 관로공사 시공물량 정산

35.유지용수 UV 소독시설 설치공사 -567,000 -567,000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UV소독시설 설치제외(삭제)

36.하천차수공사 시공물량 정산 -391,100 -391,100 하천차수공사 공법변경 및 시공물량 정산

37.관수교, 주교 철거공사 19,700 19,700 관수교 및 주교 교량 일부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철거비

38.삼각동분리시설 정산 -22,600 -22,600 삼각동 오우수분리시설 설치 제외(삭제)에 따른 정산

39.차집관거 환기구 정산 -2,200 -2,200
차집관거 환기구 설치 계획 변경에 따른 시공물량 정산(5

개소 → 3개소)

40.배수공 정산 -70,400 -70,400
지장물로 인하여 도로노면 배수시설 설치계획 변경 및 

시공수량 정산(사각수로관 → L형측구)

41.보도부포장 정산 -24,100 -24,100
베를린광장, 관수교좌안의 한 전 변전소부지 등 보도부포

장 시공물량 정산

42.천변난간 정산 -29,400 -29,400 안전통로 천변난간 시공물량 정산

43.진입계단 및 경사로 난간변경 77,800 77,800
세운교 하류 장애인경사로 및 고수부지 진입계단(6개소) 

난간변경(포스코건물 적용난간)

44.고수호안 진입로 폐쇄 243,000 243,000

모전교 하류 좌안의 시점부 유 유지관리용 진출입램프 

시설을 철거(하천폭이 좁은 지역으로 시점부 및 모전교의 

경관을 고려하여 변경함)

45.세월교 변경 170,000 170,000
좌우안 고수부지 연결교량인 세월교 교량형식 변경

(콘크리트구조 형식 -> 케이블사장교 형식)

46.모전교 및 상류옹벽 변경 1,099,400 1,099,400
모전교 아치형상 변경을 위한  재시공 및 시점부 상류옹

벽 변경 증액분 중 세입세출 제외

47.세운교 디자인 변경공사 1,093,000 1,093,000
세운교 광장 디자인 변경(수조설치, 벤치 및 가이드스톤

설치 등 포장 마감재 및 경관조명 디자인 재설계 시공) 

48.교량부대공 변경 447,000 447,000 교량 부대시설인 보도포장, 난간, 방호책, 교명주, 교명판 변경

49.산책로 포장변경 392,000 392,000
산책로포장 구간별 형식 변경

(경화토, 화강석판석, 자연석) 

제1공구 본공사 설계변경 현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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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변경 금액

설계변경 내용
당초 변경 증감

본

공

사

50.조경공사 정산 -38,000 -38,000 조경공사 시공물량 정산

51.도로표지 변경 29,000 29,000 청계광장 표지 변경

52.종합안내소 설치 28,000 28,000 청계광장 종합안내소 설치 설계반영

53.광교상부 유구표시공사 24,000 24,000 광교 상부 광통교 유구 표시 공사 설계반영

54.상수도이설공사정산 -66,000 -66,000 제수변실 시공제외(삭제)에 따른 시공물량 정산

55.퇴직공제부금비정산 -305,773 -305,773 퇴직공제부금 정산처리

소계 27,270,527 27,270,527

제1공구 본공사 설계변경 현황 <계속>

② 추가공사 설계변경 현황

구분
설계변경 금액

설계변경 내용
당초 변경 증감

추

가

공

사

설

계

변

경

1.문화재시굴조사지원 58,700 58,700 문화재 시굴조사 비용 반영

2.문화재공사 7,496,340 7,496,340

  가.광교해체공사 284,040 284,040 광교 해체공사 비용 반영(토목분)

  나.광교 및 노출 석물 해체이전공사 1,161,000 1,161,000
광교 해체공사(문화재분) + 노출석물 해체이전

비용 반영

  다.문화재 실측 및 설계비 1,255,700 1,255,700 자문비 정산반영

  라. 광통교 복원공사 4,300,600 4,300,600
광통교 복원공사 설계변경 금액중 세입세출현금

(20억) 제외분

  마. 문화재 본발굴 조사지원 495,000 495,000 문화재 본발굴조사 비용 반영

3.유입하수관거 정비공사 3,344,500 3,344,500 유입하수관거 시공물량 정산

4.지하철 지하수배출 전용관로 설치공사 1,354,000 1,354,000 지하철지하수 전용관로 설치공사 시공물량 정산

5.삼일로중앙버스 전용차로공사 95,000 95,000 삼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공사 시행분 설계반영

6.재난대비시설공사 611,200 611,200 재난대비 시설공사 시행분 설계반영

7.이설공사 정산 -290,388 -290,388 이설공사 정산금액 설계반영

8.추가공사 세입세출현금 4,805,127 4,805,127
광통교복원 하나은행 기증부분 및 이설공사 세

입세출현금

소계 17,474,479 17,474,479

ESC(물가변동) 2,469,000 2,469,000 물가변동 금액 반영

표 4-2-338. 제1공구 추가공사 설계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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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공구

① 설계변경 현황

구분 계약일자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최초 2003. 6.16 124,289,000,000 

1회 2004. 1.30 124,289,000,000 127,470,176,000 3,181,176,000 실시설계 납품시

2회 2004. 9.21 127,470,176,000 132,252,000,000 4,781,824,000 

3회 2005. 2.17 132,252,000,000 135,386,000,000 3,134,000,000 

4회 2005. 9.30 135,386,000,000 136,961,000,000 1,575,000,000 

준공정산 2005.10.12 136,961,000,000 136,885,000,000  △76,000,000

계 12,596,000,000 물가변동금액포함

표 4-2-339. 제2공구 설계변경 금액 현황

② 제1회 설계변경

연번 제 목 변경내용(전체 1회)
변경공사비

(천원)
비 고

1 한전 이설비 증가  ∙ 한전 실시설계에 따른 이설비 증가 95,000

2 KT 이설비 증가
 ∙ KT 실시설계에 따른 이설비 증가

  추가관업설계
95,000

3 한전 이설비 증가  ∙ 한전 실시설계에 따른 이설비 증가 7,300

4 하나로통신 이설비 증가  ∙ 하나로통신 실시설계에 따른 이설비 증가 871,576

5 파워콤 이설비 증가  ∙ 파워콤 실시설계에 따른 이설비 증가 72,600

6 유입관거 공사비  ∙ 청계천유입관거 추가과업 공사(시청 하수계획과) 2,076,000

공이

58700 - 319

(2003. 9. 1)

7 문화재시굴  ∙ 오간수교 문화재 시굴조사 비용 58,700

업무연락전

2003-2-54

(2003. 9. 6)

계 3,181,176

표 4-2-340. 제2공구 제1회 설계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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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회 설계변경

연

번
제 목 변경내용(전체 2회)

변경공사비

(천원)
비 고

1
청계천노점 일제정비 및 

사후관리투입비용

 ∙ 청계천노점 일제정비(2003. 11.30)

 ∙ 청계천노점 사후관리(2003. 11.28~2004. 4.15)
2,107,799

부시장방침 제96호

(2003.11.13)

2 문화재발굴조사비
 ∙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유구해체운반비 반영(518,200,000원)

 ∙ 정밀실측조사비용(188,400,000원)
706,600

공사2담당관-@N호

(2004.03)

3 조업주차장 도색비용  ∙ 유관기관 요청에 의한 청계천조업주차장 도색비용반영 1,600
공사2담당관-N

(04. 3)

4 한전지장물이설 변경
 ∙ 한국전력과 서울시간 협정체결된 대행공사 변경설계도서 

제출에 따른 공사비 반영(단가축소)
-39,003

중부지점

85305-729

(04. 5.10)

5 파워콤이설 변경
 ∙ 파워콤과 서울시간 협정체결된 대행공사 변경설계도서 

제출에 따른 공사비 반영(수량감소)
-104,591

서울(네)

300-530

(04. 8.16)

6 물가변동반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 K치 : 5.14%

  - 조정기준일 : 2004. 3.31

  - 적용금액 : 59,816백만원(46.93%)

2,776,573
공사2당당관-2783

(04. 7.26)

7 강교 도장방식변경

 ∙ 강교도장방식을 하이폴리머방식

  → 내후성중방식으로 변경(13,000m2)

     4개교량(새벽다리, 나래교, 맑은내다리, 푸른내다리)

-83,789
공사2담당관-920

(2004. 3.22)

8 차집관거시공 정산

 ∙ 차집관거 보호벽 삭제반영

 ∙ 차집관거 현장타설반영(PC암거 2,203m, 현장타설 115m)

 ∙ 차집관거 삭제연장 반영(11m)

-202,700
주간공정회의3월3주차

(2004. 3.24)

9 교량기초형식변경

 ∙ 교량기초형식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새벽다리, 마전교, 

나래교,버들다리)SRC, 강관파일→Micro Pile공법

 ∙ 추가공사비는 무대반영(M/P 526공)

- 
공사2담당관-931

(04. 3.23)

10 오간수교 기초변경

 ∙ 서울지하철공사 요청에 의한 기초공법 변경 :

  SRC(396공) →  MIS(916공)+Jet Grouting(158공)

 ∙ 추가공사비는 무대반영(주입액 152m3)

- 
업무지시전2004-2-55

(04. 5.24)

11 감리휴일근무대가반영

 ∙ 휴일작업에 따른 감리대가 시공사부담

  - 공일 58700-409호(2003. 8.14)

    휴일근무 및 감리비 지급

-24,665

공일

58700-409

(2003. 8.14)

12
청계천유입하수관거

여건변동에 따른 정산 반영

 ∙ 청계천유입하수관거 정산반영(70개소→60개소)

 ∙ 하수관거(L47)추가공사(9m)

 ∙ 한일지하상가(L44) 누수 민원보수(8m)

-356,000

업무지시전 

2004-2-73

(2004. 6.25)

계 4,781,824

표 4-2-341. 제2공구 제2회 설계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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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회 설계변경

연

번
제 목 변경내용(전체 3회)

변경공사비

(천원)
비 고

1 하천 수변무대설치

 ∙ 하천수변무대설치(오간수교전)

  - 연장 : 25m

  - 폭 : 9.38~7.87m

  - 공사2담당관-501호(2005. 1.28)승인

15,000
공사2담당관-4278호

(2004.11.01)

2
초과월류수 처리시설

증설공사

 ∙ 초기초과월류수 처리시설증설공사

  - 제2공구(103,070m3/일)

    →1,2,제3공구(312,267m3) 증209,197

  - 증액공사비는 당초공사비+초과용량분만큼만 설계변경

2,120,000
공사2담당관-337호

(2005. 1.20)

3
새벽다리 막구조 

재질변경

 ∙ 새벽다리 막구조 변경

  - 막재 PVF→PTFE(테프론 막재)

  - 월드컵경기장등 영구구조물에 사용하는 재질로 변경

7,263
공사2담당관-21

(2005.01.04)

4 전기공사 변경

 ∙ 전기공사 전체 설계변경심의 반영

  1) 외국조명전문가 자문에 따른 경관조명 설계변경

  2) 재난예방 방제설비 반영

     기타 원가계산으로 증액금액 변경

943,140
공사3담당관-737 

(2004.3.24)

5
오간수교 문화재 

시굴조사지원비

 ∙ 오간수교 문화제 시굴조사지원비 정산

  - 장비지원 : 백호117대외

  - 작업인부 : 758명

113,600
공사2담당관-5075

(2004.12.23)

6 CCTV 설치공사  ∙ PMIS동영상 정보제공의 위한 CCTV 설치(1대) 11,000

업무연락전

2003-2-85

(2003.11.24)

7 유입하수관거 추가공사

 ∙ 청계천유입하수관거 하수관거공사 추가

  - 제2공구 종점부 하수관거 L69 추가

  - L55 원형삭제

  - LB5, LB6 구조변경

18,000

8 이설공사 설계변경(KT)  ∙ KT배관공사 변경 293,310

강북권

60218-2243

(2004.11.29)

9
이설공사 설계변경

(하나로통신)
 ∙ 하나로텔레콤 배관공사 변경 1,610

강북기일-2004-437-6629

(2004. 9. 7)

10 수평차수공법변경

 ∙ 수평차수시설변경

  - 점토라이너→벤토나이트매트방수

  - 공사비 증액은 없음

- 
공사2담당관-4278호

(2004.11.01)

11
교량하부 연직차수벽

공법변경

 ∙ 교량 및 지하철통과구간 연직차수벽 변경

  - S.Q.J(127공) 317.5m  →A.S.G(553공) + J.S.P(131공)

  - 공사비 증액은 없음

- 
공사2담당관-4035호

(2004.10.16)

12
기존 차집관거 구조물 

사면벽체활용

 ∙ 기존 차집관거 구조물 활용(110m)

  (나래교주변 좌안 : B64~61)
-10,300

업무지시전2004-2-33

(04. 3.23)

13 교량계측비 삭제  ∙ 계측비(연도변, 지하철, 교량, 지하수위)중 교량계측비 감액 -300,203
공사2담당관-4951

(2004.12.15)

14 물가변동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단가분 물가  변동 제외 -88,414

15 감리휴일근무대가반영

 ∙ 휴일작업에 따른 감리대가 시공사부담

  - 공일 58700-409호(2003. 8.14)

    휴일근무 정산반영(2004.5~12)

-18,021

공일

58700-409

(2003. 8.14)

16 기타  ∙ 제잡비, 물가변동등 정밀반영 28,015

계 3,134,000

표 4-2-342. 제2공구 제3회 설계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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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회 설계변경

구

분
제 목 변경내용(전체 4회)

증  감

(백만원)
비  고

1 지하철 지하수 소독시설 삭제  ∙ 지하철 지하수 수질개선 시설물인 UV소독설비 설치 삭제(1식) △288
공사3담당관-1876

(2005. 4.26)

2 교량 무늬거푸집 삭제
 ∙ 버들다리(486㎡),오간수교(1,517㎡)

 ∙ 슬라브하면, 새벽다리(154㎡),영도교(244㎡) 교대
△18

청이감 제24-409

(2004. 5. 4)

3
헌치보강 연장 삭제 및

중성화보수 추가

 ∙ 헌치보수 불필요구간 삭제 및 복개면보수

 ∙ 헌치보강 구간 조정(L=3,107m→L=317m)

연장(L)=△2,780m

 ∙ 복개내부 중성화방지 보수(18,377m2)

 ∙ 자문회의 개최후 시행 공사비 증액없이 시행

- 

업무지시전

(2005. 3. 3)

자문회의

(2005. 2.24)

4 수위.수질 계측시설 삭제

 ∙ 수질수위 계측시설 삭제(4개소)

 ∙ 철거비만 반영하고 중구청 반납

 ∙ 설치는 제1공구에서 시행

△247
공사3담당관-2707

(2005. 8.27)

5 강교도장(현장내부)변경
 ∙ 강교 도장이 불가한 내부 도장비 감액

 ∙ 강교 내부도장(현장) 미시행분 삭제
△7

GS건 

청계3-05-509

(2005. 9.28)

6 교량 폭원 조정

 ∙ 본부 방침에 따라 교량폭 축소조정

 ∙ 마전교 폭원조정(52.04m→40.54m, △11.5m)

 ∙ 사면벽체 연장 증가(L=11.5m)

△143
공이-1

(2004. 1. 3)

7 월류턱 수량 조정  ∙ 마전교~버들다리(좌안) 월류턱 불필요로 미시공(L=242m) △8

GS건 

청계3-05-509

(2005. 9.28)

8 문화재복원구간 U형옹벽 변경
 ∙ 오간수교 문화재복원대비 옹벽(U형)을 3련BOX로 하부 일부 시공

 ∙ 9.5×3.7m, L=26m중 일부 시공하여 추후 복구시 활용예정 
44

공사2담당관-379

(2005. 1.24)

9 내부램프(오간수교) 위치 변경
 ∙ 오간수교 하류측 내부램프 위치 변경

 ∙ 문화재와 저촉으로 램프위치를 32m하류로 이동설치함
30

공사2담당관-379

(2005. 1.24)

10 마전교 차도부 연석 변경

 ∙ 콘크리트 연석 → 경계석

 ∙ 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 반영

 ∙ 43m(21.5m×2개소)

5
공사2담당관-1525

(2005. 4. 4)

11 버스 ∙ 택시 정차대 포장재 변경
 ∙ 버스.택시 정차대 포장재질변경(14개소)

 ∙ 포장재질변경(점토블럭→아스콘포장)

 ∙ 볼라드 수량 삭제(241개)

△40
공사2담당관-1946

(2005. 4.30)

12 진입경사로 스톤코팅 마감

 ∙ 진입경사로 하부 및 측부 콘크리트 노출면을스톤코팅 마감

(미관향상)

 ∙ 버들다리 및 다산교 하류 2개소

10
청이감 제25-479

(2005. 5.13)

13 안전통로 경계석 변경
 ∙ 안전통로 경계석 높이 상향조정(200→250)

 ∙ 적용연장 L=3,669m
52

복원사업담당관-115

(2004. 2. 3)

14 교량 앙카 캡 설치

 ∙ 새벽다리, 나래교, 맑은내다리 앙카 캡설치

 ∙ 160개(알루미늄)

 ∙ 부시장 현장방문시 지시사항

5
공사2담당관-468

(2005. 1.27)

15 진입경사로 교행구간 확폭
 ∙ 버들다리 하류, 다산교 하류 진입경사로 중간부 교행구간 확폭

 ∙ B=1.6m(당초 : 1.3m + 확폭 : 0.3m)
11

공사2담당관-3807

(2005. 9. 1)

표 4-2-343. 제2공구 제4회 설계변경 현황(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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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목 변경내용(전체 4회)

증  감

(백만원)
비  고

16
동대문 종합상가 

조업주차구간 폐쇄
 ∙ 동대문 종합상가 주차장 민원으로 조업주차(4면) 폐쇄 9

공사2담당관-3858

(2005. 9. 5)

17 교량 부대시설 변경
 ∙ 교량 상부 부대시설 변경(M/A)설계변영(8개소)

 ∙ 교량 상부 부대공을 변경한대로 도면 및 내역변경 정산반영
△98

공사2담당관-3430

(2005. 9.23)

18 볼라드 수량 조정
 ∙ 민원으로 시공불가 수량 삭제(168EA)

 ∙ 신발상가 B, C동, 숭인상가 APT, 삼일아파트 20~23동
△75

청이감 제25-909

(2005. 9.28)

19 제진재 수량 삭제
 ∙ 다산교 교량박스 내부 재진제가 필요성 미비로 삭제결정

 ∙ 다산교 제진재 설치 취소
△50

업무지시전 2005-2-8

(2004 3.15)

20 통합폴 관련 표지판 변경

 ∙ 도심 미관향상을 위해 통합폭설치(표지판+가로등, 신호등+가로등)

 ∙ 지주 도장 및 반사지등 변경

 ∙ 멀티폴 도장 73조, 반사지 재질변경 22조, 가로등 부착대설

치, 27조, 환기휀 설치 4조, 도로안내표지판 정산 △9개등

16

공사2담당관-2597

(2004. 7.12)

청이감 제25-893

(2005. 9.24)

21 CDS 철근 수량 변경
 ∙ 철근수량 산출 오기 수정

 ∙ CDS공사는 추가공사로 정산반영함
6

GS건 청계3-05-509

(2005. 9.28)

22 CDS 추가 공사

 ∙ CDS좌안측 UNIT 상부면 보호 콘크리트 타설

 ∙ 2005. 7. 5 현장에서 시행한 CDS인수.인계를 위한 현장 합

동회의시 4공구에서 요구(세굴방지)

7
청이감 제25-818

(2005. 9. 5)

23 CDS(좌안) 사다리 설치  ∙ 시설물 인수인계 합동점검 조치 사항 반영 3
GS건 청계3-05-509

(2005. 9.28)

24 교량하부 교명판 설치

 ∙ 청계천 이용시민에게 교량위치 및 교량명을 알기 쉽도록 산

책로변에 교명판 설치 

 ∙ 교명판 제작 : 40개(전공구), 설치 :19개소(제2공구)

6
GS건 청계3-05-509

(2005. 9.28)

25
동대문 종합상가

진입도로확장

 ∙ 동대문종합상가 주차장앞 상시 정체해소를 위해 차도폭 확장

 ∙ 보도철거후 아스콘포장 L=43m(A=62m2), 가로수 이식 5주, 

가로등 이설 2본

15
업무연락전 2005-2-44

(2005. 9.20)

26 가로수 철거구간 복구공사

 ∙ 진입램프, 계단구간 간섭 가로수 제거에 따른 복개슬래브 복

구공사 반영

 ∙ 10개소

2
GS건 청계3-05-509

(2005. 9.28)

27 전태일거리 유도표지 설치

 ∙ 전태일거리 유도표지 설치

 ∙ 나래교~오간수교 : 4개소

 ∙ 가로등에 부착

1
복원사업담당관-3687

(2005. 9.23)

28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 조달청 계약 기준에 의거 정산

 ∙ 미사용 퇴직공제부금 정산반영
△209

GS건 청계3-05-509

(2005. 9.28)

29 재난대피시설설치
 ∙ 새벽다리, 나래교, 버들다리 우안(하류) 비상진입계단(3개소) 

추가 설치
95

공사2담당관-3501

(2005. 8.10)

30 기타  ∙ 간접비, 물가변동등 차액 반영 △6

소 계(토목) △872

제2공구 제4회 설계변경 현황(토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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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목 변경내용(전체 4회)
증  감

(백만원)
비  고

1 수경, 관수시설 변경
 ∙ 수경시설 시스템 변경(분수축소 및 LED등반영등)

 ∙ 설계누락분등 조정반영(공사비 미반영)
△25

공사3담당관-1975

(2005. 4.30)

2 시설물 샘플 제작
 ∙ 가로난간,가로수보호판,고수호안돌붙임, 방향표지판,수목표찰 제작

비 반영
8

공일58700-719

(2003.12.11)

3 색동천변장식벽+문화의벽
 ∙ 문화의벽 작품 5점 설치(무대), 색동도자기벽 설치(위치조정 설치)

 ∙ 기타 문화의벽, 천변스탠드구간 포장재변경
△48

공사3담당관-2945

(2005. 6.29)

4 교대 돌붙임 추가

 ∙ 하천경관향상을 위해 교대 전면 돌붙임 실시

 ∙ 당초 : 리브문양 마감

 ∙ 변경 : 돌붙임 마감(전교량 교대)

  - 면적 : 1,182m2, 연장 : 477m

396
공사3담당관-2257

(2005. 5.19)

5
교량하부 호안공법

(계단석등)

 ∙ 주변 경관고려 및 강우시 사면 안정성 확보

 ∙ 당초 : 점토블럭(밀폐형)

 ∙ 변경 : 조경석쌓기(새벽다리)조경석+사석쌓기(나래교,맑은내다리)

조경석계단(마전교,버들다리,오간수교,영도교), 화간석계단(다산교)

 ∙ 면적 A = 1,313m2

344
공사3담당관-1205

(2005. 3.17)

6 하천난간 형식변경
 ∙ 하천난간을 청계천경관에 어울리도록 난간 형식변경(L=696m)

 ∙ POSCO난간형식 참조
142

공사2담당관-1283

(2005. 3.22)

7 사석쌓기 공법 변경
 ∙ 다산교 하류~영도교(L=200m)

  -사석쌓기 → 조경석 네트
19

공사3담당관-1136

(2005. 3.14)

8
교량하부 및 개구부앞

포장재변경

 ∙ 교량하부 및 개구부앞 포장을 경화토포장에서 판석포장으로 변경 

(A=3,681m2)

 ∙ 기타 사고석 크기조정(100×100×100→100→100→50)

462
공사2담당관-2273

(2005. 5.21)

9
내부계단 옹벽 선형 

변경에 따른 처리 방안

 ∙ 옹벽 벽체로 보행자 시야를 가려지므로 옹벽동선을 개방적으로 조정

 ∙ 고수호안 식재면적(85㎡) 삭제

 ∙ 저수부지 경화흙포장A(85㎡) 시공

-3
공사3담당관-1311

(2005. 3.22)

10 산책로변 벽면 녹화

 ∙ 새벽다리~오간수교 : 담쟁이 및 식생매트(원추리) 식재

 ∙ 고수부지 : 담쟁이 식재

 ∙ 식생매트 L=462m, A=138m2, 담쟁이덩굴 L=1,176m, 8,190본

29
공사3담당관-2979

(2005. 7. 1)

11 개구부앞 호안공법 변경

 ∙ 보도교 하부와 개구부(수문)앞은 인근 호안공법과 동일하게 계획시공

 ∙ 당초  점토블럭(식재형)

변경 : 조경석 쌓기, 조경석 쌓기+사석 쌓기

         A=306m2(66m)

39
공사3담당관-2952

(2005. 6.29)

12 친수데크 포장 변경  ∙ 당초 : 경화흙 포장 → 변경 : 포천석 판석 포장 7

13 고수부지 보완 식재
 ∙ 고수부지 교목 및 관목류 보완 식재

 ∙ 생태적 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추가식재
22

공사3담당관-4559

(2005. 9.28)

14 고사분수 외벽 마감 변경
 ∙ 고사분수 측면 마감재를 미관향상을 위해서 돌붙임으로 변경(L=42.5m)

 ∙ 당초 : 콘크리트 벽체 마감→  변경 : 포천석 통석 마감
20

청이감 제25-890

(2005. 9.23)

15 야외무대 벽체 마감 변경
 ∙ 천변스텐드석과 같이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돌붙임지시

 ∙ 리브문양 → 야외무대 절단 및 상주석 붙임 마감
21

청이감 제25-762

(2005. 8.22)

16 전망데크 난간 변경  ∙ 전망데크 난간 형식변경 및 기초연석 설치 및 도색반영 19
공사3담당관-3382

(2004.10.19)

17 고수부지 난간 추가 설치

 ∙ 복복단면등의 안전시설이 필요한 지젹 안전시설물 추가설치

 ∙ 마전교, 버들다리, 오간수교 좌안 고수부지 L=228m(3구간 종점

은 제외 △23m)

85
업무지시전2005-68

(2005. 8.25)

18 수생식물 설치
 ∙ 하도경관수준향상과 생물서식환경(비오톱)조성에 기여

 ∙ 하천내 수생식물 설치(15개소)
23

공사3담당관-4553

(2005. 9.28)

소 계(조경) 1,560

표 4-2-344. 제2공구 제4회 설계변경 현황(조경)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836

구

분
제 목 변경내용(전체 4회)

증  감

(백만원)
비  고

1
존치복개구조물내부

콘센트 추가

 ∙ 복개 시설물점검, 보수, 청소등을 위한 복개내부 및 수변무대 

콘센트 설치

 ∙ 복개내부 63개소, 수변무대 1개소

146
공사3담당관-2716

(2005. 6.16)

2 분전반 디자인 교체  ∙ 분전반 외함을 당초 사각에서 곡선형으로 디자인 개선 변경(27면) 49
공사3담당관-2716

(2005. 6.16)

3 볼라드등을 스텝등으로 변경
 ∙ 산책로 볼라드 등기구를 스텝등으로 변경

 ∙ 배관, 배선 배경
29

공사3담당관-577

(2005. 2. 3)

4 가로등배관배선 회로 변경
 ∙ 중구청에서 굴착승인이 늦음에 따른 가로등 선로 공사공종 삭제

 ∙ 가로등 회로변경으로 인한 과업 제외(마장로)
△6

GS건 

청계3-05-457

(2005. 8.29)

5
전기공사 중 MH, HH

설치 변경

 ∙ 맨홀설치가 불필요한 삭제 결정

 ∙ 맨홀설치 변경(26개소)
△18

청이감 제25-802

(2005. 9. 2)

6
가로등주 설치비중 가로등 

설비(배관,배선)
 ∙ 통합폴 설치 관련 배선 배관비 반영 23

청이감 제25-802

(2005. 9. 2)

7
교량 야간 경관조명 중 

교량 배관,배선
 ∙ 준천가외 3개소 경관조명 추가시행(배관배선) 12

청이감 제25-802

(2005. 9. 2)

8

야간 

경관조명(수로부분)경관조

명 추가공사

 ∙ 준천가외 3개소 경관조명 추가시행(등기구) 10
청이감 제25-802

(2005. 9. 2)

9

청계천 유지용수 

분기제수변밸브 전동화 

배관,배선

 ∙ 유지용수 분기전 제수변(D300)전동화에 따른 배관.배선공사비 반영

 ∙ 전동밸브 액추레타(제1공구 설치)
15

공사3담당관-2728

(2005. 6.16)

10 통합폴 관련 가로등 변경
 ∙ 통합폴에 따른 가로등 폴대수량감소 반영(△30본) 

 ∙ 가로등 교차로(교량)부근 통합폴(투광등) 관련 가로등 변경 설치
△31

공사3담당관-2751

(2005. 6.17)

11 경관조명기구 예비품 확보
 ∙ 시설관리공단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확보

 ∙ 시설관리공단 예비품(스텝등 :10개, 수목등 :6개) 
19

공사3담당관-1430

(2005. 3.29)

12 CDS설계도서 검토

 ∙ CDS설계도서 검토에 따른 오류분 반영

 ∙ 협잡물 이송펌프 : 1대 삭제

 ∙ 세척노즐 : 예비용 2set 추가 구매

 ∙ 유입스크린 콘테이너 : 제작 설치

8
공사3담당관-1945

(2005. 4.28)

소 계(기전) 256

1 문화재 유구운반 정산
 ∙ 오간수문 발굴 유구 해체,운반 정산

  (해체 1,280㎥→941㎥)
△81

청이감 25-68

(2005. 1.26)

2 오간수문지 유구보존 설계
 ∙ 오간수문지 유구보존 설계

 ∙ 오간수문 유구 보존대비 설계비 반영
60

본부장 방침 73호

(2005. 3.28)

3
준천도, 준천가 도판 제작 

설치

 ∙ 오간수문 준천가등 작품설치 공사비

 ∙ 좌안 : 영조어필, 준천가 설치

  우안 : 준천도, 오간수문 사진작품설치

90
공사3담당관-3588

(2005. 8. 8)

4 오간수문터 안내판 설치
 ∙ 오간수문 오간수문터설치(좌안 산책로 바닥)

 ∙ 안내표지판(980*480) 1개소
3

청이감 제25-837호

(2005. 9.12)

5 표석설치
 ∙ 상인들 협조에 대한 감사의 글 설치

 ∙ 오간수교 상류 좌안 녹지대
8

공사2담당관-4197

(2005. 9.23)

6 오간수문 문화재 유구표시

 ∙ 2004. 10. 20 문화재청 허가조건 : 다리 상판은 홍예교각등 중

요 유구 부분 금속(동판) 구분표시할 것.

 ∙ 포천석 유구 표시 : 72m2, 

융착식 칼라포장 + 커팅라인 줄눈재 주입 : 186m2

 ∙ 업무연락전 2005-2-46(2005. 9.27)에 의거 윤각선을 시공사

안대로 금속(동판)에서 줄눈 주입재로 변경승인

109
업무연락전2005-2-46

(2005. 9.27)

소 계(문화재) 189

1 KT이설  ∙ 버들다리 9공 삭제, 오간수교 5공 추가 △11

2 한전이설  ∙ 마전교,오간수교,다산교 관로 및 맨홀 재설계 453

소 계(지장물) 442

합 계 1,575

표 4-2-345. 제2공구 제4회 설계변경 현황(기전, 문화재, 지장물)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설계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837

⑥ 최종 준공정산

구

분
제 목 변경내용(최종 준공정산)

증  감

(천원)
비  고

1 느티나무 5주 정산 정산
 ∙ 동대문종합상가 주차장앞진입부 보도포장 변경에 따른 가로수 

불필요로 삭제 정산함
△6,517

제일 제05-1582호

(2005.10.12)

2 은행나무 정산
 ∙ 삼호 호텔 및 농협 앞 은행나무 7주 이식 분 감액 조치

 ∙ 삼호호텔 및 농협건물 민원으로 존치키로 결정됨.
△10,556

제일 제05-1582호

(2005.10.12)

3 호안공법 수정
 ∙ 3구간 좌안 종점 호안공법 도면과 내역 상이  수정

  -조경석쌓기(111m2) → 조경석쌓기(91m2) + 사석쌓기(20m2)
△2,599

제일 제05-1582호

(2005.10.12)

4 점토블럭포장 삭제
 ∙ 삭제된 공종인 점토블럭포장(230×114×T60)

삭제(375m2 → 0)
△46,740

제일 제05-1582호

(2005.10.12)

5 한전 준공정산

 ∙ 05.09.22 및 ʼ05.10.04일 시행한 청계천 횡단관로 공사 준공

검사금액 확정 통보

  - 중부지(지)85101-1703호(2005.10.11)

△29,260

중부지(지)

85101-1703호

(2005.10.11)

합 계 △76,000

표 4-2-346. 제2공구 최종 준공정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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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공구

① 전체 1회 변경

번

호

설계변경사항 (전체 1회)
변경공사비

비고

(관련근거)당 초 변 경

1

■ 유입하수관거정비

 증)499백만원
- 

-청계천 본공사와 병행하여 청계천 양안에서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토구정비사업

을 추가과업으로 시행

-유입하수맨홀 18개소(좌안 7개소, 우안 11개소)

-공사비 : 499백만원

2

■ 문화재 시굴조사 지원

 증)59백만원
- 

-청계천 하상공사 착수 전에 문화재관리청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 이에 따

른 인원 및 장비, 사무실 등 지원사항 반영

-공사비 : 59백만원

계  증)558백만원

표 4-2-347. 제3공구 설계변경 사항(전체1회)

② 전체 2회 변경

번호
설계변경사항 (전체 2회)

변경공사비
비

고당 초 변 경

1

■ 청계천문화관 건립공사(1차분) 반영

증)3,862백만원
- 

-청계천복원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청계천에 관한 각종 역사, 문화 자료를 

보관·전시하는 공간과 복원 후 환경친화적, 인간중심적 도시공간을 탈바꿈하는 바람

직한 서울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건축공간인 청계천 문화관 건립공사 추진(1차분 반영)

-기초 가시설공사 및 골조공사

-공사비 : 3,862백만원

2

■ 물가변동(E/S)금액 반영

증)2,749백만원
- 

-계약체결 후 6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5.63%)되어 물가변동(E/S)으

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비 : 2,749백만원

3

■ 교통정리원 모범운전자 배치

증)931백만원
-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계천로 및 인접 교차로에 모범

운전자를 교통정리원으로 활용

-공사비 : 931백만원

4

■ 청계천노점 일제정비 용역

- 

-서울시, 본부, 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한 청계천노점 일제 정비시 장비 및 

용역 동원금액 반영

-공사비 : 38백만원

증)38백만원

5

■ 돌붙임 및 천변휀스 샘플시공

- 

-청계천 전공구에 적용할 신설벽체 돌붙임 패턴 및 천변휀스 재질, 패턴 등의 결정을 위

한 샘플 제작 설치비 반영

-공사비 : 53백만원

증)53백만원

계  증)7,633백만원

표 4-2-348. 제3공구 설계변경 사항(전체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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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체 3회 변경

번

호

설계변경사항 (전체 3회)
변경공사비

비

고당 초 변 경

1

■ 성북천,정릉천 하류정비공사

증)9,548백만원
-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주변하천(성북천,정릉천) 하류 정비 시행
-성북천 : 청계천합류부~용미교(L=200m)
 옹벽공, 저수호안공, 보도교 1개소, 돌붙임 등
-정릉천 : 청계천합류부~용두4교(L=200m)
 옹벽공, 저수호안공, 내부순환램프 교량 등
-공사비 : 9,548백만원

2

■ 성북천,정릉천 횡단교량 건설공사

증)10,578백만원
-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성북천 및 정릉천 횡단 복개구조물의 
설치시기가 오래되어 구조물 노후화로 사용성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각수가 많아 청계천 합류지점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고 
주변경관에 비해 미관이 저해되므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여 신설교량을 
설치

-성북천교(B=14.5m, L=38.6m)
-정릉천교(B=16.5m, L=67.0m)
-공사비 : 10,578백만원

3

■ 청계천문화관 건립공사(2차)

증)6,544백만원-기초 가시설공사 및 골조공사

-공사비 : 3,862백만원
-건축 마감 및 기계, 전기설비 공사 반영
-공사비 : 10,406백만원

4

■ 전기공사 변경

증)1,828백만원
-전기설비, 경관조명, 방송설비 

설치공사

-공사비 : 2,248백만원

-경관조명에 대한 변경 설계분 반영 및 CCTV 설치공사 추가
-사급자재대(가로등주) 및 경관조명 설계변경비 반영
-공사비 : 4,076백만원

5

■ 유입하수관거 정비

감)81백만원
-유입하수맨홀 18개소(좌안 7

개소, 우안 11개소)

-공사비 : 499백만원

-맨홀 1개소(L76) 삭제 및 2개소 Type 변경
-이설비 정산 삭제
-공사비 : 418백만원

6

■ 기타 변경 공사

감)29백만원
- 

-사면벽체 문양거푸집 중복 수량 삭제
-간이우수토실 형식변경
-강교 내부도장 삭제 및 전선관 변경
-상기 물량 감소에 따른 E/S금액 감액
-공사비 : -29백만원

계 증)28,388백만원

표 4-2-349. 제3공구 설계변경 사항(전체3회) 

④ 전체 4회 변경

번

호

설계변경사항 (전체 4회)
변경공사비

비고

(관련근거)당 초 변 경

1

■ 황학교 보도부 형식변경

증)587백만원-점토벽돌 화단쌓기·회양목 식재·
칼라아스콘포장·보도부 난간

-공사비 : 64백만원

-터널형구조 철재프레임·접합유리+티타늄아연판·고흥
석 바닥 포장

-공사비 : 651백만원

2

■ 소망의 벽 설치공사

증)378백만원-좌안 2개소(각 25m)
-공사비 : 105백만원

-좌우안 각 1개소(각 50m)·병풍형 콘크리트 벽체 및 캐
노피 설치·시민참여그림 도자기 설치(20,000장)

-공사비 : 483백만원

계 증)965백만원

표 4-2-350. 제3공구 설계변경 사항(전체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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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체 5회 변경

번

호

설계변경사항 (전체 5회)
변경공사비

비고

(관련근거)당 초 변 경

1

■ 개구부 및 수문주변 고수부지 포장공법 변경

증)264백만원-경화흙포장+점토벽돌포장

-공사비 : 511백만원

-시장순시중 지시사항에 따라 교량하부 및 수문주변을 충주석판

석 포장으로 하여 마감품질을 높임

-공사비 : 775백만원

2

■ 교량 및 개구부 위치 저수호안공법 변경

증)1,630백만원-점토호안블럭

-공사비 : 352백만원

-이용시민의 쉼터 제공과 친수활동 등 이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량 및 개구부 위치 저수호안공법(조경석쌓기, 조경석디딤돌 

쌓기, 조경석계단 등) 변경

-공사비 : 1,982백만원

3

■ 두물다리, 고산자교 교대 돌붙임

증)263백만원
- 

-시장지시사항에 의하여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교대부에 대
하여 돌붙임으로 마감된 사면벽체와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교대 
표면의 마감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대 표면에 돌붙임(포천석,
충주석) 설치

-공사비 : 263백만원

4

■ 교통정리원 모범운전자 배치 부가세 반영

증)88백만원
-교통정리원 모범운전자 

배치 비용 반영

-공사비 : 931백만원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모범운전자 배치비용에 대하여 누락된 부

가가치세 반영

-공사비 : 1,019백만원

5

■ 성북천 하류 차수공법 변경

증)75백만원-점토 차수층 설치

-공사비 : 3백만원

-벤토나이트매트 공법
-기존 차수공법의 경우, 하상 점토층의 Level이 일정치 않고 현
지토의 채취, 포설, 건조가 불가능하며, 저수호안 사면에 차수
층에 적합하게 다짐이 불가능함

-공사비 : 78백만원

6

■ 강교(성북천교,정릉천교,용신교) 물량 정산

감)4백만원
-성북천교,정릉천교,용신교 

강교 제작 및 설치

-공사비 : 4,558백만원

-강교 내,외부 도장 및 시험, Plate 자재 등 실시공 물량 정산

-공사비 : 4,554백만원

7

■ 성북천,정릉천 고수부지 포장공법 변경

증)21백만원-경화흙포장

-공사비 : 49백만원

-점토호안블럭 포장

-공사비 : 70백만원

8

■ 청계천문화관 전시시설 공사 추가

증)1,885백만원
- 

-청계천문화관내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 추가 반영

-공사비 : 1,885백만원

9

■ 기타 변경 공사(본공사)

증)118백만원
- 

-수변무대 설치
-상가변 플랜터 형식 변경
-저수로 습지 조성
-소망의 벽 캐노피 변경
-스텝등 추가 설치등 고수부지 조명공사
-상기 물량 조정에 따른 E/S 금액 조정
-공사비 : 118백만원

10

■ 기타 변경 공사(성북천,정릉천 공사)

증)56백만원
- 

-성북천,정릉천 종점부 단차 처리
-성북천 용신교 교면방수공 변경
-성북천 빗물펌프장 유출부 처리
-정릉천 우수받이 설치/성북천 상수도 이설
-성북천교,정릉천교 보도부 신축이음 변경
-성북천 재건대 철거 경비 용역
-공사비 : 56백만원

계 증)4,396백만원

표 4-2-351. 제3공구 설계변경 사항(전체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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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체 6회 변경

번

호

설계변경사항 (전체 6회)
변경공사비

비고

(관련근거)당 초 변 경

1

■ 고수부지 포장공법 변경 (고산자교하류 우안, 정릉천 합류부)

증)102백만원-점토벽돌포장+조경경계블

럭+잔디

-공사비 : 70백만원

-정릉천 합류부의 마감 포장 재질을 고급화하여 청계천변의 미관을 제고

하고 고산자교우안 진입로 주변 포장공법을 변경하여 집중호우시 세

굴을 방지·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친수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충주석포장, 다공질블럭, 자연석판석 포장

-공사비 : 172백만원

2

■ 멀티폴 설계비 및 지주도장

증)44백만원

 -통합지주설치계획 미반영

 -토공구간 및 복개구간 표

지판 설치 반영 : 22개소

 -공사비 : 197백만원

-Type별 통합지주 제작 설치 및 설계비(CI Design 및 구조검토) 반영

-공사비 : 241백만원

3

■ 하천진입계단 추가 설치(2개소)

증)85백만원
- 

-하천진입계단(회전형계단) 2개소 추가 설치(무학교 하류 우안, 시설관리공단 

앞 우안)

-공사비 : 85백만원

4

■ 소망의 벽 외 3개소 고수부지 포장공법 변경

증)125백만원-잔디식재 및 점토벽돌포장

-공사비 : 64백만원

-벽천 주변 및 고산자교 상류 좌안 휴게공간은 자연석판석 포장으로 

변경하고, 소망의 벽 앞 및 신답철교 하부 좌안 3~4공구 연결부는 

잔디를 포함한 자연석판석 포장으로 변경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마감 품질을 고급화함

-공사비 : 189백만원

5

■ 경관 식재 공사

증)39백만원
- 

-하천공간별 보완식재를 통하여 경관적 수준향상과 생태적으로 다양성 

있는 식생공간 조성

-공사비 : 39백만원

6

■ 수변데크 옹벽 돌붙임

증)31백만원
- 

-황학교 하류 우안 수변데크 설치부 저수호안 옹벽 노출면의 마감 품

질을 높이고자 전면 노출부 34m와 수변데크 계단 하부 1m 안쪽까지 

돌붙임으로 시공

-공사비 : 31백만원

7

■ 조경 CI 시설물 제작 설치

증)293백만원
- 

-청계천 CI 시설물인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식물표지판 등을 제3공

구 시공사로 하여금 일괄 제작 구매 지시

-공사비 : 293백만원

8

■ 공사 참여자 명판 제작 설치

증)140백만원
- 

-청계천복원사업에 공이 있는 모든 참여자의 이름을 복원현장의 명판

에 이름을 새겨 남김으로써 그 노고를 기리고자 함

-공사비 : 140백만원

9

■ 감리 휴일근무대가 반영

감)36백만원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감리단 휴일근무대가 반영

-공사비 : 36백만원

10

■ 성북천 양안도로 덧씌우기 및 우배수공

증)34백만원
-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인접 성북천 좌·우안 기존도로가 노후한 상태

로 통행차량 및 이용시민 등의 불편사항이 있어 정비 요청(동대문구청)

-기존 아스콘 표면 절삭 후 표층 및 기층 포서

-공사비 : 34백만원

표 4-2-352. 제3공구 설계변경 사항(전체6회)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842

번

호

설계변경사항 (전체 6회)
변경공사비

비고

(관련근거)당 초 변 경

11

■ 청계천 종합상황실 CCTV 시스템 변경공사 외

증)208백만원- 

-공사비 : 2,300백만원

-발주처 방침에 따라 기존교량 보수·보강 공사비를 기존교량 철

거 공사비로 전환

-공사비 : 2,300백만원

12

■ 화강석 판석 띠 삭제

감)169백만원
-고수호안 사면벽체 돌

붙임부에 일정간격으로 

화강석 판석띠 설치

-공사비 : 205백만원

-화강석 판석띠 삭제 후 돌붙임 돌출 마감으로 변경

-공사비 : 36백만원

13

■ 정릉천 가로공원 마감 고급화

증)71백만원
- 

-정릉천 가로공원의 식재, 시설물공사 및 포장공사의 품질을 청계

천복원건설공사 구간과 연계하여 고급화함(발주처 지시 및 동대

문구청 요청)

-공사비 : 71백만원

14

■ 성북천 빗물 펌프장 주변 녹지 조성

증)41백만원
- 

-동대문구청(공원녹지과,건설관리과)에서 자활근로대를 재정비후 

동 공지상에 자활근로대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들에

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녹지 조성을 요청

-공사비 : 41백만원

15

■ 내부순환로 교각 배수관 정비

증)45백만원
- 

-내부순환도로 교각배수관 정비 지시

-기존 배수관을 교각 하부까지 연장 설치(확대기초구간 천공 후 

배수홈통 설치)

-합류부는 φ165mm이상의 스테인리스관으로 확관 정비

-공사비 : 45백만원

16

■ 성북천교 시민접근차단시설 설치

증)29백만원
- 

-성북천교 보도부에 인접한 아치 상부에 시민접근차단시설을 설치

하여 추락 및 자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공사비 : 29백만원

17

■ 용두근린공원 주변 보도조성 공사

증)450백만원
- 

-청계천복원건설공사(제3공구)와 연계하여 용두근린공원 주변 보

도정비공사에 대한 추가과업

-공사비 : 450백만원

18

■ 하정로 중앙차로 및 교통섬 조성

증)60백만원
- 

-청계천복원건설공사(제3공구)와 연계하여 하정로상 중앙차로 포

장 및 교통섬 녹지대 조성

-공사비 : 60백만원

19

■ 황학교 차도부 화단 조성

증)24백만원
- 

-시장 현장방문시 지시사항에 따른 황학교 차량 방호책 철거 후 

차도부 화단 조성

-공사비 : 24백만원

20

■ 청계천문화관 마감 수준 향상 및 전시시설공사 추가

증)1,363백만원
- 

-청계천문화관 품질 마감 고급화에 따른 마감 수준 향상 및 전시

시설공사 추가분 반영

-공사비 : 1,363백만원

제3공구 설계변경 사항(전체6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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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설계변경사항 (전체 6회)
변경공사비

비고

(관련근거)당 초 변 경

21

■ 기타 변경공사(본공사)

증)138백만원
- 

-무학교 및 고산자교 통신관로 부설

-고산자교 좌안 경화흙 포장 폭 변경

-차집관거 맨홀뚜껑 3개소 설치

-신답철교 하부 배수시설 개선·좌안 법면 조성

-종점부 좌안 옹벽 하단부 식재

-황학교,비우당교 교명주 디자인 변경

-공구경계부 CDS구간 사면시공 공법 변경

-소망의 벽 도자기 몰딩 제작 설치

-터널분수 외함변경

-초과월류수관거 종점부 스크린 및 날개벽 삭제

-상기 공사물량 조정에 따른 E/S금액 조정

-퇴직공제부금 실 사용분 정산

-공사비 : 138백만원

22

■ 기타 변경공사(성북천,정릉천 공사)

증)120백만원
- 

-성북천 플랩밸브 설치 및 정릉천 내부순환램프 진출입부 배수처리공사

-성북천 빗물펌프장 주변 난간 규격변경

-성북천 징검다리 설치·비상계단 삭제

-성북천 고수부지 포장 변경·식재 변경

-성북천교 초기점검용역비 반영

-공사비 : 120백만원

계 증)3,273백만원

제3공구 설계변경 사항(전체6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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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자 선정

1. 사업의 발주

1) 사업개요

청계천복원사업의 공사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총 표준공기가 30개월로 계

획되었다. 그러나 실공사는 3개월까지 공기가 단축 가능하도록 유도되어 2005년 9월 30일까지 27개월로 

설정되었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900억 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사업범위는 종로구 세종로 동아

일보사 앞에서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까지 5.8km 구간이다. 

구분 내용

공사기간 2003년 7월 1일 ~ 2005년 12월 30일, 표준공기 30개월

발주금액 타 기관·부서 부담 시설물공사비용 85억 원 포함 총 3,534억 원

총 공사규모 및 사업범위

 ∙ 하천 복원 : 복원의 범위는 청계천로(세종로시점~동대문~신답철교) 동아일보사 앞부터             

   삼일로 및 그 주변 5.837km

 ∙ 구조물철거 : 고가 5.9km, 복개구조물 5.3km, 차집관거 5.0km, 육교 6개소

 ∙ 하수도정비 : 차집관거 및 초기 월류수 처리 시설 16.8km 정비

 ∙ 양안도로 2-3차로, 교량 21개소, 유지용수(펌프장 1, 관로 11km) 등

표 4-3-1. 청계천복원사업 발주개요

2) 발주 방식

청계천복원사업 발주를 위해 현 예산회계법 내에서 다양한 발주 방안들이 검토되었다. 검토 결과 기술경

쟁을 통해 설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괄입찰(TURN KEY)방식이 가장 타당한 안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일괄입찰방식을 택할 경우 철거부분을 Fast Track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어 안전상 시급한 문제였

던 고가의 철거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 10일 기술심사위원

회 심의 확정을 통해 일괄입찰방식을 공고한 이후 입찰에서 착공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발주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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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발주 과정

3) 발주 방침

(1) 발주의 기본방향

청계천은 노후한 청계고가도로와 하천을 덮고 있는 구조물이 수명이 다 되어 안정성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제반절차를 이행할 준비를 하였다. 또한 기본 계획에 따라 

작성된 입찰안내서에 의거하여 발주하며, 이후에 추가 조정된 사항은 별도 방침으로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역사적 유물로서 큰 가치를 지니는 광교, 수표교 등 문화재의 경우는 그 이

미지를 가장 잘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토록 유도하였으며, 역사·문화 분야의 복원계획이 최종 확정된 이

후에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하였다. 

(2) 입찰안내서 주요 기술지침

입찰안내서의 주요기술지침은 입찰 참가자에게 복원공사와 관련된 주요 기술적 부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는 것으로 하천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술지침과 수치 및 수리모형 실험, 교량아이디어 공모 활용계획, 

지장물 이설 공사계획, 유지용수계획, CI(이미지 통합) 계획의 반영, 조경 수준 향상 계획 등으로 구성하

였다. 

① 하천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술 지침

하천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술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북천 합류점 상류구간은 지방 2급 하천을 준용

하도록 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수단면은 200년 빈도의 강우에 대응 가능하도록 확

보한다. 둘째, 공구경계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하천단면(평면 및 종단) 등을 수용하여 설계의 연속성

을 확보하도록 한다. 셋째, 조경, 교량, 야간경관 등 전체 개념 정립이 요구되는 분야는 사업 전 구간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하여 그에 의거 해당 공구에 대한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최적 조정

하도록 한다.

② 수치모형 실험 및 수리모형 실험

하천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 사업구간에 대하여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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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청계천 전 구간의 모든 시설을 재현하는 모형실험은 어렵다는 의견

이 있어 전체 하천연장에 대하여만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수리모형실험은 세부검토가 요구되는 시점부, 주요 토출구 및 개구부 등 중요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결정되었고, 하천 흐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하류인 3공구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주관하여 시

행토록 하였다. 또한 실험비용은 하천 연장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하였다. 

③ 교량아이디어 공모 활용계획

교량아이디어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 검증 작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공모 작품

을 일괄입찰의 설계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입찰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실시설계 적격자가 공모 작품을 기

본 설계에 채택한 경우에는 공모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과정에 설계자문 역할을 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④ 지장물 이설 공사계획

지장물(이설 및 신설공사)은 지하시설물 7개 관리기관 139개소와 지상시설물(변압기, 가로등, 표지판, 공

중전화 박스) 1,261개소로 구분된다. 공사시행방법은 지장물 관리기관이 별도 발주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장 내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공정관리 및 공사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하시설물은 협약에 의거 

비용을 납부 받아 서울시에서 일괄하여 설계·시공 발주 시행하되, 공사 감독 및 하자 관리는 관리기관별

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상시설물은 실시설계단계에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리기관 부담으로 이

설하기로 하였고, 본 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도로계획사업(도로))에 의거하여 타 기관 관리 지상·지하시설

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시설물 관리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⑤ 유지용수 계획

유지용수는 한강수 및 지하철 배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발주하고 용수원 계획 변경시 그에 따라 설

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지용수관로 부설은 공구별로 분담시행하고, 각 공구별

로 유지용수 절대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기하여 수경관 조성 및 토구악취 방지처리 등 

유지관리용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구 외 구간의 유지용수 관로 부설 및 시설계획은 제

1공구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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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CI(이미지 통합) 계획의 반영

가로등(교량 등 제외), 표지판, 벤치, 휴지통 등의 시설물은 별도로 추진하는 CI사업 결과에 따라 제작, 

구매하여 일괄입찰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설치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도록 하였다. 

⑦ 조경 수준 향상 계획

가로수 종 등 도시경관 유지에 일체감을 줄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별도 심의를 통하여 

공구별로 통일성 있게 실시, 설계,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입찰참가자격

① 시공분야

시공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토건 포함)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분야 시공 능

력 공시액(토건업체인 경우 토목부분 시공능력공시액)이 1공구는 56,410백만원, 2공구는 68,280백

만원, 3공구는 48,830백만원 이상인 업체

• 건설사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② 설계분야

설계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업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용역업자로서 당해 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건설부문(토질 및 기초, 토

목구조, 도로 및 공항, 교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을 등록하고,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분야 설계업(전기종합설계업 또는 전기전문설계업1종)에 등록한 자

• 폐기물처리분야(1개 공구당 기준) 

  - 폐기물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종합처리업 또는 중간처리업허가업체로서 1

일 처리능력이 2,000톤 이상(파쇄기 1일 8시간 작업기준)인 업체

  - 폐기물의 수집·운반 분야 : 폐기물처리법 제26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업체로서 전용운

반차량을 50대 이상(15톤 덤프트럭 기준) 보유한 업체(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

8호에 의하여 동원 가능한 “임시차량” 대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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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도급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에 있어서 시공분야는 5개 업체까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

고 설계, 폐기물처리 분야는 업체 수에 제한 없이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 이행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시공 및 폐기물처리업체는 전체 3개 공구 중 1개 공구만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조경 및 야간 경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경설계부문은 국내 우수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할 것을 권장하며, 아울러 국제적으로 저명한 설계사 또는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

을 권하였다. 한편 건설폐기물처리를 위해 공사와 공동도급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청계천복원건

설공사 현장은 상점들이 밀집되어 교통이 매우 혼잡한 도심지로서, 폐기물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현장에 방치된다면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과 상인들의 영업피해가 있고 원활한 공사추진이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구조물철거공사는 철거되는 부재를 공사현장에 가 적치할 수 있는 공

간이 없어 철거되는 부재마다 즉시 현장에서 반출해야 하는 등 구조물철거와 폐기물 운반·처리는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져야 철거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철거와 반출을 이원화할 경우 건설업체

와 폐기물 처리 업자간 유기적인 협조 부족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폐기

물처리에 의해 생산되는 재활용골재의 수요부족으로 재활용골재 적치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경우 건설

업체의 타 공사현장 등에 재활용 골재 사용협조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공동도급의 경우 폐기물관리법령의 분리위탁 규정 위배여부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논의되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령의 분리위탁 도입배경이 발주자

와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계약, 적정 처리비용을 보장하여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

지로 볼 때 폐기물처리와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하면 사실상 계약내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분리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더구나 계약 관련 모법인 

국가계약법시행령제72조제2항에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도급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간 공

동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불가피성, 폐기물관리법령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

여 공동도급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5) 입찰서 평가기준

일괄입찰에 있어 심사기준은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등에 따르며, 일반적격심사 20%(조달청), 가격심사 

35%(조달청), 설계적격심사 45%(서울시,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적용하였다.

입찰서(기본설계도서) 평가기준(안)의 배점기준은 각 분야별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감안하되,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사항 및 반복 공정이 주가 되는 분야보다는 업체의 다양한 아이디어 활용이 가능한 교량분야, 경

관분야, 조경분야의 설계수준향상을 유도하였다. 하천·하수분야는 시민의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되므로 설

계수준향상을 유도할 필요성과, 공기단축을 유도하되 공구별 공기의 일치성 확보를 기하고 공정의 복잡성

을 고려하여 3개월을 단축가능 한도로 제시하여 경쟁을 유도했다. 또한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내용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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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평가내용
배 점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100 100 100

계획조사

분야

 ∙ 현장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 이전용역 및 기본계획 검토
5 5 5

철거 

구조물

 및

토질기초

분야

철거

 ∙ 철거계획의 적정성

12

32

12

33

12

33

 ∙ 철거공정 및 공법

 ∙ 철거재 처리계획의 적정성

기타

구조

 ∙ 교량계획의 적정성

15 18 18
 ∙ 교량의 구조적 적합성 및 시공성

 ∙ 기존 구조물 보강

 ∙ 사면벽체 구조물

토질

기초

 ∙ 교량기초의 적정성

5 3 3 ∙ 벽체구조물기초의 적정성

 ∙ 용수손실·자수대책의 적정성

도로

교통

분야

도로

 ∙ 도로 및 보도정비계획

5

10

5

10

5

10

 ∙ 토공계획

 ∙ 지장물 이설계획

교통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5 5 5
 ∙ 보행체계 계획

하천

유지용수 및

하수분야

하천

및

유지

용수

 ∙ 하천계획(여유고, 단면, 저수로)

10

20

10

19

10

19

 ∙ 호안및하상 안정화 대책

 ∙ 벽면부 배수구 계획

 ∙ 유지용수관로 시설 계획

하수
 ∙ 차집관거 및 토구정비계획

10 9 9
 ∙ 초기 초과월류수(차집용량 등) 계획

조경 및

경관 등 

분야

조경

 ∙ 조경 및 식생계획

12

28

12

28

14

28

 ∙ 조경시설물·산책로·쉼터공간계획

 ∙ 가로환경 조성 계획

경관

 ∙ 교량 조형성·경관

14 14 12

 ∙ 역사·문화 복원성

 ∙ 하천경관 계획

 ∙ 야간경관계획

 ∙ 시점부경관 계획(1공구) 및 

수경관조성(유지용수활용) 계획

전기

설비

 ∙ 전기설비 계획
2 2 2

 ∙ 기계설비계획(1공구)

공사관리

분야

 ∙ 환경, 안전관리 대책

5 5 5
 ∙ 공사중 수방대책

 ∙ 품질관리계획

 ∙ 공정계획(공기단축은 별도 가점부여)

※ 공정계획의 평가

   표준공기는 30개월이나 10%인 3개월을 단축한도로 보아 공사기한을 27개월까지 단축한 경우 최대 1.5점까지 가점 부여

표 4-3-2. 청계천복원 공사 입찰안 분야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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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설계의 평가기준은 기본설계입찰서 평가시에 철거 실시설계 또한 동시에 평가하되, 실시설계 평가점

수는 적격심사 평가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철거부분 실시설계평

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60점 미만이면 지적 사항 보완하여 재설계 후 철

거 계약). 분야별 배점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평가내용 배점 비고

합계 100

계획조사

분    야
⦁지장물 조사 및 이설계획의 적정성 도로분야

구 조 물

철거분야

⦁현장조사의 적정성

⦁구조물 형식별 철거공법의 적정성

⦁가시설계획의 적정성

구조분야

환경  및

교통분야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철거재 처리능력 및 재활용계획의 적정성

⦁소음, 진동, 먼지 및 악취 등 환경관리 대책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의 적정성

⦁교통 및 환경으로 인한 민원관리의 적정성

교통분야
환경분야

공사관리

분    야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공정추진계획의 적정성

⦁인원 및 장비 투입의 적정성

⦁1차분 내역의 적정성

⦁1차분 시행물량의 적정성

⦁공사시방의 적정성

시공분야

표 4-3-3. 청계천복원공사 철거설계 평가 배점표

2. 사업자 선정과정

1) 설계시공 일괄입찰 추진경위

청계천복원사업은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로서 입찰심의에서 일괄입찰로 결정되었으며, 3개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입찰안내서, 기본계획 및 입찰조건에 따

라 입찰업체에서 기본설계를 시행하여 입찰가격과 함께 입찰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조달청이 설계도

서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서울시)에 설계적격심의를 요청하여 설계평가점수(45%), 입찰가격점수

(35%), P.Q점수(20%)를 합산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다. 

2) 철거방식(Fast Track)

청계천복원공사는 일괄입찰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시행하는 설계·시공병행방식(fast tracking)을 적용

함에 따라 기본설계 입찰시 철거부분(고가차도, 복개구조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및 실시설계 내역서와 

지장물 이설계획을 제출하여 실시설계적격업체를 결정하고 철거부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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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실시설계 설계적격심의

2003년 6월 2일 공구별로 2개사씩 입찰에 참여하여 가격 및 입찰서류는 조달청에 접수하고, 설계도서는 

건설안전본부에 접수하였다. 이에 6월 4일~5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는 설계적격 심의가 개최되었다. 

설계적격 심의에는 교수 10명, 전문가 13명, 시공무원 4명 등 심의위원 27명이 참여하였으며, 공구별 업

체별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1공구 2공구 3공구

심의결과
대림(85.55%) 

/ SK(79.20%)

GS(90.50%) 

/ 쌍용(87.24%)

현대(90.93%) 

/ 대우(90.47%)

표 4-3-4. 공구별 업체별 설계적격심의 결과

분야별 소 속 성명 비고

계 27 명 

철거구조물 및

토질기초

구  조

고려대학교 강 영 종

육군사관학교 강 영 철

건설기술연구원 박 흥 석

신성엔지니어링 변 윤 주

서울대학교 장 승 필

토  질
한국도로공사 박 영 호

한국과학기술원 이 승 래

도    로

교    통

도  로 경기대학교 김 낙 석

교  통 중앙대학교 정 진 혁

하    천

유지용수

및

하    수

수자원
서울대학교 서 일 원

건설안전관리본부 이 상 률

하  수
시정개발연구원 김 영 란

호서대학교 민 병 헌

조경 및 경관 등

조  경

경희대학교 김 도 경

선진엔지니어링 박 승 자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양 윤 재

경  관

비츠로 고 기 영

서인엔지니어링 정 양 희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조 오 영

전  기
삼부토건 박 승 원

한미파슨스건축사사무소 안 광 명

공사관리 시  공
고려대학교 이 우 진

삼환기업 최 종 원

환    경 환  경
한국환경기술개발 변 종 각

벽산엔지니어링 최 경 돈

표 4-3-5. 기본 및 실시 설계 설계적격 심의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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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7일 설계적격심의의 결과가 조달청에 통보되었고, 6월 9일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적

격자가 선정되었다. 조달청의 설계적격자 선정방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다. 배점은 설계평가 45점(서울시), 입찰가격 35점(조달청, 35 × 최저입찰가격/입찰가

격), 수행능력평가 20점(조달청, 시공경험 6 + 기술능력 7 + 경영상태 7)이었다. 선정된 공구별 

실시설계 적격자는 다음의 <표 4-3-6>과 같다. <표 4-3-6>과 같이 선정된 업체들은 서울시와 6월 

16일 1차분(철거부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시설계적격자자로 통지받은 후 100일 이내에 실시설

계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9월 1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진행성과를 중간보고 하

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았다. 

                  공구별

 구  분 
계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선 정 업 체 3개사 대림산업(주) GS건설(주) 현대건설(주)

총공사비

대 상 액 349,423 110,915 130,896 107,612

입찰금액 331,642 105,350 124,289 102,003

비율(%) 94.91 94.98 94.95 97.79

1차 공사분 계 약 액 37,600 15,600 11,000 11,000

표 4-3-6. 공구별 설계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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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착공 추진절차

청계천복원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입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약자 선정 등의 일련의 과정은 <그림 

4-3-2>와 같이 진행되었으며 청계천복원공사 착공 이전까지의 사업추진경위는 <표 4-3-7>과 같다. 

<그림 4-3-2> 청계천복원사업 착공추진절차



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857

일시 경위

2002.07.02 ~ 2003.02 기본계획 수립

2003.01.10 입찰방식 공고 - 일괄입찰

2003.02.11 시의회보고 및 기본계획 발표

2003.02.20 시민공청회

2003.02.21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발주계획 결정(시장방침)

2003.02.28 입찰공고 - 조달청

2003.03.07 현장설명 - 참가업체 : 1, 3공구(28개 업체), 2공구(29개 업체)

2003.06.02 입찰서류 접수(조달청) - 접수업체 : 1, 2, 3공구 각 2개 업체

2003.06.04 ~ 05 설계적격심사 - 서울시

2003.06.09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조달청) - 1공구 : 대림산업, 삼성건설, 2공구 : GS건설, 현대산업개발, 

3공구 : 현대건설, 코오롱건설

2003.06.16 ~ 17 공사계약 - 1, 3공구 : 6.16, 2공구 : 6.17

2003.07.01 공사착공(청계고가 철거 착수)

표 4-3-7. 청계천복원 공사 착공 이전까지의 경위

복원공사의 주요 공정 일정은 <그림 4-3-3>과 같이 2003년 7월 철거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주요구조물을 

철거하고 이와 동시에 하천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5년 상반기까지 하천공사를 완료하는 것

이며, 2005년 우기시험을 거쳐 2005년 12월까지 총 30개월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공기는 3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기 단축시 가점을 부여토록 하여 실공기가 27개월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4-3-3> 복원공사의 주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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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 법절차 이행 및 협의

1. 청계천복원사업 법적 절차 검토

복원 대상구간의 청계천은 지적상 도로였으므로, 이를 하천으로 변경하는 제반 법적 절차의 이행이 선결

과제였다.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업추진단계에 의해 진행되

었는데, 도시관리기본계획의 변경, 환경영향평가, 교통대책, 문화재 관련법 절차의 이행 등이 핵심적인 사

항이었다. 

이러한 관련법 절차 및 행위 허가는 하천공사 시작 이전에 모두 이행되었는데, 공사착공이전 단계에 관련

된 주요 법적 절차는 도시계획, 하천, 도로, 교통, 환경, 문화재, 건설기술 등의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3-8> 및 <그림 4-3-11>과 같다.  

분야 주요 절차

도시계획

⦁도시계획환경성검토(도시계획법 제19조)

⦁도시계획시설변경(도로)결정(도시계획법 제19조, 제24조)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도시계획법 제61조)

하 천

⦁하천의 지정(하천법 제 7조)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하천법 제17조)

⦁도시계획시설변경(하천)결정(도시계획법 제19조, 제24조)

도 로
⦁자동차전용도로(고가)폐지공고(도로법 제54조)

⦁도로인정변경공고(도로법 제19조)

교 통

⦁관리대책 및 도로대책 경찰청 협의(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및 시행규칙 제71조의2)

⦁도시교통정책심의위심의(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공사대책 경찰청 협의(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의2)

환 경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환경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발굴조사(필요시)(문화재 보호법 제74조)

건설기술

⦁시행방침 및 학술용역심의

⦁재정투융자심의(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공사수행방식결정(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

⦁건설기술심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19조)

⦁대형공사 발주전 심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표 4-3-8. 청계천복원관련 주요 관련법 절차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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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청계천복원관련 주요 추진절차와 관련법 검토 

2. 관련 법절차와 이행

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과정

도시계획절차는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거친 후 자동차전용도로(청계고가로) 해제와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변경승인(건교부)하는 과정을 거

쳤으며 변경결정 내용은 <표 4-3-9>와 같다.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3
13.5~

18

집산

도로
5,390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청계천 62.12.8

폭원축소및노선분리

(북측)

중로 3
12~13.

5

집산

도로
5,390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청계천 62.12.8

폭원축소및노선분리

(남측)

표 4-3-9.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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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법 관련절차 이행

① 하천법 관련절차

하천법에 규정된 절차를 과정별로 살펴보면, 하천 지정(하천법 제7조) →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하천법 

제17조) →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하천법 제27조) →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하천법 제28조)로 흐름으로 

진행된다. 

② 추진현황

  - 2003. 6. 3 : 서울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2003. 6.25 ~ 10. 9 : 심의지적사항 보완 및 하천대장 작성

  - 2003.10.15 : 하천지정

   ·하천명칭 : 청계천(지방2급)

   ·지정구간 : 종로구 서린동~동대문구 신설동 성북천 합류점(L=4.45㎞)

  - 2003.10.17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03.10.30 :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

   ·청계천 지방1, 2급하천 (종로구 서린동~중랑천합류점 포함)

  - 2003.12.26 :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

   ·종로구 서린동~성동구 마장동 (L=5.76km 지방1급 1.31km, 지방2급 4.45km)

3) 교통영향평가

청계천복원공사의 경우 기존도로를 축소변경(8차로 → 4차로)하는 사업으로, 2.5㎞이상 신설도로만을 대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청계천복원사업의 중요성과 교통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통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였으며, 공사시행 단계별로 세부교통처리계

획을 수립·시행하였다. 

3.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1)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하

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계획)을 그 대상으로 한다. 협의기관은 환경부(경인지방환경관리청)로 하천법

상 기본계획 수립 전에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 이래 2003년 6월 10일 청계천복원에 따른 사전환

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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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구간에서의 하천공사에 대하여는 서울시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시행

•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대책 등 적정수질 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지속적

으로 관리 이행

•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시행 등

2) 환경영향평가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법령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사업의 취지와 도시계획상 선하천지정 

후공사의 순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실시과정

과 추진경위, 조사항목 등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① 청계천복원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실시과정

복원 이전의 청계천은 성북천 하류 1.3km를 제외한 전구간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도로이며 기존도로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관한법률(대상 : 

10km이상 하천) 및 서울시 조례(대상 : 3km이상 10km미만)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

나 시민단체의 요구 및 청계천복원 취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도

시계획(도로구간 → 하천구간)을 변경하여 하천지정 후 공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어 하천공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2003년 5월 9일 동명기술공단이 용역에 착수하여 2003년 7월 2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7월 18일 ~ 8월 16일의 기간까지 공람공고를 시행하였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환경관리의 실

시주체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상의 저감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환경영향 조사기간은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4조 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이다. 단, 동·식물, 대기질, 지표수, 소음·진동, 악취

의 환경영향조사는 복원 후 2년까지로 하였다.

② 환경영향평가 추진경위

환경영향평가는 2003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3년 10월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그 추진경위는 아래

와 같다. 

  - 2003. 5. 9 :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시정개발연구원, 동명기술공단건축사사무소)

  - 2003. 5.24 ~ 6.12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공람공고

  - 2003. 5.26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가도로폐지, 청계천로 폭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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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7.18 ~ 8.16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2003. 9.17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2003.10.17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③ 환경영향평가 조사항목

환경영향평가의 조사항목은 <표 4-3-10>와 같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사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질, 지표수, 소음·진동 등 3개 항목에 대해 환경측정을 실시하였으며, 현황측정 항목 이외

에 자연환경 변화여부 및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지형·지질, 동식물, 폐기물, 토양, 악취 항목을 추가로 

선정,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토록 하였다. 

구분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기간

동 ∙ 식물

 ∙ 육상 생태계 조사

 ∙ 수계 생태계 조사

 ∙ 귀화생물관리대책의 이행여부

하천복원구간 수사 복원후 2년

대기질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상태

 ∙ 살수차량 운행 및 차량속도 규제

 ∙ PM-10, NO₂
10개 지점

(실측 및 기존자료 

조사)

1회/분기

(연속3일)

공사시

복원후 2년

수질
 ∙ 침사지와 가배수로 설치여부

 ∙ pH, BOD, SS, DO, 대장균군수, T-N, T-P

공사시 1지점

운영시 3지점
1회/분기

공사시

복원후 2년

토양
 ∙ 오염물질의 축적, 하천저질 변화

 ∙ 저감대책 실시 및 적정운영 여부
5개 지점 1회/분기

공사시

복원후 2년

소음 ∙ 진동

 ∙ 공사시 소음영향조사(주·야간 소음도)

 ∙ 저감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여부

 ∙ 운영시 도로변 소음도

4개 지점 1회/분기
공사시

복원후 2년

악취  ∙ 관능법 판정기준 초과 여부 3개 지점
 ∙ 공사시 1회/분기

 ∙ 복원후 1회/반기

공사시

복원후 2년

표 4-3-10. 환경영향평가 조사항목

각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지역은 공사시 직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이며, 

조사방법은 현황측정항목의 경우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준하도록 하고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특

성에 따라 현장조사 등 조사방법을 선정하였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현저한 환경질의 저

하 및 주변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공사 중지 후 이를 철저히 분석 후 원인제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복원사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4. 관련 위원회 심의

1)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2003년 6월 3일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종로구 서린동 동아일보사 앞~성북천 합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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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54㎞)까지의 하천지정 자문과 청계천 상류구간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

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지정에 대한 자문결과 지방2급 하천지정에 동의했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는 하천단면 계획을 설계홍수빈도 50년으로 하되 시가지를 관류하는 하천인 점을 고려하여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통수단면 및 제방여유고 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하는 것에 조건부 의결하였다. 

단, 실시설계 과정에서 별도자문을 받아 어류의 산란 등을 고려하여 유지용수의 적정유속 확보와 하천 생

태계 유지를 위해 누수성 보를 설치하는 방안의 강구와 상류시점은 하상구배가 급하기 때문에 세굴의 우

려가 있으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의 사항을 보완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2003년 7월 착공 후 하천지정(지방2급)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고시하였고, 이후 10월 말 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을 고시하였다. 

2) 시민위원회 심의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심의·의결기구로서 시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장 2인, 부위원

장 3인으로 하며,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31명 이내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간의 이견사항 조정, 

주요사항의 본위원회 상정·결정할 기획조정위원회, 해당분야의 조사·연구 및 심의 평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로 조직되었다. 각 분과는 자연환경, 역사·문화, 교통, 도시계획, 시민의견, 건설안전 

등 6개 분과 체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평가, 청계천복원관련사항에 대해 조사 

및 연구, 관련 이익단체와 시민의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각 위원회별 소관사항의 주요 내

용은 <표 4-3-11>과 같다. 

구분 소관사항

본위원회
 ∙ 위원장 부의사항

 ∙ 기획조정위원회 상정사항

기획조정위원회
 ∙ 분과위원장 부의 및 분과위원회간 이견이 있는 사항

 ∙ 기획조정위원장 부의사항

분과위원회

 ∙ 문화유적복원 등에 관한 사항(역사문화)

 ∙ 생태 및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자연환경)

 ∙ 구조물 철거 및 도로, 교량건설 등에 관한 사항(건설안전)

 ∙ 교통영향 및 대책 등에 관한 사항(교통)

 ∙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시계획)

 ∙ 여론수렴, 홍보 등에 관한 사항(시민의견)

자료 : 서울시, 2004.10, ｢제2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구성 및 제1차 전체회의자료｣

표 4-3-11.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회별 소관사항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2002년 9월 18일부터 복원공사 완료시점인 2005년 9월 30일까지 회의와 토론회, 

세미나 등을 총 116회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중 청계천복원공사 시행 이후인 2003

년 8월 이후에 공사 진행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살펴보면 <표 4-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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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위원회 일시 내용

전체회의 04. 2.24  ∙ 실시설계 설명회 및 토론

기획조정위원회 03. 8.13
 ∙ 시정연 기본계획설명회 논의사항 검토

 ∙ 각분과위원회별 기본설계 의견사항 검토

기획조정위원회 03. 8.27  ∙ 청계천 둔치조성여부

기획조정위원회 03. 9.19
 ∙ 청계천복원 추진경과설명

 ∙ 기본설계안 관련 건의사항의 답변사항 검토

기획조정위원회 03.10.10
 ∙ 실시설계반영사항 검토

 ∙ 하천 단면 및 광교 복원문제와 관련한 홍수위

기획조정위원회 03.10.24  ∙ 실시설계보고

기획조정위원회 03.10.31  ∙ 청계천복원 실시설계안 검토

기획조정위원회 03.12.5  ∙ 기획조정위원회가 부여하는 사항

기획조정위원회 03.12.19  ∙ 수리모형 실험결과 보고

기획조정위원회 04.1.16  ∙ 청계천복원 실시설계최종 토론

기획조정위원회 04. 2. 6  ∙ 실시설계 설명회 방법토론

기획조정위원회 04. 3.12  ∙ 실시설계설명회 건 처리

역사문화분과위원회 03. 7.18
 ∙ 문화재 지표조사 심의결과 및 발굴조사 계획보고

 ∙ 역사유적복원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역사문화분과위원회 04. 2.19
 ∙ 수리관련 검토토론

 ∙ 청계천 문화재 복원관련 검토

자연환경분과위원회 03. 8.11
 ∙ 사전환경성 검토서 협의사항

 ∙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

자연환경분과위원회 03. 8.27  ∙ 하천단면 및 청계천 둔치조성여부

교통분과위원회 03. 8.18
 ∙ 청계천로 교차로 운영방안

 ∙ 청계천 둔치 보행자 접근 방안

건설안전분과위원회 03. 8.27  ∙ 하천단면 및 청계천 둔치조성여부

도시계획분과위원회 03. 8.27  ∙ 하천단면 및 청계천 둔치조성여부

도시계획분과위원회 04. 5.12
 ∙ 도심부를 비롯한 청계천 주변 지역개발계획

 ∙ 세운상가주변지역의 재개발계획

표 4-3-12. 청계천복원공사 관련 주요 시민위원회 심의 내용(2003년 8월 이후)

5. 관계기관 보고

청계천복원사업의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착공 전 중앙정부 관계기관에 복원사업의 내용을 보고하

였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시가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의 규모나 성격 등으로 사업의 출발부터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교통대책, 상인대책, 하천복원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행 초기 국무회의, 총리실,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경찰청등 

유관 중앙부처의 지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보고는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이전인 2003년 

5~6월에 주로 수행되었으며, 보고의 주요내용은 청계천복원사업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복원대비 교통처

리계획, 상인대책,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방안, 대정부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보고를 통해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에서도 청계천복원사업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게 되었으며 

주요 보고 일정 및 내용은 다음 <표 4-3-1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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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주제 일시(장소) 주요 보고 내용

국무조정실 보고 2003. 3

∙ 추진경과

∙ 사업개요

∙ 복원공사계획

∙ 관련 대책(교통대책, 상인대책)

∙ 의견수렴 및 홍보

∙ 7월 공사착공 연기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

국무조정실주재 

청계천복원사업설명 및 

관계부처 협의

2003. 5.17

(정부 중앙청사)

∙ 추진개요

∙ 복원사업의 내용

∙ 복원사업의 효과

∙ 관련 대책(교통대책, 상인대책)

∙ 의견수렴 및 홍보

∙ 7월 공사착공 연기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

건설교통부의 차관회의 

보고
2003. 5.31 ∙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검토의견

국무총리 업무보고
2003. 6. 2

(총리집무실)

∙ 청계천복원사업의 개요

∙ 복원대비 교통처리 대책

∙ 청계천복원에 따른 상인대책

∙ 시민 홍보 대책

∙ 건의사항

중앙부처 업무보고

2003. 6. 2 -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

(정부중앙청사)

2003. 6. 3 - 환경부(정부중앙청사)

∙ 청계천복원사업의 필요성

∙ 청계천복원사업의 개요

∙ 복원대비 교통처리 대책

∙ 청계천복원에 따른 상인대책

∙ 제기된 문제와 우리시 대책(상인대책, 교통대책, 복원방법관련)

∙ 건의사항

국무회의 보고 2003. 6.24 

∙ 청계천복원사업의 개요

∙ 복원대비 교통처리 대책

∙ 청계천복원에 따른 상인대책

∙ 시민 홍보 대책

∙ 건의사항

청계천복원 기공식 관련 

차관회의 보고
2003. 6.26

∙ 청계천복원공사 기공식 계획

∙ 청계천복원공사 추진계획

∙ 복원공사 착공후 교통계획

∙ 협조 요청사항

표 4-3-13. 관계기관 주요 보고 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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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복원공사의 시행

청계천복원공사의 시공은 착공준비와 고가구조물 철거이후 교량건설, 도로 및 사면벽체 구조물 건설, 차

집관거 이설 및 신설, 유지용수, 하천복원 등으로 순차적 혹은 동시적으로 시공되었고 마무리 단계에서 

조경 및 부대시설공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청계천복원공사는 3개 공구별로 <그림 4-3-5>와 같이 FAST 

TRACK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4-3-5> 공사수행방식(FAST TRACK 방식)

공구별 계약업체는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처리업체로 구성되었으며 각 공구

별 계약업체의 현황은 <표 4-3-14>와 같다. 

구분 1공구 2공구 3공구

시공사
대림산업(55%)

삼성물산(45%)

GS건설(60%)

현대산업개발(40%)

현대건설(85%)

코오롱건설(15%)

설계사
청석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삼안건설기술공사 동명기술공단

감리사 서영엔지니어링 제일엔지니어링 청석엔지니어링

폐기물

수집·운반

인선이엔티

삼흥산업개발

서울재활용

한빛환경

삼흥종합환경

금강도시환경

중동환경

대길환경

장형산업

다원환경

성도건설산업

폐기물처리

인선이엔티

삼흥산업개발

서울재활용

삼흥종합환경

금강도시환경

중동환경/홍명산업/서원필탑개발

대길환경

임광환경

표 4-3-14. 공구별 계약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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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공 준비 및 기공식

서울시는 2003년 7월 1일 0시를 기하여 청계천로 지상 양측 2차로와 조업주차공간을 제외한 고가도로 및 

진입램프에 대하여 전면 차량통제를 실시하고, 당일 14시에 기공식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사전 공사 준비 

및 대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다. 

착공 20일 전인 2003년 6월 11일에는 건설안전본부 회의실에서 착공준비를 위한 합동회의를 소집하였다. 

합동회의에는 시공사, 감리사 등이 참석하여 착공준비 계획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사항은 ① 
과업수행 조직 구성, 현장사무실, ② 장비 및 자재 적치장 선정, ③ 주요장비 및 공구 확보 대수 및 일정, 

④ 현장 동력 및 용수 계획, ⑤ 교통 및 공사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수량, 일정, ⑥ 가시설 설치계획, 

⑦ 철거전문업체 등 하도급자 선정 및 투입계획, ⑧ 착공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일정 계획, ⑨ 고가철거

작업조 편성 및 투입계획, ⑩ 고가철거 전체공정 계획 등이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항목별 세부추진계

획을 6월 13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공구별 추진 실적을 매일 점검하여 확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청과 협의에 따라 7월 1일 0시를 기해 고가도로 및 진입 램프를 폐쇄하기로 하였다. 고가도로 

진입로 폐쇄는 광교 진입램프와 영락교회 앞 Up 램프, 영락교회 앞 삼일고가, 청계고가 연결 본선 및 청

계천로의 고가 진·출입 램프, 마장로 진입 램프 등이었다. 이와 함께 청계천로 차선이 축소됨으로써 양안 

2개차로 및 조업주차 공간 확보와 함께 좌회전이 금지되었다. 

1) 청계천복원사업 관리시스템(PMIS) 구축·운영

(1) 도입배경

청계천복원공사는 3개 공구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고, 각 공구마다 하천, 하수, 도로, 교량 및 조경 등 

다양한 공종의 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심지내 하천공사로서 우기 등을 고려한 세심한 공사관리가 요

구되고 있었다. 따라서 목표 기간내 공사완공, 품질보증, 공사비 관리 및 안전 확보 등 공사요건을 만족시

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사 관리기법이 요구되었다. 

(2) 시스템 구축·활용

청계천복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사 관리를 도모하고자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였다. 이 시스템은 공정, 품질, 사업비, 안전 등 모든 공사관리 요소를 컴

퓨터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즉시성, 정확성 및 기록유지에 효과적이며, 공사참여자 모두가 동일 수준의 공

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부진공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관리기관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하여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청계천복원공사 사업관리시스템은 관리를 위한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각 공구에서 수행하는 공정관리 활

동을 전용 공정관리 프로그램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합하고 이들 정보를 컴퓨터상에서 적절히 분류

하여 일반 시민에게 공사정보를 제공하는 공사안내시스템과 공사관계자가 온라인상으로 공사추진 세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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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버 종합상황실을 포함하였다. 

이중 청계천복원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사안내시스템은 2003년 12

월 10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였다1). 

발주자(서울시), 감리사 및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는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직접 파악할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의사교환 및 작업지시 등을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공유하여야 할 정보를 현장에서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CCTV는 3개가 설치 운영

되었으며, 일반시민의 사생활보호 등의 문제가 있어 우선 공사관계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안전 세미나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도심지 내 공사로서 공사 중 안전 확

보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협조하여 공사관계자가 참여하는 안

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2003년 6월 27일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는 복원공사 참여 시공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및 건설안전본부 복원

공사국 관계직원,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직원 등이었다. 또한 본 세미나 내용 및 안전관련 자료는 각 공

구에 배포하여 참여근로자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시간 내용 발표자 비고

14:30~14:35( 5분) 국 민 의 례 사회자(건설안전지원팀장)

14:35~14:40( 5분) 개 회 인 사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4:40~14:45( 5분) 인   사   말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14:45~15:15(30분)
청계천복원공사 개요 및

안전 기본계획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사업담당관 
1주제

15:15~16:00(45분)
청계고가도로 철거공사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원 교수 2주제

(10분) 휴    식

16:10~16:40(30분)
청계고가도로 철거공사의 위험요인 및 

안전한 철거방안 
현대건설(손문영 상무) 3주제

16:40~17:10(30분) 복원공사 및 수방공사 안전방안 대림건설(정택교 상무) 4주제

17:10~17:25(15분) 질의 및 토의

표 4-3-15. 청계천복원공사 안전세미나 내용

1) 서울시 홈페이지-청계천복원사업-복원공사 안내 아이콘을 누르거나 http://info.hiconst.com으로 접속하여 공사개요,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관련 공
지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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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공식

기공식을 앞둔 6월 20일 경 서울시는 7월 1일 고가철거를 위한 사전 교통통제와 이에 대한 시민 홍보에 

들어갔다. 7월 1일을 기공식 날짜로 정한 이유는 도로폐쇄, 안전시설 설치 등 현장 착공시기와 일치하고, 

복원공사 추진 분위기를 조기에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기공식 장소는 당초 청계고가도로 종점(마장

동 견인차량보관소)과 시점 2곳이 후보지로 올랐으나, 종점부의 경우 하천복원착공행사의 홍보효과가 떨

어지고 기간내 견인차량보관소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기공식 장소는 하

천복원 착공행사의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청계고가도로 시점부(홍보관 앞 청계천로)로 정해졌다. 

이로써 2003년 7월 1일 14시, 청계2가 시점부 광교에서 관계자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천복원

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영상물 상영(청계천기록 영상물)과 사물놀이 공연(김덕수 사물놀이팀), 광통교 다

리밟기, 영상메시지 전달, 내빈소개(영상)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SBS에서 생중계하는 공식행사로 이어

졌다. 공식행사는 개식선언 → 경과보고 및 복원공사 설명 → 축사 → 구조물철거 시연 및 축포식 순으로 

진행되었고, 식후행사로 건설관계자 격려가 이어졌다. 

<그림 4-3-6> 청계천복원공사 기공식

2. 철거공사

1) 추진 개요

2003년 7월 1일 0시를 기해 시작된 청계천복원의 철거공사는 램프 구간 철거 → 고가 상판 철거  → 고
가 교각 철거 → 복개도로 구조물 철거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철거된 구조물은 청계고가(5㎞)와 삼일고

가(817m), 복개도로, 고가를 받치고 있는 교각 371개, 복개도로 지하 교각 6700개, 램프 10곳, 육교 7개 

등이다.

철거공사는 1공구 태평로입구~광장시장(2㎞), 2공구 광장시장~난계로(2.1㎞), 3공구 난계로~신답철교(1.7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870

㎞)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철거공사 기간은 2003년 7월 1일 착공과 동시에 3개 공구에서 공구별

로 3개조씩 총 9개조가 동시철거에 들어가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였다. 서울시는 우선 7월 1일부터 2주 동

안 높이 4~10m의 대형 가림막과 분진망을 설치하고 각종 철거장비를 배치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램프 → 고가도로상판 → 고가도로교각 → 도로복개물 → 지하교각 순으로 본격적인 철거가 이루어

졌다. 청계고가는 2003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도로복개물 철거는 8월 13일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진

행되었다. 청계고가와 연결되는 삼일고가(청계1가~남산1호터널)는 8월 중순경 철거에 들어가 10월 5일 완

료되었다. 

청계천복원공사 현장은 공사착수 이전단계부터 유동인구와 진입차량이 많고 주변에 상가와 노점상들이 밀

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으로, 공사착공 이전과 공사 초기에 유관기관의 협조는 물론 주변 상인과 노점상들

을 비롯한 일반시민에게 충분한 이행와 협조를 구하여 커다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내부순환로 진출입램프구간, 청계고가도로 복개구조물 등 위험한 철거작업은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가 각

자의 역할분담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대단위 철거공사를 

안전사고 없이 정해진 공기에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2) 철거공사 준비

(1) 개요

고가도로는 크게 3개의 공구(청계고가 P36~P52와 3개소의 유출램프를 포함한 1공구, 청계고가 P52~P82

와 2개소의 램프를 포함한 2공구 그리고 삼일고가 P1~P25와 2개의 램프를 포함한 3공구)로 분할하여 철

거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작업장의 분할은 원활한 교통소통, 공사장 분산으로 집단민원발생 예방 등 민원발생 최소화, 돌발상황 발

생 및 공사진행 지연시 대치 작업장 확보 등 투입자원 효율 극대화, 분할된 소공구 간의 잉여장비 활용도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  

공사 철서 순서는 각 공구별로 유출입 램프는 선철거 영역으로 계획하였으며, 고가부는 대부분 후철거 영

역으로 분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구    분
영         역

본선부 램프부 기타 구조물

청계고가(1공구) P36-P52 광교진입, 본선유입·유출램프C

청계고가(2공구) P52-P82 램프-D(남측,북측) 세운상가 육교, 육교상가

삼일고가(3공구) P1-P25 램프-A, 램프-B 육교보도 2개소

표 4-3-16. 작업장 분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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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거공사의 진행순서

철거공사를 위한 시공계획수립부터 청계고가 기초를 철거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그림 4-3-7>과 

같다. 

<그림 4-3-7> 철거 흐름도

3) 단계별 공정

철거현황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 램프교 철거, 상부구조철거, 교각철거, 육교·상가 등의 고가구성물

과 2단계 복개구조물 철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한 과정으로, 램프구간 철거, 고가

상판 철거, 고가교각 철거, 복개도로 철거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램프구간 철거

보통 1개 차로로 이루어진 램프는 도로 폭이 5m이고, 램프를 떠받치고 있는 교각은 24m 간격으로 설치

되어 있다. 램프는 상부 콘크리트를 교각의 간격에 맞춰 길이 24m, 폭 5m로 잘라내고 크레인으로 걷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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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다. 제1공구의 경우 램프를 철거하는 크레인이 고가 위에서 작업하고 이 구간은 램프 우측(보도

방향)으로 1개차로만 있어 크레인이 청계천로에 서 있으면 2개차로가 확보되지 않아 크레인이 고가로 올

라가 고가 바로 밑에 1차로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제2·3공구의 경우 램프 우측으로 2개 차로가 확보되어 

램프 아래에 있는 크레인이 램프와 교각을 번갈아 걷어내며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두 교각 사이의 콘

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낸 후 크레인 앞에 있는 교각을 철거해 크레인의 진로를 확보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2) 고가 상판 철거

상판의 폭은 평균 16m이며, 20㎝ 두께의 콘크리트와 그 아래 받침대로 이루어져 있다. 받침대 1개는 

2.8m 도로 폭을 따라 5개가 설치돼 있고, 상판을 받치는 교각의 간격도 24m이다. 장비는 창경궁로의 원

남고가 철거 때와 마찬가지로 교각의 간격에 맞춰 원판형 다이아몬드 톱(diamond wheel saw)을 이용해 

잘라냈으며, 잘라진 폭 16m, 길이 24m의 구조물은 받침대의 간격에 따라 다시 잘라 폭 2.8m, 길이 24m

의 구조물로 더 세분화시킨 후 크레인으로 뜯어냈다. 잘린 구조물은 바닥으로 내려져 램프처럼 철근정리

용 압쇄기를 이용, 더 잘게 부수었다. 

(3) 고가 교각 철거

고가 교각은 철근이 많이 들어있고 지름이 2m이상 되기 때문에 상판보다 절단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원

판형 톱보다 성능이 뛰어난 다이아몬드 재질의 줄톱(diamond wire saw)을 이용해 일정한 크기로 잘라낸 

후 크레인이 옮겼다. 또한 다이아몬드 톱으로 절단할 때에는 소음과 먼지, 고온의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었다.

(4) 복개도로 철거

도로 복개물은 절단이 아니라 유압 압쇄기로 부수어 철거하였는데, 공사 후에도 존치될 청계천로 양쪽 편

도 2차로를 회전톱 등을 이용하여 철거할 복개도로와 분리시키고 복개도로의 일부를 철거해 지하로 공사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복개도로 아래로 보강파일을 기존의 파일에 덧대고 복개도로의 

붕괴 가능성을 막은 뒤 보강 파일 공사가 완료한 뒤 철거용 압쇄기를 내려 보내 복개도로를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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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공  순  서

상부고가
 아스콘제거 → 인양홀천공 → F.S 컷팅 → 크레인설치 → 잔여부재 절단 → 크레인인양

 → 부재별 소절단 → 폐기물 분리 반출

상부교각
 절단선 마킹 → 인양홀천공 → 안전시설 설치 및 이동 → 크레인설치  →  W.S 절단 

 → 크레인인양 → 버스터 작업공천공 → 버스터 균열 → 유압압쇄기소분할/반출  

복 개

구조물

 아스콘제거 → 절단선마킹 → 존치연결부 콤프브레이커 파쇄 → 유압압쇄기 슬라브/기둥 파쇄 

 →  폐기물 분리 반출

기초 및 우물통
 토공 반출 → 절단선마킹 → 인양홀천공 →  크레인설치 →  W.S 절단 → 크레인인양 

 → 버스터 작업공 천공 → 버스터 균열 → 유압압쇄기소분할/반출

내부순환

Up-Down

RAMP

 아스콘제거 → 화단제거 및 교통우회 →  슬라브/방호벽철거(크레인) → 크레인설치

 → ST.BOX 철거 → 교각철거 → 버스터 균열 → 유압압쇄기 소분할/반출 

표 4-3-17. 주요 부재별 철거시공순서

① 청계고가 램프철거 ② 청계고가도로 철거

③ D.W.S.를 이용한 교각철거 ④ 복개슬래브 철거

<그림 4-3-8> 단계별 철거 공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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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구조물별 철거공정 

공사(철거)대상은 크게 청계고가 철거와 복개구조물 철거로 나눌 수 있는데 청계고가 철거는 Plate 

Girder 구간, P.S.C Beam 및 강재거더 구간, 연결램프구간 등으로 구성된 상부구조와 복개구조물 상단교

각, 복개구조물 하부교각으로 구성된 하부구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복개구조물 철거는 복개하부 잔여교

각 철거복개구조물 철거 등으로 나누어 철거공정을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구조물별 철거공법

을 먼저 살펴보고, 구조물별 철거공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구조물별 철거공법 적용

상부 잡철물은 주로 가로등, 난간대, 배수관등의 잡철물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철거시 주사용 장비는 카고

크레인, 산소절단기 등이 동원되었다. 철거 후에는 중간 적치장으로 운반하여 다시 2차 절단한 후 카고트

럭을 이용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상부 슬라브의 표면에 있는 아스콘은 평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철거 후 위탁 처리장으로 직반출하였다. 난간, 슬라브 등은 주로 Core Drill, Wheel Saw, 

D.W.S(Diamond Wire Saw)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철거하였으며, 절단장소에 야적하여 압쇄를 한 후 반

출하거나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직반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거더부(PSC거더, ST Plate 거더, ST Box 거

더 등)는 D.W.S, 산소절단기,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철거 후 고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본선

부 교각철거는 D.W.S를 이용한 수직, 수평으로 일정한 크기(2m×2m×2m)로 분할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장

으로 직반출하였다.

철거대상 철거방법 사용장비,기계 운반방법 운반장소

가로등, 난간대
배수관등 상부잡철물

카고크레인이용 인력철거
카고크레인,
전동Wrench
산소절단기

카고트럭
철거재 중간적치장 운반, 

절단 후 매각

 아스콘  평삭기사용 연속철거
 아스콘 평삭기,
ROAD CRUSHER

 덤프트럭
(평삭 작업시 직상차)

 위탁 처리장 작반출

 고무,강재등
 콘크리트 절단후  인력 

브래이커 파쇄
 아스팔트 컷팅기,
 인력 브레이커

 카고트럭
 철거재 중간 적치장 

운반,매각

 철    근
 콘크리트

 절단,고가부 인양,반출
CORE DRILL
WHEEL SAW
DWS, CRANE

 카고트럭 
 절단부재 
 직반출

 절단장소(고가)에  야적 
후 중간처리장 직반출

 철근 콘크리트
 판상(슬라브)

 소블럭·중블럭·  
대블럭공법

CORE DRILL
WHEEL SAW
DWS, CRANE

 카고트럭
 절단장소(고가)에  야적 후 
임시적치장소 운반, 압쇄 
후 중간 처리장 반출

PSC 거더
ST PLATE 거더
ST BOX 거더

 소블럭·중블럭·
대블럭공법

D.W.S(P.S.C)
 산소절단

 가벤트,CRANE

 양중 후 산소 
절단/직반출

 고재 매각

본선부 교각
철근콘크리트

(T 형,π형,삼주형)

 수직절단 : D,W,S
 수평절단 : BUSTER

CORE DRILL
WALL SAW BUSTER

DWS, CRANE

 최대24톤 
 미만 절단
(덤프 트럭)

 중간 처리장

램프부 교각 
철근콘크리트

 수평절단
 : D.W.S, BUSTER

CORE DRILL
WALL SAW BUSTER

DWS, CRANE

 최대 24톤 
 미만 절단
(덤프 트럭)

 중간 처리장

표 4-3-18. 구조물별 철거공법 현황



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875

(2) 청계고가 철거

① 상부철거

Plate Girder 구간

• 작업개요도

<그림 4-3-9>  Plate Girder 구간 작업 개요도 

• 작업순서

상부구조물 기타 부속물 철거 → 아스콘제거 → 절단선마킹 → 코아천공 → 슬래브 잘단 → GIRDER 철

거 → 절단부재 인양 → 절단부재 파쇄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주요 공정 과정

① 안전시설 ② 아스콘 파취 ③ 슬래브 절단

④ 인양 ⑤ 파취 및 철근분류 ⑥ 철거후 전경

<그림 4-3-10> Plate Girder 구간 주요 철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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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슬래브 절단 ② PSC-Beam 인양 ③ PSC 슬래브 파취

④ PSC 슬래브 파취 ⑤ 램프 슬래브 인양 ⑥ 강재 거더 절단

<그림 4-3-12> P.S.C Beam 및 강재 거더 주요 철거 과정 

P.S.C Beam 및 강재 거더 구간

• 작업개요도

<그림 4-3-11> P.S.C Beam 및 강재 거더 구간 작업개요도 

• 작업순서

안전시설 설치 → ASCON 걷어내기 → 교량 부속 시설 해체 → 인양홀 및 WIRE SAW 절단용 홀 천공 

→ 마지막 인양 부재에 전도 방지용 지지대설치 → 난간 및 바닥판 CON 절단 → 공사용수 차집시설을 다

음경간으로 이동설치 → 인양 부재 크레인 거치 → 인양 거더의 브레싱 절단 및 교좌장치 해체하여 복개 

슬래브로 인양 → 인양된 부재 측면에서 산소절단기로 Prestress Tendon 정착구 해체 → 바닥판 및 주형 

Con'c를 소절단하여 반출 

• 주요 공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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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이아몬드 쏘 절단 ② 방호벽 인양 ③ 부재 운반

④ 슬래브 절단 ⑤ 안전시설 설치 ⑥ 인양

<그림 4-3-14> 내부순환연결램프 구간 철거과정

내부순환연결램프 (Steel Box)구간

• 작업개요도

<그림 4-3-13> 내부순환연결램프 구간 작업개요도 

• 작업순서

안전시설 설치 →  ASCON 걷어내기 →  교량 부속 시설 해체 → 난간부 및 바닥판 Con'c 절단선표시 → 
난간부 및 바닥판 Con'c를 절단하며 인양 → ST.BOX와 합성 부위 Con'c 압쇄 → 낙하물 방지시설 및 배

수파이프 해체 →  ST.BOX 절단위 표시 및 인양 크레인 거치 → 내부순환로측 부재부터 차례로 절단하며 

인양 후 인양된 부재 소절단하여 반출 

• 주요 공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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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이아몬드 쏘 절단 ② 교각 코핑 절단 및 인양 ③ 코어 천공

④ 크롤러 드릴 천공 ⑤ Burster 파쇄 ⑥ 소할 

<그림 4-3-16> 복개구조물 상단교각 철거 주요과정 

② 하부철거

복개구조물 상단 교각

• 작업개요도

<그림 4-3-15> 복개구조물 상단교각 철거 작업개요도

• 작업순서

안전시설 설치 → 인양 절단선 표시 → 인양홀 천공 → 크레인 거치 후 절단(WIRE SAW)하여 하치 → 하
치된 부재를 BUSTER로 균열유발후 압쇄기로  소분할하여 반출 

• 주요 공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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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구조물 하부 교각 

• 작업개요도

<그림 4-3-17> 복개구조물 하부교각 철거 작업개요도

• 작업순서

절단선 표시 → 인양홀 천공 → 인양홀 천공 → 크레인 거치후 절단하여 인양 → 하상 계획 : 터파기 → 
하상 계획 : wire saw로 우물통 기초 절단 → BUSTER 로 균열유발후 압쇄기로 소분할하여 반출 → 고수

부지 및 하상 계획고까지 되메우기 

• 주요 공정과정

① 다이아몬드 쏘 절단 ② 교각 코핑 절단 및 인양(2nd) ③ 교각 코핑 절단 및 인양(3rd)

<그림 4-3-18> 복개구조물 하부교각 철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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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개구조물 철거

• 작업개요도

<그림 4-3-19> 복개구조물 철거 작업개요도 

• 작업순서 및 방법

절단부위 표시 → 아스팔트 걷어내기 → Con'c 슬라브 절단 → 복개슬라브 압쇄 철거 → 공사용 하상도로 

축조 → 고가 교각 하부절단 및 인양 → 슬라브 기둥 철거 → 터파기 → 물푸기 → 우물통 및 파일 철거

복개하부 잔여 교각 철거

• 철거 개요도

<그림 4-3-20> 복개하부 잔여 교각 철거 작업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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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개 슬라브 휠쏘 절단 ② 복개 슬래브 인양 ③ 복개 파취(상부 작업)

④ 복개 파취(하부작업) ⑤ 복개 파취 ⑥ 복개 철거 후 전경

<그림 4-3-22> 복개구조물 철거 주요과정 

• 작업 순서 및 방법

철거부 확인 및 표시 → 코아 천공 부분 천공(압쇄기 헤드 진입위한 천공) → 작업 진입구 오픈(압쇄기) 

→ 잔여교각 절단 인양 → 인양부재 파쇄 → 폐기물 운반 처리

복개 구조물 철거

• 철거 모식도

<그림 4-3-21> 복개구조물 철거 모식도 

• 작업순서 및 방법

진입로확보 → 복개슬라브 압쇄 → 거더 및 기둥 압쇄 → crusher로 소할 파쇄 → 폐기물 반출

• 주요 공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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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대책

(1) 고가도로 철거를 위한 도로점용계획

청계천복원공사를 위한 교통처리는 청계 및 삼일고가도로 철거 작업을 위하여 도로 점용계획을 우선 수립

하여 공사 중 교통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서 본 공사 계약 후 착공준비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3년 4월 17일 교통관리 자문회의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경찰청과의 협의와 5개 경찰서

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거쳤다. 

① 철거공사 교통관리 추진방향

• 공사중 차선확보

  - 청계로 : 편도2차로 + 조업주차공간

  - 삼일로 : 편도2차로

• 진·출입로를 우선 철거하여 본선 철거시 차선확보

• 삼일고가는 퇴계로 도로구조개선사업 공정연계하여 단계별로 철거

• Block별 1개 작업조 투입

② 단계별 도로점용 계획

• 청계로

  - 진·출입로 철거시 : 중앙 2차로 확보

  - 본선 철거시 : 양안 2차로 및 조업주차공간 확보

• 삼일로

  - 진·출입로 철거시 : 현행차로 유지(본선 고가위에서 철거)

  - 본선 철거시 : 편측으로 왕복4차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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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련 자문회의

 2003. 4.17(심의요청 : 2003.4.14) 교통 자문회의 완료(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

 결과 : 지적사항 보완 조건부 가결

 - 지적사항 : 16건(교통처리분야 8건, 홍보분야 3건, 계획분야 5건)

 - 심의지적사항은 2003. 4. 30일까지 보완제출

    ※ 지적사항 중 도면보완(108매)을 위하여 약 50개소의 도로 횡단면 현장실측 및 도면화작업으로 보완기간 소요(협조 : 유신

코퍼레이션)

 ■ 교통규제 심의

서울경찰청 사전 협의(교통관제1계 기획규제팀)

 - 2003. 4. 8 : 교통관리계획 설명 및 제출

 - 2003. 4. 22 : 규제심의 요청에 따른 업무협의

 - 2003. 4. 30 : 교통처리협의공문 방문 접수(경찰청) 

   ※방문접수시 경찰청에서 관할경찰서 실무자에게 사전 설명 요청

 - 2003. 5.13 관할 5개 경찰서 실무자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개최(설명내용 :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복원대비 교통 처리종합대

책,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해 교통국추진본부와 합동시행)

규제심의예정일 : 2003년 5월말

 - 교통자문회의 지적사항 보완하여 요구시 5월중 규제심의 예정

■ 규제심의이후 조치사항

2003. 6 : 건설업체 선정 즉시 교통시설물 이설승인(교통관제2계)

2003. 6 : 관할경찰서 공사관련 신고

표 4-3-19. 교통처리 관련 주요 행정절차 

항목 설계반영 기대효과

철거공법

개   선

∙ 저소음·저진동 공법채택

∙ 건설폐기물 심야시간대 반출
∙ 시민불편 최소화

자재적치장 

설   치

∙ 철거현장내 기존 복개 슬래브 

  사용(공구 종점부)
∙ 도로점유 배제

교통흐름 

유지극대화

∙ 교차로 우회도로계획 수립

∙ 임시 횡단보도 설치
∙ 교통 흐름

교통안전 

시설 설치

∙ 양안 경계부 가드레일 설치

∙ 시각적 차선도색
∙ 교통안전 확보

표 4-3-20. 철거시 교통불편 최소화 및 공사중 교통처리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884

(2) 복원공사착공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을 위하여 2003년 7월 1일 청계·삼일고가도로 차단 및 청계천로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교통통제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였다.

① 교통차단 일시 : 2003. 7. 1(화) 0시

청계고가   교통통제(2003.07.01) 청계천로  교통통제(2003.07.01)

<그림 4-3-23> 교통 차단 전경

② 노선별 통제계획

• 고가도로

  - 청계고가 : 전면통제

  - 삼일고가 : 부분통제

   ∙ 광교 → 소파길, 남산1호터널 간 현행유지

   ∙ 남산1호터널 → 영락교회 진출램프 현행유지

   ∙ 남산1호터널 → 청계고가 진입 폐쇄

   ∙ 영락교회앞 → 삼일고가 진입램프 폐쇄

• 청계천로 : 차로 축소(양안2차로+조업주차 운영)

  - 교 차 로 : 남북축 현행 신호체계 유지, 동서축 좌회전 금지(청계5가, 9가 제외)

  - 횡단보도, U턴개소는 철거시까지 현행 유지

• 삼일로 : 현행차로 유지(4차선)

③ 행정조치 사항

• 2003. 6.14 : 7월 1일 교통차단시 교통처리 대책(경찰청 협의) 

• 2003. 6.17 : 경찰청 교통규제계획 심의(2003. 6. 9 요청)  

• 교통시설물 이전협의 : 규제심의 이후 협의(경찰청 관제 2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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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제시설 설치

• 일  시 : 2003. 7. 1 ~ 7. 2

• 고가도로 진·출입로 : 14개소(청계12개소, 삼일 2개소)

  - 충돌방지시설 및 유도램프 설치

• 청계로 차로 축소(양안2차로+조업주차) : 전구간

  - A형휀스+라바콘+윙카설치

※ 통제시설은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

※ 고가철거 공사용 가림막은 별도 설치

⑤ 기공식 행사에 따른 교통통제 계획

• 교통통제 내용

  - 교통통제구간 : 광교교차로~청계2가 교차로

  - 교통통제시간 : 2003. 7. 1  12:00~15:00(전면 차량통제)

  - 기공식장을 통과하는 시내버스(10개 노선, 344대)에 대하여 3개 우회노선 지정

  - 차량전면통제 시간은 현장상황을 판단,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 협조부서 : 교통국, 종로경찰서

  - 홍    보 : 2003.06.26 기자설명회 실시

⑥ 청계고가 상판부재 인양 시연 준비

• 시연개요

  - 일    시 : 2003.07.01 14:00  

  - 장    소 : 청계고가 광교램프

  - 시연내용 : L=10m, B=0.6m의 Steel Plate Girder를 절단 인양 후 트레일러 상차 및 운반

  - 동원장비 : 크레인(300톤) 1대, 트레일러(18톤) 1대, Wheel Saw 4대

• 추진현황 및 계획

  - 2003.06.15 ~ 06. 21 : 가벤트 제작 및 설치 완료

  - 2003.06.21 ~ 06. 26 :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및 슬라브 절단 완료

  - 2003.07.01 00:00 ~ 02:00 : 크레인 Setting 및 빔 절단후 인양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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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착공관련 홍보 실시

• 내    용

  - 고가차도 및 청계천로 교통통제 계획

   ∙ 고가차도 진입로 통제

   ∙ 청계천로 차선축소 및 통행방법

  - 고가철거작업 착공위치 및 철거방법

  - 기공식 행사 및 행사장 교통통제 계획

• 홍보방법

  -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설명회 실시(3회) : 03. 6.19, 03. 6.24, 03. 6.26

⑧ 교통통제 및 착공준비 현황

• 고가차도 진입로 폐쇄

  - 폐쇄개소 : 14개소

  - PE방호벽, 경광등 등을 설치하여 07. 01 00:00부터 폐쇄

※ 도로관리사업소 Sign Board 차량 4대 동원

• 안전휀스

  - 규    모 : 12,322m

  - 자재확보 : 06. 28 완료예정

  - 설    치 : 07.01

• 도로표지판 정비

  - 대    상 : 35개소

  - 정    비 : 06.30 완료예정

• 공사안내 표지판

  - 규    모 : 입간판 193개, 배너 165개

  - 제    작 : 06.27 완료

  - 설    치 : 06.30 완료예정

• 가 림 막

  - 규    모 : 9개소 800m

  - 자재확보 : 6.29 완료예정

  - 설    치 : 07.02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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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공사

1) 추진 개요

하천공사의 개요는 먼저, 하천복원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행계획과 관리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공구별 공사의 개략적인 개요 및 주요 공정 및 구조물, 사업추진조직 등 하천복원공사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업수행계획

청계천 하천복원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들은 종합적인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청계천 주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공법의 적용, CM체계의 업무구축

을 통한 설계·시공 인터페이스화 구현, 품질·안전환경·공정관리 절차서에 의한 시공계획 수립, 통합관

리시스템(PMIS)운영을 통한 발주처와의 공사 관련 정보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긴급사태 발생시 조치계획 수립 등 예방안전 집중관리 등이었다. 

하천복원공사의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은 크게 사업수행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으며, 사

업수행계획은 가시설계획, 설계계획, 시공계획, 본사자금지급계획, 공사중 수방계획으로, 관리계획은 품질

관리계획과 안전관리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종합적인

사업수행

계획수립

∙ 청계천 주변 고려한 환경친화적 공법 적용

∙ CM체계의 업무구축으로 설계·시공 인터페이스화

∙ 품질, 안전환경, 공정관리 절차서에 의한 시공계획 수립

∙ 통합관리시스템(PMIS)운영으로 발주처와 공사관련 정보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

∙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긴급사태 발생시 조치계획 수립 등 예방안전 집중관리

사업수행계획

∙ 가시설계획 : 작업장 등 작업장 및 야적장 등의 가시설 계획, 양중계획, 소음·분진 등 건설공해방지계획

∙ 설계계획 : 인허가 사항, 구매계획

∙ 시공계획 : 하천 공사단면 시공 flow, 포장공 시공계획 

∙ 본사자금지급계획

∙ 공사중 수방계획 : 공사중 수방대책, 노면 배수계획 등  

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 공종별 품질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표 4-3-21. 사업수행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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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시설계획

가시설계획은 먼저 현장사무실, 사토처리, 임시동력설비, 오폐수 처리시설 등의 작업장 및 야적장 등의 가

시설계획과 양중계획, 소음·분진 등 건설공해방지 계획 등으로 수립되어 진행되었다. 

작업장 및 야적장 등의 가시설 계획

현장사무실 계획 사토처리 계획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선정사유  ∙ 공사구간 중간부 위치 예상 사토량  123천㎥

위    치  ∙ 삼일교차로 부근 기존건물 사토장 위치

 ∙ 김포 매립지  (L=44.5km)

 ∙ 발생 모래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재활용 검토

규    모

 ∙ 현장사무실 : 430㎡

 ∙ 감독사무실 : 250㎡

 ∙ 시  험  실 : 120㎡

        계     : 800㎡
운영계획

 ∙ 환경영향 적을 것

 ∙ 민원발생 최소화

 ∙ 교통흐름 방해 최소화

 ∙ 발생 모래를 콘크리트용골재로 

재활용 검토운영계획 건물 임대

표 4-3-22. 현장사무실 계획 및 사토처리 계획

  

임시동력 설비계획 오폐수 처리시설

용 도 운영계획 위 치 용 도 운영계획

 ∙ 장비동력공급

 ∙ 교통안전시설등

 ∙ 공사준공시 까지 

운영 및 원상 복구

∙ 구조물철거

   구간작업장

∙ 생활폐수 및 철거 

냉각폐수처리

∙ 기존상수도원 가입

∙ 물차 사용

 ∙ 법적 전기안전시설 

및 요원 배치

 ∙ 외부인 접근금지조치

 ∙ 시건장치 점검

∙ 위생용수 및 공사

용수로 사용

표 4-3-23. 임시동력 설비계획 및 오폐수 처리시설

양중계획

양중계획시 중점 고려사항 장비명 규 격 동원대수 적용작업 투입기간

 ∙ 작업공간, 작업동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 양중자재의 종류에 맞는 장비 선정

 ∙ 공사장 주변현황 및 교통 흐름을 

고려한 작업공간 확보로 민원발생 

최소화

크롤러 크레인 200Ton 3대 교량가설, 차집관로

3개월

~

20개월

휠 크레인 100Ton 2대 철거 폐자재

휠 크레인 80Ton 3대 차집관로 양중

크롤러 크레인 50Ton 3대 차집관로 양중

휠 크레인 30Ton 2대 차집관로 양중

카고 크레인 5Ton 3대 자재 양중

표 4-3-24. 양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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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분진 등 건설공해방지 계획

구분 발생원인 저감방안 예시

소   음 

진   동

 ∙ 구조물 철거시 철거장비

 ∙ 파일항타시 항타장비

 ∙ 운반차량 운행시

 ∙ 포장면 파쇄시

 ∙ 이동식 방음벽 설치

 ∙ 저소음 저진동 공법(PRD 공법) 적용

 ∙ 저속운행 20km/hr로 제한, 공회전 금지

 ∙ Breaker의 동시작업 억제

대기질

 ∙ 구조물 철거시 비산먼지 발생

 ∙ 건설장비 및 운반차량 가동 중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 발생

 ∙ 공사장 주변 살수 시행

 ∙ 세륜·세차시설 설치

 ∙ 운반차량 덮개 및 매연저감장치 장착

 ∙ 비산먼지방진막 설치

세 륜 시 설

수  질

영  향

 ∙ 강우시 구조물 철거물 잔재유출로 

    오염예상

 ∙ 차집관로 철거로 인한 하수유입

 ∙ Pile 천공시 Slime발생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Slim 회수 및 처리

폐기물

영  향

 ∙ 철거 공사로 인한 폐콘크리트, 폐유 등 

건설폐기물

 ∙ 작업인부 생활폐기물 발생, 분뇨고철 등 

유가 폐재

 ∙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으로 위탁처리 및 

폐유저장소 설치 관리

 ∙ 오수정화시설 설치(간이화장실, 분리수

거함)

 ∙ 유가 폐재 매각

표 4-3-25. 소음·분진 등 건설공해방지 계획

② 설계계획

설계계획은 청계천복원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 사업승인 및 도로적용허가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계획의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청취를 포함한 서류 및 도면 작성을 주요한 

기본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인허가 사항

인허가 사항 관련기관 기간 인허가 사항 관련기관 기간

가설사무실 기존건물임대예정 15일전 교통안전시설설치 허가 해당관할경찰서  7일전

가설수도 인입 신청 해당상수도사업본부 30일전 사토장허가 해당사유지소유자 30일전

가설전기 인입 신청 한국전력공사배선부 15일전 폐기물 처리 서울시 환경과  7일전

통신시설 설치 신청 서울시 전화국  1일전 비산먼지발생신고 서울시 환경과  5일전

도로 점용허가 서울시 15일전 지장물 굴착허가 해당 유관기관 30일전

하천 점용허가 서울시 40일전 오수정화시설 설치 허가 서울시 환경과 10일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서울시 환경과  3일전 주민의견수렴 서울시 2개월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전일까지 각종종료신고 해당유관기관
완료후 

1개월이내

표 4-3-26. 인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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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획  

• 구매시스템

<그림 4-3-24> 구매시스템

• 운영계획

구분 운영계획

자재구매
 ∙ 인터넷을 통해 견적입력, 발주조회, 대금 지불조회 및 입찰참여

 ∙ 구매업무의 효율화 및 생산성 확대, 원가절감, 경쟁력 향상 도모

장비관리

 ∙ 장비의 현 상태 및 사용현황 실시간 조회 및 분석

 ∙ 장비에 대한 비용 산출 및 회계 결산

 ∙ 장비의 운영인력 작업에 따른 입금계산

표 4-3-27. 운영계획 

③ 시공계획

하천 공사단면 시공 flow

현황도 시공순서

① 존치구조물 보강 및 사면호안 구조물 시공

② 기존 상수도관로 가이설 및 차집관로 이 ∙ 신설

③ 복개구조물 철거 및 교통흐름 유도

④ 상수도관로 이설 및 유지용수관로 매설

⑤ 하천 수로 터파기 및 둔치정비 

⑥ 저수호안 축조 및 고수호안 축조

⑦ 조경공사 및 유지용수 공급으로 하천 복원

표 4-3-28. 하천공사단면 시공 flow 

  

포장공 시공계획

구간별 특성에 따라 포장 형식을 달리하였는데, 먼저 복개 및 교면구간에 해당하는 차도는 개질아스팔트

(SBR)로, 업무지역은 화강석판석으로, 상업지역 및 하천보도는 점토블럭으로 포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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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도포장 보도포장

적용구간 복개 및 교면구간 업무지역 상업지역 및 하천보도

포장형식 개질아스팔트(SBR) 화강석 판석 점토블럭

단면

시공계획

 ∙ 콘크리트 커터로 기존 포장 
끝단에서 20cm 절단

 ∙ 신·구 포장 접합부의 평탄성을 
고려 표층시공은 기존 포장면 
덧씌우기 시행시 포설

 ∙ 기존 포장 접속부의 두께가 서로 
상이한 경우 포장층배수를 고려하여 
동상방지층 완화 조정 구간 설치

 ∙ 바탕면 이물질 제거

 ∙ 줄눈은 돌깔기 시공후 2~3일     

경과된 후 시공

 ∙ 시공완료후 모르타르가 경화되기전 

통행 금지

 ∙ 마감면에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포장지 등으로 보양

 ∙ 배수를 고려하여 보도벽돌의      

횡단경사는 차도측으로 최소 2% 

이상의 편경사를 유지

 ∙ 보도벽돌쌓기 중에는 모래가      

건조되지 않게 계속 살수

 ∙ 시공후 충분히 충전되어 자리를 

잡기전까지 차량 출입을 통제

표 4-3-29. 구간별 포장 형식

④ 본사자금지급 계획

구분 세부내용

재  료  비  ∙ 월1회 하반기 자금, 외상매입금으로 청구원칙 (선급금 청구시는 산출근거 및 사유 명기)

노  무  비  ∙ 월1회 하반기 청구, 매지급금으로 청구원칙 (선급금 청구시는 본사의 승인)

외  주  비  ∙ 월1회 하반기 청구, 정산자금 청구는 정산합의서, 하자이행증권 유첨

장  비  비  ∙ 월1회 하반기 청구

현장관리비
 ∙ 비목별 산출근거 명기, 총 실행예산액 및 집행누계분에 대한 비교

 ∙ 노임 청구 : (상반기) 임시직급여 및 상용노임, 임시 전력료, (하반기) 임대차량 사용료

표 4-3-30. 본사자금 지급 계획 

⑤ 공사중 수방대책

공사중 수방대책

 ∙ 강우시 인력·장비 철수가 용이하도록 진출입시설(경사로) 설치 및 대패장소 확보

 ∙ 공사중 하천내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철거구조물은 발생 즉시 반품

 ∙ 공사용 자재는 당일 소요량만 반입

 ∙ 일기예보상 폭우예보시에는 미리 장비를 철수하고 공사중단

표 4-3-31. 공사중 수방대책 

노면 배수계획

중점 관리 대책

 ∙ 기존 종배수관 및 신규수로관의 경우 존치구간 및 이설구간의 배수로를 기

존 우수관과 연결하여 강우시 노면우수를 최대한 배수하여 차량의 안전사고 

대비

표 4-3-32. 노면 배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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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크게 품질관리계획과 안전관리계획으로 나뉘어 수립되었다. 

①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는 공사의 주요공정별로 주요한 품질관리사항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공종별 품질 관리계획

구분 주요공종 품질관리사항

철거공사
 ∙ 복개철거

 ∙ 기초발파

 ∙ 절단면적을 고려한 장비 선정

 ∙ 정확한 화약량 산정, 후폭풍 방지패드 사용

하천정비공사
 ∙ 하상정리

 ∙ 차수시설

 ∙ 홍수를 대비한 충분한 하천단면 확보

 ∙ 지하수 및 우수의 유입 방지

하수도정비공사
 ∙ 흙파기 및 되메우기

 ∙ 관부설 및 연결

 ∙ 지하매설물 확인, 뒷채움 다짐 방법

 ∙ 관부설 공법, 관연결 수밀 검사 실시

도로공사
 ∙ 교면방수

 ∙ 교면포장

 ∙ 작업시 기온, 방수제 가열방법, 시공순서

 ∙ 접착제 도포 방향 및 시공순서

교량공사
 ∙ 강관 Pile 기초공사

 ∙ 교대/교각 공사

 ∙ 기초면 정리 및 지하철 통과구간 계측관리

 ∙ 자재반입시 검사, 교대 뒤 배수처리

조경공사
 ∙ 조경배수공사

 ∙ 조경시설물 설치

 ∙ 식재지역 구배, 표면배수, 타지역 유수유입

 ∙ 자연석 쌓기 접촉부위, 휴게 시설

표 4-3-33. 공종별 품질 관리계획 

②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는 공종별 예상 재해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조치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구분 예상재해 안전대책

가설공사  ∙ 강풍과 인위적 외압에 의한 가설울타리 전도사고
 ∙ 비계 조립 및 해체 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추락

 ∙ 가설울타리 지주는 강풍이나 충격에 버틸 수 있는 
기초구조로 시공

 ∙ 비계조립 및 해체시 작업 책임자 배치, 작업순서 
사전교육 및 주변작업자 출입금지

철거공사  ∙ 절단기내 응력 및 온도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상
 ∙ 폐기물 양중시 낙석으로 인한 보행자 피해 

 ∙ 낙석방지책 설치 
 ∙ 주변 근로자 및 장애물 위치, 크레인 움직임 확인후 

경보 울린 후 이동

하천공사  ∙ 지하구간 작업시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사고
 ∙ 장비 굴착으로 인한 통신관로 및 전력석 절단사고

 ∙ 보호마스크 착용, 환기 및 조명시설 설치, 적정 근로 
시간 준수

 ∙ 통신관로 및 전력선 주변 인력 터파기 실시

하수도
정비공사

 ∙ 관 부설시 양중장비 회전 반경 내 주변 작업자 및 
지장물 피해

 ∙ 관 연결부위 작업자 신체 및 옷의 협착

 ∙ 장비의 동선과 관 매단 상태의 회전반경을 고려한 
주변 지장물 정리

 ∙ 관거 절단기 사용시 보호대 착용 및 사용법 교육

도로공사
 ∙ 포장공사시 주변 통과차량에 의한 작업자 및 장비 

접촉사고
 ∙ 아스팔트 살포시 화재 및 작업자 화상 위험

 ∙ 우회도로 구간 교통유도원 배치 및 신호기 사용
 ∙ 아스팔트 유제 온도관리 및 살포시 안전요원 배치

교량공사
 ∙ 강교 상판 인양시 와이어로프 점검 미비 및 신호체계 

부실로 인한 구조물 낙하사고
 ∙ 용접기 전선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인한 사고

 ∙ 강교 거치시 신호체계 확립 및 작업자 외 출입 통제
 ∙ 홀더 절연 상태 수시점검, 용접기 본체접지 실시

표 4-3-34.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893

(3) 공구별 공사개요

하천복원공사는 철거공사와 마찬가지로 공구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공구는 태평로 입구~광장시장, 

제2공구는 광장시장~난계로전, 제3공구는 종로구 숭인동~상동구 마장동까지로 각각 나뉘어 진행되었다. 

① 제1공구 공사개요

구분 내용

공 사 명 청계천복원 건설공사(제1공구)

위    치 청계천로(태평로 입구~광장시장)

공사종류 도로, 하천복원

사업개요

∙ 구조물철거 1식
   - 복개구조물(연장 1.5㎞), 고가구조물(삼일고가 포함, 3.6㎞)
   - 차집관거
∙ 도심형 하천복원 1식
∙ 하수도 정비 1식
   - 차집관거 이·신설
   - 초과 월류수관
∙ 교량건설 9개소
∙ 조경 1식
∙ 도로 1식(2㎞)

계약일자 2003년 6월 16일

준공예정일자 2005년 9월 30일

총사업비 105,350,000(천원)

시공회사 대림산업(55%), 삼성물산(45%)

입찰방법 Turn Key

표 4-3-35. 제1공구 공사계약 개요

② 제2공구 공사개요

구분 계약내용

공사명 청계천복원 건설공사(제2공구)

위  치 청계천로(광장시장~난계로전)

공사종류 도로, 교량, 하천, 철거

사업개요

∙ 구조물철거 : 복개구조물(2.1㎞), 고가구조물(2.1㎞), 차집관거

∙ 도심형 하천복원 1식

∙ 하수도정비 1식

   - 차집관거 이·신설 2.3㎞

   - 초과 월류수관

∙ 교량건설 8개소

∙ 조경 1식

∙ 도로 B=27m, L=2.1㎞

계약일자 2003년 6월 16일

준공일자 2005년 12월 31일

총사업비 124,289,000(천원)

시공회사 GS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입찰방법 Turn Key

표 4-3-36. 제2공구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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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공구 공사개요

구분 계약내용

공사명 청계천복원 건설공사(제3공구)

위  치 청계천로(난계로~마장동)

공사종류 토목

사업개요

 ∙ 구조물철거 : 복개구조물(1.74㎞), 청계고가(1.74㎞)

 ∙ 하천복원 : (1.74㎞)

 ∙ 하수도 : 하수도정비(3.65㎞)

 ∙ 교량건설 : 차도교 4개소 및 기타교량 7개소

 ∙ 조경 : 조경(1.74㎞)

 ∙ 유지용수 : 용수관로(1.80㎞)

 ∙ 청계천문화관 건립공사 : 지하2층, 지상4층

 ∙ 성북·정릉천 하류 정비공사 : 성북천 200m, 정릉천 200m

 ∙ 성북·정릉천 횡단교량건설공사 : 성북천(L=38.5m, B=16.5m), 정릉천(L=67m, B=16.5m)

계약일자 2003년 6월 16일

준공일자 2005년 9월 30일

총사업비 142,304,000(천원)

시공회사 현대건설(주), 코오롱건설(주)

입찰방법 Turn Key

표 4-3-37. 제3공구 공사계약 개요

(4) 주요 구조물 및 중점관리 공종

다음은 공구별 주요 구조물 및 중점관리 공종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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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구

구   분 주요 내용

토목공사

고가차도 철거공사

 ∙ 공사수량 : 연장 3,618m, 폭원 5.0m ~ 15.0m

 ∙ 공사기간 : 2003.07.01 ~ 2003.08.31 (2개월간, 당초계획 4개월)

 ∙ 동원장비 : 5,200대 (다이아몬드 와이어쏘, 휠쏘, 크레인, 압쇄기, 백호우 등)

 ∙ 동원인원 : 12,800명

 ∙ 폐기물발생 수량 : 약120,000㎥ (전체수량 포장재 및 성토용으로 재활용)

 ∙ 폐기물 처리장소 :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소재 재활용가공공장

양안도로설치
 ∙ 공사수량 : 종로측 2차로 2,000m, 을지로측 2차로 2,000m

 ∙ 공사기간 : 2003.12.05 ~ 2004.04.30

복개구조물 철거공사

 ∙ 공사수량 : 연장 1,512m, 폭원 17.0 ~ 25.0m

 ∙ 공사기간 : 2003.09.01 ~ 2004.05.31, 편도 2차로 교통소통과 철거공사 병행

 ∙ 폐기물발생수량 : 약186,000 ㎥

도심형 하천복원공사

 ∙ 하상준설토공 : 132,000㎥  ∙ 양안 사면옹벽 : 4,000m  ∙ 차집관로 : 3,780m

 ∙ 초기 우수관로 : 3,350m,   ∙ 수직차수벽 : 3,824m,     ∙ 수평차수판 : 1,912m

 ∙ 상수도이설공사(1,350㎜) : 1,110m

 ∙ 저수로 사석깔기공 : 연장 1,912m, 폭원 7.0m ~ 9.0m

천변안전통로 

설치공사

 ∙ 공사수량 : 연장 4,000m, 폭원 1.5m

 ∙ 공사기간 : 2004.05.01 ~ 2004.09.30

차도 석재포장공사
 ∙ 시점부 ~ 모전교 구간 : 좌안 3차로 158m, 우안 2차로 159m 

 ∙ 세운교 좌·우안 : 2차로 각22.0m

유지용수 

공급시설공사

 ∙ 자양취수장 : 펌프(110hp) 4대, 도수관로(자양~뚝도 1,800㎜) : 6.0㎞

 ∙ 뚝도정수장 (착수정, 침전지, 정수지, 펌프실, 기타 부속시설) 개수공사1식

 ∙ 뚝도정수장 송수펌프(450hp) : 4대

 ∙ 복원외구간 송수관로(1,100㎜) : 4.6㎞    

교량

공사

모전교

(毛廛橋)

 03.10.1 ~ 05.08.31

 차도부 - 콘크리트 아치교 (연장 19.5m,폭원 12.0m)

              현대식 돌붙임 마감, DB 24(1등교)

  보도부 - 콘크리트 아치교 (연장 19.5m,폭원 5.0m)

          상류 및 하류 2개소, 조선시대 전통다듬 돌붙임 마감

광통교

(広通橋)

 04.12.01 ~ 05.08.31

  조선시대 건립된 교량, 문화재 복원 인도교 (연장 21.28m, 폭원 24.56m)

광   교

(広  橋)   

 03.10.01 ~ 05.08.31

  강상판 판형교, DB 24(1등교) (연장 35.65m, 폭원 45.5m)

장통교

(長通橋)

 05.02.15 ~ 05.07.31

  π형 RC라멘교, 全面 돌붙임 인도교 (연장 22.0m, 폭원 11.8m)

삼일교

(三一橋)

 04.02.15 ~ 05.08.31

  차도부 - PSC 슬라브교, DB 24(1등교)

  보도부 - 플레이트거더강교, 목재마감(수입목재 멀바우)

  막구조 및 차도 중앙분리대 조형물설치 (연장 22.68m, 폭원 43.5m)

임시보도교
 04.11.01 ~ 05.08.31

  π형 강라멘교 + 상부 목재마감(말라스) 순수 인도교(연장 23.37m, 폭원 8.0m)

관수교

(観水橋)

 04.02.10 ~ 05.03.30

  강상판 판형교 (지하철 3호선 통과구간), 

  DB24(1등교)(연장 22.585m, 폭원 25.5m)

세운교

(世運橋)

 04.03.10 ~ 05.08.15

  PSC슬래브교, 상부 휴식공간 설치, DB24(1등교) (연장 22.1m, 폭원 50.0m)

배오개다리

 04.11.15 ~ 05.03.30

  강상판 판형교(지하철5호선 통과구간), 

  DB24(1등교) (연장23.485m, 폭원 25.5m) 

표 4-3-38. 제1공구 주요구조물 및 중점관리대상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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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조경공사

고수호안 돌붙임공사
 ∙ 공사규모 : 13,000㎡    ∙ 공사기간 : 2004.09.15 ~ 2005.04.30
 ∙ 공사방법 : 건습식

상가변 가로수 식재
 ∙ 회화나무(시점~삼일교 구간) : 84주   ∙ 느티나무(삼일교~종점) : 191주
 ∙ 식재기간 : 2005.03.01 ~ 2005.05.50

천변 가로수 식재
 ∙ 이팝나무 (R=15㎝, 시점~삼일교) : 220주  
 ∙ 이팝나무 (R=12㎝, 삼일교~종점) : 286주
 ∙ 식재기간 : 2005.03.12 ~ 2005.05.30

저수호안 조성공사
 ∙ 공사규모 : 연장 3,600m, 폭원 1.5~2.5 m
 ∙ 공사기간 : 2004.10.01 ~ 2005.06.30

고수호안 및 저수호안 
식재

 ∙ 목재방틀 식재(1.5m × 3.0m × 0.7m) : 600 m
 ∙ 관목 : 14,900주,    ∙ 만경류 : 56,700주    ∙ 초본류 : 8,000본,      
 ∙ 식생매트 및 잔디 : 4,300㎡,  ∙ 돌틈식재 : 200,250본
 ∙ 목재방틀식재 : 16,300본,     ∙ 관목류 : 6,000주,  ∙ 옹벽 파라펫 식재 : 57,800본

시점부 광장조성공사

 ∙ 돌포장 : 1,818㎡,         ∙ 미니어쳐 : 1개소 61m,    ∙ 탐방로 : 61m 1개소
 ∙ 수조 및 폭포 : 상부2단 수조, 하부수조
 ∙ 고수호안 돌붙임 : 154㎡   ∙ 저수호안 8도석 : 105㎥ (273톤)
 ∙ 분수 수경설비 : 캔들 144개, 슈트(15m) 24개, 플레트 10 개 

경관조명

시점부광장조명
 ∙ 광장부 광섬유 : 578개소,        ∙ 미니어처 광섬유 : 1,262개소
 ∙ 광장 면조명 : 73개소,           ∙ 팔도석 LED조명 : 157개소
 ∙ 탐방램프 핸드레일 : 35개소,     ∙ 기타 조명등 : 121개소

교량경관조명

 ∙ 모전교 : 수중등 21개소,  난간 제논등 17개소
 ∙ 광통교 : 문화재 내부LED등 28개소
            박스하부 LED 24개소, 상부라인조명 18개소
 ∙ 세월교 : 하부라인조명 16개소
 ∙ 광  교 : 하부 직부쎈서등 12개소, 난간라인조명 46개소
            문화재 투광등 10개소, 중분대 볼라드등 6개소
 ∙ 장통교 : 난간제논등 28개소, 난간지중등 16개소  ∙ 업라이트 라인조명 12개소
 ∙ 삼일교 : 친수데크하부LED 20개소,  반차도 스텝등 47개소
            삼각동 쏠라등 75개소, 커튼분수 라인조명 36개소
            갈비살 투광등 32개소, 갈비살LED 18개소  ∙ 목재지중등 160개소
 ∙ 수표교 : 난간LED 조명 28개소
 ∙ 관수교 : 난간라인 광섬유 14개소, 천막 투광등 28개소
            난간라인 조명 58개소 
 ∙ 세운교 : 친수덱크 LED 30개소, 벤치하부 라인조명 32개소
            볼라드 등 24개소, 수조라인조명 40개소
            바닥 면조명 28개소, 바닥 중앙 면조명 16개소
 ∙ 배오개다리 : 보도 지중등 71개소, 난간 LED 42개소  ∙ 교명주등 4개소

천변 경관조명
 ∙ 스텝등 : 282개소,    ∙ 수목등 : 476개소,    ∙ 징검다리등 : 52개소
 ∙ 교량 업라이트등 : 137개소      ∙ 교차로 투광등 : 14개소
 ∙ 복개구조물 내부 형광등 : 36개소 

기계공사 
및 기타
공사

일반전기공사
 ∙ 한전수전설비 : 23 개소     ∙ 가로등설치공사 : 136 개소
 ∙ 유지관리사무소 조명공사    ∙  원격감시 제어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
 ∙ 탈취설비공사(21㎥규모) : 2개소(시점부,삼각동)
 ∙ 분수설비공사(시점부광장) : 캔들 144개, 슈트 24개      
 ∙ 폭포배관설비(세운교, 폭원 3.5m 깊이 10㎝) : 2개소

종합 원격 제어시스템

 ∙ 청계천 종합상황실 System 구축 공사
 ∙ 청계천 종합상황실과 원격조정 가능하도록 구설
    - 경관조명 : 위치별, 조명 종류별 자동조절
    - 유지용수 공급시설 : 유지용수 공급 시간 수량 등 조정
    - 수경시설 : 시점부 분수 및 벽천 water screen 등 조정
    - 출입감시 : 시점부 및 삼각동 하수관거 등 위험지역 출입 자동감시
    - 기타시설 : 각종관측설비, 유량계, 수위계, CC-TV, 방재시설 감시

기타공사
 ∙ 통합폴 설치 : 지주 27개소       ∙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 22개소
 ∙ 교통표지판 설치공사 : 76개소    ∙ 신호등 설치공사     : 56개소

제1공구 주요구조물 및 중점관리대상공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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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구

공  종 세부공종 단위 수량 비  고

유지용수 유지용수관 m 2,100 D=1,000mm

진입계단 진입계단 개소 9 양안

진입램프 진입램프 개소 2 좌안

개구부 수문 수      문
개소 54 좌안

개소 44 우안

CDS CDS 설비 개소 2 좌안

옹   벽
L형 옹벽 개소 2 양안

U형 옹벽 m 525 좌안

식    재

 식생매트 m 1,545 좌안

 돌틈식재 m2 7,411 수크렁외

 유인줄식재 m2 7,928 자연석쌓기,사석쌓기

 담쟁이덩굴외 본 721 머루외 4종

 시 설 물

 돌붙임 주 77,859 

 조경석  쌓기 m2 20,091 교대돌붙임포함

 사석 쌓기 m 1,654 H=1.9m

 천변스탠드 m2 4,515 

 야외무대 개소 1 

 문화의벽 개소 1 

 색동도자기벽
점 5 

점 1 

 옥류천휴게공간 개소 1 

 마전교휴게공간 개소 1 

 오간수교휴게공간 개소 1 

 빨래터 개소 1 

 영도교휴게소 개소 1 

 친수데크 개소 1 

 전망데크 개소 34 

 고수부지휀스 m 469 

 내부계단 개소 6 

 내부램프 개소 4 

표 4-3-39. 제2공구 주요구조물 및 중점관리대상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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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세부공종 단위 수량 비  고

 수경시설
 하천분수 개소 1 

 벽천설비 개소 2  옥류천,오간수문

교량조명 새벽다리외 등 437

수로 경관조명 옥류천외 등 760

경관조명 분전반 분전반 면 13

천변방호울타리 M 3,451 양안

천변 가로수 이팝나무 주 608 양안

차집관거

□ 1.8× 1.8 m 590 좌안

□ 1.6× 1.6 m 146 좌안

□ 1.9× 1.9 m 78.6 좌안

□ 2.5× 1.5 m 20 좌안

□ 1.4× 1.4 m 82.8 우안

□ 1.5× 1.5 m 815.3 우안

□ 1.6× 1.6 m 469.1 우안

□ 2.1× 2.1 m 112.4 우안

토 구 정 비 TYPE - A,B C  개소 95

환 기 구 환 기 구 개소 4 Multi-Pole

복개구조물
사면벽체

m 1,869 좌안

m 1,844 우안

계 m 3,713

도       로 도        로 m 2,100@2=4.200 B = 6.5M

가로등 공사 가로등 1등용 등 158

교     량

새벽다리 식 1 보도교

마 전 교 식 1 보.차도교

나 래 교 식 1 보도교

버들다리 식 1 보.차도교

오간수교 식 1 보.차도교

맑은내다리 식 1 보도교

다 산 교 식 1 보.차도교

영 도 교 식 1 보.차도교

가  로  수 느 티 나 무 주 143

도로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개 22

제2공구 주요구조물 및 중점관리대상공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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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구

구조물명 위치 구조물 개요 및 규모 주요공법 특이사항

차집관거

 ∙ 구형암거 B2.9m × H2.7m L=33m

 ∙ 조립식 PC암거 B2.1m × H2.1m 

L=135m

 ∙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법

 ∙ 조립식 PC암거 공법

초과월류수관

거

 ∙ 조립식 PC암거 : 1.1×1.1~3.0×0.7m

L=1,037m

 ∙ 월류턱 H=0.5m L=2.079m

 ∙ 조립식 PC암거 공법

 ∙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법

신설벽체
 ∙ 철근콘크리트 벽체

H7.3m × B0.35m L=1,801m
 ∙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법

교량 황학교

 ∙ L=45.1m, B=30.6m

 ∙ 강상판 판형교

 ∙ 다주각형 교대

 ∙ 강관말뚝기초

 ∙ 벤트가설공법

비우교

 ∙ L=44.5m, B=26.5m

 ∙ 2면아치 케이블교

 ∙ 다주각형 교대

 ∙ 강관말뚝기초

 ∙ 벤트가설공법

무학교

 ∙ L=43.6m, B=34.8m

 ∙ 역트러스교

 ∙ 다주각형 교대

 ∙ 강관말뚝기초

 ∙ 벤트가설공법

두물다리

 ∙ L=43.8m, B=6.0m

 ∙ 1주탑 사장교

 ∙ 다주각형 교대

 ∙ 강관말뚝기초

 ∙ 벤트가설공법

고산자교

 ∙ L=89.0m, B=43.2m

 ∙ 4경간 연속 P.S.C 라멘교

 ∙ 역T형교대, 충전형 합성교각

 ∙ 강관말뚝기초

 ∙ 가벤트 동바리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

공법

 ∙ 포스트텐션공법

청계천문화관 구조물공

 ∙ 대지면적 : 2,486.30㎡

 ∙ 건축면적 : 1,416.17㎡

 ∙ 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 구조 : 콘크리트 구조

 ∙ 기초 : PHC PILE 기초공법

 ∙ 건축물 : 콘크리트 타설공법

성북 ∙ 

정릉천 

횡단교량

성북천교

 ∙ L=38.5m, B=16.5m

 ∙ 당경간 중로아치 강상판 판형교

 ∙ 문형교대

 ∙ 강관말뚝기초

 ∙ 벤트가설공법

정릉천교

 ∙ L=67.0m, B=16.5m

 ∙ 3경간연속강판거더교

 ∙ 문형교각

 ∙ 강관말뚝기초

 ∙ 벤트가설공법

표 4-3-40. 제3공구 주요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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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위치 공종개요 및 규모 공법 중점관리 필요성 특이사항

기존복개구조물 

보수 보강공
∙ 양안도로

∙ 균열보수 : 100m

∙ 구조물보강 : 1,717㎡

∙ 중성화방지 : 13,733㎡

∙ 받침장치보수 : 58개소

∙균열보수 : 

슈퍼인잭션공법

∙구조물보강 : 아라미드 

롯트공법

∙기존복개구조물 

손상회복 및 내구성 

개선

∙부식성 물질 및 

수분의 침투방지

차수공 ∙ 신설벽체구간
∙ 좌안 : 1,150m

∙ 우안 : 1,200m
∙쉬트파일 공법

∙유지용수 침투 

손실방지

철근 Con'c 

타설공

∙ 신설벽체구간

∙ 교량

∙ L형옹벽

∙ 철근콘크리트 벽체

 - H7.3m × B0.35m =   

L1,801m

∙ Con'c강도 

 - fck = 240㎏/㎠

∙ Pump Car

 - Con'c 타설공법

∙구조물 Con'c 강도, 

내구성, 수밀성 확보

동절기

공사시행시 

보온양생 실시

아스팔트 

포장공

(교면포장)

∙ 양안도로

∙ 조절층

 - 일반아스팔트(#67)

 - 포장두께

∙ 포장수량 : 243a

∙ 피니셔 포셜

∙ 다짐

 - 1차 : 머캐덤

 - 2차 : 타이어

 - 3차 : 탠덤

∙아스팔트 밀도 및 

내구성 확보

∙포장면의 평탄성 및 

주행성 확보

강관Pile 항타공

∙ 신설벽체기초

∙ 교량기초

∙ L형옹벽기초

∙ ø406㎜×T12㎜(913본)

∙ ø580㎜×T12㎜(662본)

∙ ø406㎜×T12㎜(208본)

∙ 강관 케이싱 사용 

선굴착 매입 말뚝공법

∙상부구조물 설계 

지지력 확보

표 4-3-41. 제3공구 중점관리대상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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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시설물 시공현황

① 유형별 주요 시설물 현황

다음은 토목, 조경, 기전 등 시설유형별 주요 시설물 시공현황이다. 

시설물유형 구분 현황

토목시설

하 천 본류 하천 : 8.12㎞ / 여울보 : 28개소

하 수 도 CSO시설(원형, 암거형, 개거형)

접 근 로

도로 ↔ 고수부지(31개소) - 좌안 : 계단 9개소, 경사로 4개소 - 우안 : 계단 14개

소, 경사로 4개소고수부지 ↔ 저수부지(34개소) - 좌안 : 계단 12개소, 경사로 6개

소, 비상사다리 16개소

구 조 물
교량 : 22개소, 세월교 4개소개구부 : 54지점 249홀 - 좌안 : 29지점 146홀, - 우

안 : 25지점 103홀천변난간

기타시설 화장실(총 269개소) : 공식개방 85개소, 이용가능 184개소

조경시설

조경녹지시설 청계광장 8,000㎡, 가로수 3종 2,019주, 하천식재 84종 2,216천주

호안시설
저수호안 : 조경석쌓기, 식생방틀, 섬유롤, 조경석네트고수호안 : 벽체돌붙임, 도자

벽화, 준천사 등

산 책 로 경화흙 포장, 화강석포장, 조경석 포장 등 11.04㎞

친수/수경시설
수변데크 : 8개소, 징검다리 : 20개소, 여울보 27개소분수시설 : - 벽천분수 : 5개

소, - 고사분수 : 3개소, - 터널분수 : 1개소

휴게 및 안내시설
의자 : 103개소, 앉음돌 : 44개소, 종합안내판 : 22개소, 방향표지판 36개소, 수목

표찰 626개소

기타시설 관수시설 : 1식, 전망데크 : 55개소, 비상사다리 : 16개소 등

기전시설

경관조명 가로등 462등, 조명등 8,873등 

수경설비
벽천분수(5개소) : 시점부, 삼각동, 옥류천, 오간수교 벽천, 황학벽천고사분수(3개

소) : ① 시점부, ② 세운상가, ③ 오간수교상류 터널분수(1개소) : 비우당 터널분수

탈취설비 시점부(중학천,백운동천) / 삼각동 / 고산자교

CDS설비 신답철교 하부 (좌,우안) 설치

방 송 116개 ※ 50m 간격

표 4-3-42. 유형별 주요 시설물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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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구별 주요 시설물 현황

다음은 주요 시설물을 공구별로 정리한 것이다. 

시      설      명
수    량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교     량

계 22 9 8 5

차 도 교 15 6 5 4

보 도 교 7 3 3 1

진입계단 23 7 9 7

진입경사로 8 2 2
4

(유지관리용 2)

내부계단 12 6 6 -

내부경사로 6 2 4 -

비상사다리 16 9 7 -

세  월  교 4 1 - 3

징 검 다 리 19 9 7 3

여      울 27 11 8 8

개 구 부(수문)
개   소 54 17 29 8 좌29, 우25

개 249 103 98 48 좌146,우103

주요토구(유입하수BOX) 18 6 10 2

하수시설(m)

차집관로

(이설)

11,593

(6,187)

3,772

(3,772)

4,200

(2,325)

3,621

(90)

CSO관로

(월류벽)

9,927

(8,482)

2,893

(2,486)

3,549

(3,549)

3,485

(2,447)

가    로    수

계 2,195 831 855 509

천변측 1,482 519 608 355

상가측 615 314 147 154

가 로 등 462 163 156 143

멀 티 폴 91 49 27 15

CCTV 16 9 3 4

수 위 계 8 2 3 3

유지용수

펌프장 2 2 취수1,송수1

관로(m)
17,396

(구간외 11,593)

13,510

(구간외 11,593)

2,100 1,786
자양~시점부

제수변 8 5 1 2

이토변 11 9 1 1

공기변 13 10 1 2

공급부 6 3 1 2 성북천포함

환 기 구 13 3 4 6

탈취시설 3 2 - 1

수경시설 9 4 3 2

유 량 계 5 3 - 2

표 4-3-43. 공구별 주요 시설물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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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입인력장비와 추진조직

① 투입인력 및 장비

복원공사에서 공구별로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력의 경우 1공구는 총 투입인원 282,203명, 2공구는 총 투입인원 247,665명, 3공구는 142,748명

에 달하였다. 청계천복원사업 전체로 보면 동원된 연인원은 모두 695,000여명으로 1일 평균 850여명이었

다. 2004년 3월 9일 최대 3,235명까지 투입되는 기록을 세웠다. 

동원된 장비는 공구별로, 1공구는 총투입장비 대수 50,085대,  2공구는 총투입장비 대수 51,664대, 3공구

는 총투입장비 30,667대에 달하였다. 청계천복원사업 전체로 보면 총 135, 200대로서 1일 평균 165대였

으며, 2004년 3월 9일 최대 662대까지 동원되었다. 또한 투입된 주요자재 역시 방대하였는데,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투입된 주요자재

  - 콘크리트 : 205,280㎥ (레미콘 차량 34,300대분)

  - 철근     : 20,115톤 (10톤 카고 2,012대분)

  - 강재     : 8,044톤

  - 석재     : 69,194톤 (15톤 D·T 400대분)

  - 조명     : 9,395등 (경관조명 8,973등, 가로등 422등)

  - 식재     : 1,995,538본 (교목 및 관목 72,938, 초화류 1,922,600)

② 공사추진조직 개요

공사추진조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의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장관리의 

경우 현장소장과 총괄책임자의 관리하에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 공무, 설계, 공정관리책임자들이 공사

를 진행하였다. 특히, 청계천복원공사에서는 공사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공정별 책임자와 담당자 등의 실

명이 명시되어 공정별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4-3-25> 사업추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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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구별 감리조직

공사감리조직을 공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공구

• 계약일자 : 2003년 6월 5일

• 준공예정일자 : 2005년 12월 4일

• 계약금액 : 3,294,000,000원

• 감리회사 : (주)서영엔지니어링

• 낙찰률 : 75.6%

• 입찰방법 : 경쟁입찰

• 상주 감리원

<그림 4-3-26> 제1공구 감리단 조직도

• 비상주 감리원

구분
성명 기술자격 종목 비고

감리회사 분야 등급

(주)서영엔지니어링

토목구조 기술사 서석구 토목구조기술사

수자원개발 기술사 임해욱 수자원개발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남현우 토질 및 기초기술사

도로 및 공항 기술사 장원호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기술사 임준행 상하수도기술사

교통 기술사 이부원 교통기술사

조경 기술사 박찬일 조경기술사

전기 기술사 송성현 발송배전기술사

표 4-3-44. 제1공구 비상주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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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구

• 계약일자 : 2003.06.04

• 준공일자 : 2005.12.31

• 계약금액 : 2,132,800,800원

• 감리회사 : (주)제일엔지니어링

• 낙 찰 률 : 79.67%

• 입찰방법 : 일반경쟁

• 분담이행 : 토목(90%), 조경(10%)

• 상주감리원

<그림 4-3-27> 제2공구 감리단 조직도

• 비상주 감리원

구 분 성 명 기술자격종목 근무기간

수석감리사 이 승 언 도로 및 공항 ‘03. 6.16 ~ 2005.10.31

수석감리사 김 기 부 토목구조 ″

수석감리사 이 재 현 수자원 ″

수석감리사 유 종 문 토질 및 기초 ″

수석감리사 임 종 선 상하수도 ″

수석감리사 김 지 호 교 통 ″

수석감리사 백 옥 석 조 경 ″

수석감리사 김 재 구 발전배송 ″

표 4-3-45. 제2공구 비상주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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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구

• 계약일자 : 2003.06.04

• 준공일자 : 2005.12.31

• 계약금액 : 2,639,000,000원

• 감리회사 : (주)청석엔지니어링

• 낙 찰 률 : 81%

• 입찰방법 : 수행능력평가방식

감리단 조직은 시기별로 공사종류 및 공사범위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2004년도에 조직의 규모가 커져서 

당해 3/4분기까지 체제를 유지하다가 2004년 4/4분기 들어서면서 감리업무는 청계천복원공사, 성북·정
릉천 정비 및 교량건설공사, 청계천문화관 건립으로 나뉘었다. 다음은 제 3공구 감리조직을 담당분야별로 

편제한 조직도이다. 

<그림 4-3-28> 제3공구 감리단 조직도 

(7) 주요 공사추진 경위

하천공사는 청계고가의 철거공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시되었으며, 도로 및 교량, 하천, 조경분야의 

공사가 순차적 혹은 동시적으로 실시되어 2005년 10월 1일 철거공사가 착공된 지 2년 3개월여 만에 완공

되었다. 주요한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다. 



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907

 

주요 추진경위

• 2003. 7.01  : 철거공사착공

• 2003. 8.13  : 복개구조물 철거착수(3공구)

• 2003. 8.30  : 청계고가도로 철거완료

• 2003.10. 5  : 삼일고가 철거완료

• 2004. 4.30  : 양안도로 개통(사면벽체 완료) 

• 2004. 5.10  : 차집관거 신·이설 완료 (수방대비 완료)

• 2004. 5.31  : 두물다리, 고산자교 개통

• 2004. 7.29  : 영도교 완료(미개통)

• 2004. 9.15  : 관수교, 배오개다리 개통

• 2004. 9.20  : 버들다리 완료(미개통)

• 2004. 9.23  : 비우당교 개통

• 2004.10.22  : 황학교 개통

• 2004.11. 1  : 맑은내다리, 나래교 개통

• 2004.11.17  : 무학교 개통

• 2004.12.12  : 마전교, 다산교 개통

• 2004.12.15  : 새벽다리 개통

• 2004.12.30  : 모전교, 장통교 개통

• 2004.12.31  : 복개구조물 철거 완료

• 2004.12.31  : 세운교 완료(미개통)

• 2005. 1.11  : 삼일교 개통

• 2005. 1.30  : 오간수교 개통

• 2005. 2.28  : 유지용수, 수평차수시설 완료 

• 2005. 3.21  : 성북천 횡단교량 개통 

• 2005. 3.30  : 정릉천 횡단교량 개통 

• 2005. 3.31  : 가로수 식재 완료 

• 2005. 4.29  : 광교 개통

• 2005. 4.30  : 산책로, 저수호안, 식재 완료 

• 2005. 5.31  : 수변시설, 광교 완료

• 2005. 6. 1  : 유지용수 시험 통수

• 2005. 6.30  : 조경식재 완료

• 2005. 7. 6  : 종합시운전  

• 2005. 7.20  : 3공구 수변무대 및 분수터널 야간 시연 

• 2005. 7.27  : 2공구 분수경관 연출 시연

• 2005. 8.23  : 광통교 복원준공

• 2005. 9. 2  : 정조대왕 능행반차도 준공

• 2005. 9.14  : 문화의 벽 제막식

• 2005. 9.26  : 청계천 문화관 개관

• 2005. 9.29  : 삼일교 준공

• 2005. 9.30  : 준천사설치 완료

• 2005. 9.30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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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복원

(1) 개요

공정별 하천공사 시공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공 순서 시 공 과 정  설 명

청계고가 철거 후 양안도로의 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사면벽체구조물을 시공 완료하였으며, 사

진은 하천조성을 위하여 하상부의 복개구조물 및 교각 등의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황사

진임.

기존 복개구조물을 모두 철거한 후, 하상바닥의 폐토사처리 및 일반토사 1차토공을 시행하는 

모습

하천 단면의 양안 산책로 하부에 설치되는 차집관로, 유지용수관, 상수도이설관 등 

지하시설물을 선 시공하는 전경.

지하시설물을 매설 완료하고 유지용수확보를 위한 수평차수공(벤토나이트매트, GCL.) 시공을 

위한 하상 토공작업 및 지반다짐공사 시행

수평 및 수직차수공 완료하고 차수매트 보호를 위한 현지토 및 잡석부설 후, 하상세굴방지 바

닥사석깔기 시행 

하상바닥의 사석깔기가 시공 종료된 모습으로 최종 마감면이 형성된 모습.

(사진의 가운데 절개된 부분은 발견된 문화재석축 유구를 설치할 위치임.)

하천사면의 조경석쌓기, 기타 조경시설물을 완료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완전히 복원된 청계천 

전경(하천주변의 경화토산책로와 녹지대, 징검다리 등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하천조성)

표 4-3-46. 하천복원공사 시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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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공사

청계천의 토공사(土工事)2)는 먼저 하도(河道) 정비는 계획 하상고 하부 -1.7m 깊이까지 터파기하여 기존 

구조물 기초 등을 파쇄하여 철거한 후에 실시되었다. 스크린 기계를 이용하여 토사선별 작업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잔재 등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양질의 토사는 고수부지 및 제방 조성 등에 사용하고 잔토는 외부 

사토장으로 반출처리하였다. 이후 저수로터파기와 고수부지 성토, 제방조성, 저수로 정리 등의 순으로 아

래와 같이 시행되었다. 

① 토사선별 ② 저수로토공

③ 고수부지 성토 ④ 저수로 토공

⑤ 저수로 근고공 ⑥ 저수로정리

<그림 4-3-29> 하천 토공사 시공과정

2) 토공사는 구조물(構造物)을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반면(地盤面)까지의 공간을 굴착, 완료한 뒤에 지반면까지 다시 메우는 공사의 총칭으로, 통상 
지반의 틈처리·구덩이파기·되메우기·흙쌓기·땅고르기·잔토처분(残土処分)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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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수로 차수시설

청계천복원으로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관, 동식물의 보호, 수질보전과 같은 친수

기능의 유지 및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환경보전유량을 하천유지유량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하천유지유량은 

확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저수로 차수시설을 계획하였으며, 각종 검토를 거쳐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하

여 수직차수공법 및 수평차수공법을 선정하였다. 또한 청계천의 평균수심은 0.4m이상을 확보하도록 유지

용수 유량기준이 설정되었다.

차수시설의 목적

• 청계천의 정상적 기능회복 및 생태환경을 보전

  - 하천복원을 위한 유지용수량 확보 

  - 유지용수의 손실을 막기 위한 차수대책 수립

  - 용량, 수질의 안정화를 위한 적정 유량 배분

• 청계천을 복원하여 전통과 미래가 함께 하는 새로운 청계천 구현

차수시설의 기준

• 청계천 유지용수 손실량 기준

  - 공급량의 3% 이하(하천내손실+식생+증발 포함)

  - 사질지반으로 지하로 누수

• 유지용수 손실방지를 위한 차수공법 적용  

  - 차수층 허용투수능(1×10-6cm/sec) 이하

① 수직차수벽(SQJ공법)

SQJ(SQuare Jet) 공법개요 

SQJ공법3)은 청계천 제1공구와 제2공구의 수직차수벽 공사에 적용한 공법(제3공구는 수직 차수공법으로 

쉬트파일(sheetpile)공법을 적용)으로서, 고압제트에 의한 조성형상을 기존공법의 원형에서 사각형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재료의 낭비를 적게 하고, 분사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세계 최초의 신기술(일본특허공법, 

국내특허출원 10-2000-0015079)이다. 

3) SQJ공법은 지중에 설치한 공압분사 로드의 회전력을 이용(点에 의한 개량공법)하지 않고, 선단부에 설치된 특수선단장치를 생선의 꼬리지느러미
와 같이 좌우로 요동하며, 이때 선단부에 설치된 2개의 분사노즐로 하여금 고압분사하여 지반을 사각형모양으로 절삭하고, 고화재의 혼합을 실행
하는 선(線)에 의한 지반개량공법으로, 로드의 회전에 따라 원통형·부채꼴·사각형의 개량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법이다.



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911

SQJ 시공 순서

① 계획심도 까지 천공 ② 전용 주입관 삽입
③ 고화재 양방향 분사하면서

   서서히 인발

<그림 4-3-30> SQJ 시공순서 모식도

  

SQJ 시공 과정

① 전용주입관 삽입전경 ② SQJ분사 전경

③ SQJ 차수벽체 연속성확인  ④ SQJ 차수벽체 형성상태  

<그림 4-3-31> SQJ 시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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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평차수시설 (GCL, 벤토나이트차수매트)

수평차수공법 공법개요 및 원리

청계천은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서, 자연형 하천원이라는 기본 개념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상시 청계천 하상에 일정한 수심(평균 40㎝)의 유지용수가 흘러야 하지만, 지반속 침투, 증발산 및 식물에 

의한 소비 등으로 많은 유지용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중 지반속으로 침투되는 유지용수

량이 전체 손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유지용수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하상차수공법을 적용하였고, 유지용수 손실조건은 총공급량(120,000 ton/day)의 3% 이하 손실로 규정

되었다. 당초계획은 점토층 바닥라이너(CCL)공법을 선정하기로 되었으나, 시공당시 우기철이어서 점토층 

다짐이 제한되었고, 다량의 점토 재료획득이 어려웠으며, 특히 제한된 공기내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 이유

로 벤토나이트매트(GCL)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시공도면

<그림 4-3-32> 수평차수시설 설치도면 

시공순서

굴착(토공) → 바닥정리 및 다짐 → 벤토나이트매트 설치 → 현지토포설 및 다짐(t=300㎜) → 잡석포설 

및 다짐(t=200㎜) →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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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진

① 토공 및 바닥다짐 ② PET 매트 설치 ③ 벤토나이트 매트설치

④ 현지토 및 잡석 포설/다짐 ⑤ 사석깔기 ⑥ 통수

<그림 4-3-33> 수평차수시설 설치과정

(4) 사면벽체구조물공사(고수호안구조물 : 옹벽 및 사면벽체) 

사면구조물 형식

구분 단면형태 내 용

옹벽

형식 

 ⋅시점부~모전교 좌⋅우안 형식

 ⋅시점부 호안(팔석담) 조성을 

   위한 옹벽형식 적용

  

 ⋅경관을 고려하여 조경 식재가 

   가능한 일체식 2단옹벽으로 시공

표 4-3-47. 사면구조물 형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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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면형태 내 용

박스

형식

 ⋅하천변 경관을 고려한 가로수 식재를 고려하고, 하

수차집관로 및 초기초과월류수관로를 내부에 설치

하기 위한 형식 시공

라멘

형식

 ⋅하천변 경관을 고려한 가로수식재를 고려할 경우 

존치구조물 활용에 따른 식재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구조물형상을 가로수 

식생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단

면을 종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하천변 경관의 향상

과 시공성 확보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단면

으로 시공

표 4-3-48. 사면구조물 형식(II)

 

사면구조물 시공현황

• 가시설 시공현황

① 줄파기 및 지장물이설 ② H-pile항타 위치 마킹 ③ H-pile항타

④ 터파기 및 토류판, 버팀목설치 ⑤ 어스앙카 천공 및 그라우팅 ⑥ 어스앙카 인장

<그림 4-3-34> 가시설 설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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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벽체 시공현황

① lean con'c타설 ② 기초 철근 조립 시공 ③ 벽체 철근 조립 시공

④ 슬라브 철근 조립시공 ⑤ 완료(내부전경) ⑥ 완료(외부전경)

<그림 4-3-35> 사면벽체 시공과정

• 사면옹벽 시공현황 

① lean con'c 타설 ② 기초, 벽체 철근 및 거푸집 조립 ③ 벽체 conc' 타설

④ 식재플랜트 시공 ⑤ 옹벽 뒷채움 및 다짐 ⑥ 완료전경

<그림 4-3-36> 사면옹벽 시공과정

(5) 부력식 수문 설치

부력식 수문은 수문 자중과 0.5m 수위시 수압이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도록 수문이 꺽여진 형태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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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수위가 0.5m 이상 상승하게 되면 별도의 조작 없이 수문이 개방되는 원리로 제작되었다. 수문상단

에 커튼 형식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수문 개방시 수문과 함께 커튼이 동시에 열리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또한 사면벽체의 설치된 수문의 외면은 돌붙임과 유사하게 처리하여 미관상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력식수문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복원되는 청계천을 축소모형으로 제작하여 실제 홍수시의 영향을 

수리모형실험으로 재현함으로써 그 결과를 하천설계 및 개구부(수문)의 크기와 위치 등의 결정에 반영하

였다.  

부력식 수문의 설치는 앵커 및 앵커판 설치 → 앵글 거치대 레벨 확인 → 앵글받침대 설치 → 수문거치 

→ 수문연결부 앵글 용접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비우당교 수문 수문 내부 전경 사면벽체 수문 전경

<그림 4-3-37> 부력식 수문 완공전경

3) 유지용수

(1) 시설개요

유지용수 관로는 D=1,800㎜로 기 시설되어 있는 보광정수장 계통 도수관로를 활용하고, 용비교 인근에서 

분기하여 Q=120,000㎥/일의 용수를 공급 가능하도록 D=900~1,100㎜로 시공하였으며, 시설개요는 다음

과 같다.

노 선 명 관 경(㎜) 연 장(㎞) 관  종 비  고

기존관로 D=1,800㎜ 6.0 도복장 강관

신설

관로

복원

구간 외

지역

A-1LINE D=1,100㎜ 2.62

3LPA-2LINE D=1,100㎜ 2.2

B-LINE D=1,100㎜ 0.65

소   계 5.47

복원

구간

1 공 구
D=900㎜

D=1,000㎜

0.67

1.29

3LP2 공 구 D=1,000㎜ 2.09

3 공 구
D=1,000㎜

D=1,100㎜

0.29

1.503

소   계 5.843

계 11.313

표 4-3-49. 유지용수 관로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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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복원구간 

내

유지용수관로 D900~1000 m 1,917
시점~삼각동:D900

삼각동~종점:D1000

제수변실 - 개소 1

이토변실 - 개소 1

복원구간 

외

유지용수관로(A1 - LINE) D1100 m 1,685

유지용수관로(A2 - LINE) D1100 m 2,203

유지용수관로(B - LINE) D1100 m 652

유지용수관로(기존접속 LINE) D1100 m 91

제수변실(제수변+공기변) - 개소 2

공기변실 - 개소 7

이토변실 - 개소 9

도수시설
신설도수관로 D1100 m 141

공기변실 - 개소 1

뚝도정수장

(토목신설)

착수정 - 개소 1

유입유량계실 - 개소 1

제수변실 - 개소 2

뚝도정수장

(토목개량)

침전지 - 개소 4

정수지 - 개소 2

혼화지 및 응집지 - 개소 1

뚝도정수장

(건축신설)

UV소독시설 - 개소 1

약품투입실 - 개소 1

뚝도정수장

(건축개량)

송수펌프동 - 개소 1

빗물펌프동 - 개소 1

표 4-3-50. 유지용수 관련시설 현황

 

(2) 유지용수 공급 계통도

<그림 4-3-38> 청계천 유지용수 공급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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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량 및 공급원

• 공급용량 : 평시 120,000㎥/일 (최대 142,000㎥/일)

• 공급원

  - 지하철역사 지하수                     : 22,000㎥/일

  - 한강원수(또는 중랑하수처리장 처리수)  : 98,000㎥/일 

(4) 지하철 유지용수(지하철역사 지하수배출전용관로 설치공사)

① 사업 개요

지하철역사 지하수배출전용관로 설치공사는 청계천 인근의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청계천으로 

직접 유입하게 하여 청계천 유지용수량을 확보하여 항시 물이 흐르는 하천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깨끗한 지하수가 합류식 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써 하수처리장 효율저하, 유지관리비용 증대 등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하

철 배출 전용관로 설치 기본설계｣에 따라 지하철지하수배출 전용관로를 설치하여 청계천으로 직방류시키는 

것으로 설계되어 전용관로를 시공하였다. 지하철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공사의 계획수립과 설계 및 예

산 확보는 환경관리실 수질과에서 주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 2004. 9.15.~ 2004.12.30.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및 중구일대의 지하철 6개 역사

• 사업규모 : 관경 D250~400㎜,  총연장 1,255m(계획유량 : 8,000톤/일)

              【A구간】을지로4가역 본선(5호선)~청계천 : D=300mm, L=377m 

              【B구간】종로3가역(5호선), 종로3가역(3호선)~청계천 : D=300~400mm, L=501m

              【C구간】을지로3가역(3호선)~청계천   : D=250mm, L=109m 

              【D구간】광화문역(5호선)~중학천      : D=250mm, L= 89m 

              【E구간】경북궁역(3호선)  ~ 백운동천 : D=250,     L=179m

• 사 업 비 : 1,364백만원

② 추진경위

• 1997.08 : 지하수를 이용한 친수하천 환경조성 계획 수립

• 1997.12~1998.10 :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 1999.05~2002.02 : 2회에 나누어 실시 설계

• 1999.01~2004.03 : 지하철 건설과 병행 전용관로 일부 설치(3개 역사), 자치구 공사시행(4개 역사)

• 2003.08~2004.12 : 6개 역사 관로 설치

• 2004.06.17 : 관로변경방침(15역사 → 13개 역사)

• 2004.09.20 : 관로공사착수(6개 지역 : ’04.12.20 완료)

  ※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시행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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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하철지하수 지하수량 및 관로 설치현황

하천수계 하천 개소 지하수량 비  고

계 3개하천 15
21,956

(≒22,000)

청계천

청계천 11 13,721

성북천 2 3,299

정릉천 2 5,936

표 4-3-51. 지하철지하수 지하수량

방류

하천

방류구

위  치
호선 역사명

관로설치 계획
비 고

기완료 2004 2005

청

계

천

계 1,713 1,364

시점부

(백운동천,중학천)

3 경복궁역 

본부 시행

5 광화문 

청계3가

(센츄럴호텔 주변)

3 종로3가 

5 종로3가 

3 을지로3가 

청계4가(광장시장) 5 을지로4가 

청계6가

(동대문종합시장)

4 동대문 71

5 동대문(운) 526

청계8가(삼호호텔) 6 동묘 295

성북천
신설동(동진교회) 2 신설동역 98

보문동(보문시장) 6 보문 131

정릉천
4 길음 125

안암동(고대앞) 6 고대 467

표 4-3-52. 지하철 관로 설치 공사현황

(5) 주요작업현황

① 유지용수관 굴착 ② 유지용수관 부설

③ 유지용수관 용접부 기밀시험 ④ 유지용수관 되메우기(경고테이프)

<그림 4-3-39> 지하철 유지용수 관로 설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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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계천 유량 측정결과

① 1차 조사(2005. 7.27 조사)

1차 유지용수 공급에 따른 유량 측정 결과, 일부 구간의 유속이나 유량이 불안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도섭법에 의한 하천유량 측정시 갈수량 유량 측정에서 예상되는 측정오차 10% 정도의 범위이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조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일시 : 2005년 7월 27일(수), 14:30~20:30

• 지점 : 장통교 외 4개 지점(장통교, 새벽다리, 버들다리, 황학교, 고산자교)

• 측정장비 : 프라이스 유속계(검정일 : 2004.09.30)

측정
지점

수면폭
(m)

단면적

(m 2)

평균
수심
(m)

평균
유속
(m/s)

평균
유량

(m 3/s)

일유량

(m 3/day)
측선수 비  고

장통교 7.20 1.908 0.263 0.581 1.1088 95,800 18

- 측정시간 : 14:40~15:15

- 시점부 일시적 과다 유량 방류

- 하상재료 : 평평하고 넒은 장대석

- 유량 측정 지점으로 적합(향후 측정계획 없슴)

새벽

다리
5.70 1.503 0.244 0.640 0.9612 83,048 13

- 측정시간 : 15:30~16:00

- 평균유속이 측정지점중 가장 빠름

- 하상재료 : 20cm이상의 돌

- 유량 측정 지점으로 부적합(하상재료로 인한 수류 

불안정)

- 상류의 배오개교로 측점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버들

다리
8.00 2.679 0.317 0.290 0.7774 67,167 18

- 측정시간 : 17:00~17:50

- 측점위치 상류에 돌다리(여울) 위치

- 하상재료 : 자갈 및 모래

- 여울에 의한 유속 교란으로 유속의 수평, 수직 분

포가 일정하지 않음

- 유량 측정 지점으로 부적합

- 분수 개소에 따른 임시측정지역임(향후 측정계획 

없슴)

황학교 15.00 5.053 0.350 0.223 1.1262 97,304 18

- 측정시간 : 18:35~19:02

- 하상재료 : 자갈 및 모래

- 측정지점중 평균유속이 가장 느림

- 유량 측정 지점으로 비교적 적합

고산

자교
17.60 6.053 0.332 0.244 1.4757 127,500 20

- 측정시간 : 19:54~20:30

- 하상재료 : 큰 돌 및 모래

- 직선구간이며 여울 영향 없음

- 유량 측정 지점으로 적합

표 4-3-53. 1차 유량측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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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조사(2005. 9. 2 조사)

2차 유지용수 공급에 따른 유량 측정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1공구의 시점부인 모전교에서 0.7665 ㎥/sec와 0.7714 ㎥/sec로 계됨

  - 1공구의 종점인 배오개교에서는 1.16232689 ㎥/sec와 1.1779 ㎥/sec로 계측됨.

  - 2공구와 3공구의 경계인 황학교에서는 1.2301 ㎥/sec와 1.2727 ㎥/sec로 계측됨.

  - 3공구로 유입되는 성북천과 정릉천의 유입유량은 각기 0.0391 ㎥/sec와 0.0440 ㎥/sec로 계산됨.

  - 3공구중 고산자교 직상류에서는 1.4007 ㎥/sec와 1.4704 ㎥/sec로 측정됨.

• 조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일시 : 2005년 9월 2일(금), 09:00~18:30

• 지점 : 모전교 외 3개 지점(모전교, 배오개교, 황학교, 고산자교)

• 측정장비 : 프라이스 유속계(2 Set)

지점
수면폭
(m)

단면적
(m 2)

평균수심
(m)

평균유속
(m/s)

평균유량
(m 3/s)

일유량

(m 3/day)

측
선
수

비  고

모전교

측정

1
8.00 3.091 0.358 0.248 0.7665 66,226 30 - 측정시간 : 17:27~18:18(측정1)

- 측정시간 : 17:13~18:11(측정2)

- 하상재료 : 30cm이상의 판형 석재. 

- 측정지점 15m하류 돌다리 위치
측정

2
8.00 3.091 0.358 0.250 0.7714 66,649 30

배오개

교

측정

1
5.80 2.579 0.450 0.451 1.1623 100,423 24 - 측정시간 : 09:58~10:34(측정1)

- 측정시간 : 09:35~10:28(측정2)

- 하상재료 : 굵은 모래 위주측정

2
5.80 2.576 0.450 0.457 1.1779 101,771 24

황학교

측정

1
14.55 2.983 0.210 0.412 1.2301 106,281 32

- 측정시간 : 11:43~12:39(측정1)

- 측정시간 : 11:30~12:30(측정2)

- 하상재료 : 굵은 모래 위주.측정

2
14.55 2.983 0.210 0.427 1.2727 109,961 32

고산자

교

측정

1
17.00 8.106 0.456 0.173 1.4007 121,020 20 - 측정시간 : 15:03~15:41(측정1)

- 측정시간 : 14:56~15:50(측정2)

- 하상재료 : 큰 돌 및 모래

- 직선구간이며 여울 영향 없음
측정

2
17.00 8.106 0.456 0.181 1.4704 127,043 20

표 4-3-54. 2차 유량측정 결과표

* 일유량은 측정 순간의 유량을 일유량으로 환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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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하수도 정비

(1) 상수도 이설

① 상수도 이설공사 

다음은 상수도 이설공사의 일반 공정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① 당초 청계천 복개구조물 안에 매설되어 있던 상수관을 청계

천복원 설계시 복원하천의 계획단면에 맞추어 신설관으로 이

설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전경임.

② 유지용수관로가 우안 산책로 지중에 매설되므로 상수관로  

이설은 좌안에 설치됨

③ 이설상수관은 직경이 1350mm이며, 하상에 매설되는 상수관

의 부력방지 및 손상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보호공을 설치하

는 것으로 설계, 시공되었음. 이설상수관의 분기부에 대한  

굴착 및 관 부설(관보호공) 시공사진임.

④ 이설상수관의 관부에 대한  굴착 및 관 부설(관보호공) 시공

사진임.

⑤ 상수관로내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

토변실 시공 사진임.

⑥ 상수관은 강관이므로 용접부분이나 코팅이 제거된 부분에서 

부식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관부식으로부터 상수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방식을 시공함 

<그림 4-3-40> 상수도 이설 공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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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수도 배관작업 세부공정

상수도 배관작업의 세부공정은 측량 → 굴착 → 지반다짐/노면정리 → 배관 → 가부착 → 내면용접 → 가
우징 → 외면용접 → 내외면 육안검사 → 내외면 비드연삭 → 산소압축시험 → 내외면 연마 → 내외면 플

라이밍 → 내외면 도장 → 내외면 검사 → 되메우기의 순서로 시공되었다. 

상수도 배관공정 시공현황

다음은 상수도 배관공정의 세부작업내용을 설명한 내용이다.

① 기존관 절단 ② 제수변 부설 ③ 강관 배관

④ 내부 용접 ⑤ 내부 프라이머 도장 ⑥ 외부 용접

⑦ 용접부 그라인딩 ⑧ 산소압축시험 ⑨ 테이핑

⑩ 핀홀테스트 ⑪ 배관완료후 ⑫ 관보호공 타설

<그림 4-3-41> 상수도 배관 공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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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집관거 이설

우수, 오수 등을 한곳으로 모아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로시설인 차집관거의 구간별 시공단면은 아래

와 같다. 

① 구간별 차집관로 시공단면

둔치내 부설 옹벽구조물에 부설

기존 존치구조물 이용구간 둔치내 부설

원형관, 둔치내 부설 옹벽이용구간, 도로측에 부설

<그림 4-3-42> 구간별 차집관거 시공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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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립식 PC암거 및 CSO관거 시공

PC암거 시공상세도면(설치시 조립방법)

<그림 4-3-43> 조립식 PC암거 시공 상세도면 

③ 시공순서

<그림 4-3-44> 차집관거 시공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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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공과정

① 차집관 D500 설치(우안) ② 차집관거 조립식 PC박스 인양 ③ 차집관거 PC박스 부설

④ 차집관거 완료 전경

(구조물 내부 설치된 경우)
⑤ CSO벽체 시공중 ⑥ CSO벽체 시공완료 전경

<그림 4-3-45> 차집관거 시공 과정

(3) 초과월류수 관거 이설

① 개요

도시지역에서는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및 합류식 관거 퇴적물이 초기유출수(First Flush)에 의해 방류되

므로, 초기유출수 방류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2중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강우시 계획차집량(3Q)

을 초과하는 초기유출수에 의한 악영향을 방지하였다. 한편, 청계천복원하천내로 초기유출수가 직접 방류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초기초과월류수량을 산정하였으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초기우수량(Q+2㎜/h)에서 차집관거차집량(3Q)을 월류하는 초기우수월류수량(토구별 CSO 고려한 차

집량(Q+2mm/hr)-계획하수량(3Q))

- 차집우수량 : 유효우량(2㎜/h)×유역면적

- 초기초과월류수량 : (Q+2㎜/h-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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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기 초과월류수 처리

<그림 4-3-46> 초기 초과월류수 처리 개요

③ 초과월류수 관거(CSO) 설치

주요 공정 현황

① 기존관 절단 ② 제수변 부설

③ 강관 배관  ④ 내부 용접  

<그림 4-3-47> 초과월류수 관거 설치과정

(4) 악취저감 시설 설치

① 악취저감 시설물 개요

악취저감시설물에는 탈취설비, 가림막, 환기구, 토구정비, 수문 등이 있으며, 고수부지상의 악취농도 측정

은 3차(1차 : 착공전, 2차 : 신설벽체 및 수문완료후, 3차 : 탈취설비 및 토구정비, 환기구 완료 후)에 걸

쳐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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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탈취설비

탈취설비는 처리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취기포집 닥트를 설치하여 흡입, 제거하는 설비로, 탈취

설비는 미생물 탈취방식으로 하며 탈취용 닥트는 외압 및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였다. 

원형 토구(ø800㎜ 미만)

플랫밸브(H.D.P.E 재질)를 이용하고 토구덮개를 씌워 건기시에는 토구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차단하였으

며, 강우시에는 우수가 방류하도록 시공하였다.

ø800㎜이상 및 BOX 토구

원형토구의 ø800㎜ 이상 및 BOX 토구는 개구부가 크므로 비닐Sheet로 가림막을 하여 평시는 악취저감의 

역할을 수행하며, 강우시 하수가 원활히 초기초과월류수 관거로 유입되도록 시공하였다.

차집관거 환기시설

하수 관거내에서는 부식과 하수도 폭발의 원인이 되는 각종 가스가 발생된다. 하수관의 부식은 하수가 혐

기성 상태에서 황화수소(H2S)를 발생시켜 상부로 상승하고 박테리아의 작용으로 황산(H2SO4)이 되어서 

부식을 일으킨다. 하수도 폭발은 메탄가스(CH4), 암모니아(NH3) 및 이산화탄소(CO2)등이 휘발과 탈기의 

작용으로 가스를 발생, 하수도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에 관 부식으로 인한 관 수명 단축, 하수

도 폭발의 위험성 등을 배제하기 위해 환기시설이 필요하였다. 

<그림 4-3-48> 차집관거 환기 처리과정 및 설비전경 

① 탈취실 : 구체 철근 조립 시공 ② 탈취실 : 구체 방수 ③ 탈취실 : 완료전경(삼각동)

<그림 4-3-49> 차집관거 환기시설 설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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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구정비 결과

토구정비 Type별 상세

Type-I

Type-II

Type-III

<그림 4-3-50> 토구정비 유형과 시공단면 및 설치완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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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기구 설치 결과

환기구 Type별 상세

차집관거 연결 형식 복개내부 환기 형식

<그림 4-3-51> 유형별 환기구 설치단면도

(5) 물돌리기 

물돌리기는 복원시점부 및 삼각동 BOX 등 물돌리기 본관(1200㎜~1800㎜)과 토구연결관 등으로 구분하여 

시공되었다. 하수가 발생되는 모든 토구를 연결관으로 본관에 연결하여 전 구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시공하

였으며, 토구정비가 완료된 관거는 신설 차집관거에 직접 연결하여 하수 물돌리기를 하였다.

사  진 공정설명

 물돌리기 : 청계천 기존 복개구조물내에 있던 차집관거로 흐르

던 하수도를 D1800~150의 이중벽PE관을 이용하

여 물돌리기 실시

<그림 4-3-52> 물돌리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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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량시공

(1) 공구별 교량 설치현황

교량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청계천의 역사성과 아름다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로 그 명칭에서부

터 디자인, 제원 등까지 많은 관심을 받았고 공정진행상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일부 교량은 명칭과 디자

인 등이 당초의 계획내용에서 변경되기도 하였다. 보다 자세한 공구별 교량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치(교량명) 교량형식 및 제원 차로수 보도폭(m) 형하여유고(m) 공사비

총      계 22개소 67,222

1공구 소   계 9개소 28,136

 Br.1  모전교 충복식 상로 아치교
B=27.5m, L=19.5m 3(↓↑↑) 5.5×2 0.992 3,422

 Br.2  광통교 석교
B=14.4m, L=23.8m 보행전용 14.4 0.610 6,341

 Br.3  광  교 강상판 판형교
B=45.5m, L=23.3~35.7m 8 7.5×2 0.820 4,618

 Br.4  장통교 π형 RC라멘교
B=11.8m, L=22.0m 보행전용 6.5×2 1.120 653

 Br.5  삼일교 P.S.C 슬래브교
B=43.5m, L=22.6m 7(↓↓↓↑↑↑↑) 6.5×2 1.310 3,621

 Br.6  임시보도교 π형 강라멘교
B=8.0m, L=23.4m 보행전용 1.030 457

 Br.7  관수교 강상판 판형교
B=25.5m, L=22.5m 3(↑↑↑) 8×2 0.893 3,090

 Br.8  세운교 P.S.C 슬래브교
B=50.0m, L=22.1m U턴 전용 22 1.013 3,716

 Br.9  배오개다리 강상판 판형교
B=25.5m, L=23.4m 4(↓↓↓↓) 5.5×2 1.052 2,218

2공구 소   계 8개소 16,151

 Br.10  새벽다리 Cable Stayed 강상판형교
B=10.0m, L=23.2m 보행전용 10 0.841 1,251

 Br.11  마전교 P.S.C라멘교+PF Beam교
B=40.5m, L=21.6m 6 6×2 0.887 2,444

 Br.12  나래교 Cable Stayed 아치교
B=6.0m, L=22.8m 보행전용 6 1.196 1,209

 Br.13  버들다리 P.S.C 라멘교
B=17m, L=23.3m U턴 교량 5×2 1.115 1,306

 Br.14  오간수교 P.S.C라멘교+PF Beam교
B=59.9m, L=22.9m 10 5.5×2 1.297 3,415

 Br.15  맑은내다리 Cable Stayed 아치교
B=13.5m, L=26.3m 보행전용 13.5 0.949 1,430

 Br.16  다산교 강합성형교+강사장교
B=44.4m, L=29.6m 8 5.5×2 0.917 3,273

 Br.17  영도교 I.P.C Girder교
B=26.2m, L=30.1m 2(↶↑) 3.5×2 1.040 1,823

3 공구 소   계 5개소 22,935

 Br.18  황학교 강상판 판형교
B=30.6m, L=45.0m 4 4.25×2 1.030 4,150

 Br.19  비우당교 2면 아치 케이블교
B=26.5m, L=44.5m 4 5×2 0.878 5,100

 Br.20  무학교 역트러스교
B=34.8m, L=43.6m 4 4.25×2 0.914 3,524

 Br.21  두물다리 1주탑 사장교
B=6.0m, L=43.8m 보행전용 2.9~7.8 1.033 1,880

 Br.22  고산자교 P.S.C 라멘교
B=43.2m, L=88.0m 7(↓↓↓↑↑↑↑) 5.5×2 1.189 8,281

표 4-3-55. 공구별 교량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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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과정에서의 주요 변경내용

교량은 청계천의 주요한 구조물로서 그 시공과정에서 지하철의 통과 등 도심이라는 현장 시공여건의 제약

과 디자인 제고 등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실시설계를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 그 내

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모전교 보도부 아치형상 변경

모전교는 옛 창덕궁 금천교의 전통양식(조선건축양식)을 도입한 이미지로 설계, 시공된 청계천의 첫 번째 

교량이다. 실시설계에서 교량의 아치형상은 통수단면 및 경사도를 고려하여 전통양식과는 다소 다르게 타

원형의 아치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신한은행에서 전통미를 살린 모전교 지정기탁서가 접수되어 시점부 광

장과 인접한 주변경관과 전통아치교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도부

의 아치형상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다.

추진경위

• 시장 현장 순시시 재검토 지시 : 2005.02.26

• 모전교 보도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지시 : 공사1담당관-869(2005.02.24)  

  -교량 양측면 보도부분 철거 경관전문가 설계후 아치형태 변경

  -모전교 석재난간, 측면 돌붙임은 석재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

  -모전교 차도포장은 석재로 변경하여 시행.  

• 행정 제2부시장 모전교 재설치 지시사항 : 2005.03.14

• 실시설계도서 통보/검토지시 : 공사1담당관-2489(2005.05.31)

변경 이전과 이후 비교

당초 설계도면에 따라 완료된 모전교 교량구조물 완료전경(1차 

시공완료)으로, 아치모양이 전통양식과 다소 다른 타원형의 형

태임.  

상·하류 보도부 아치형상 변경 시공 완료

<그림 4-3-53> 모전교 보도부 아치형상변경 전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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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통교 설치

당초 장통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삭제되어 사면옹벽으로 기 시공되었으나 삼

각동 및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 상인들의 요구와 동서방향 연결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보도

교로서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우안측 교대부의 기초지반 지지력을 확

보하기 위해 C.G.S(Compaction Grouting System)공법을 적용하였다. 

③ 임시보도교

임시보도교의 위치는 수표교의 원형복원이 계획된 곳이었다. 그러나 실제 시공과정에서 원형복원에 상당

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시보도교 설치로 설계 변경되었으며, 장충단공원의 수표교 원형

과 동일하게 목재로 제작하여 시공 완료되었다. 

④ 관수교의 말뚝 기초공법 변경

관수교 하부에는 지하철 3호선 터널이 청계천을 횡단하여 지나고 있으며, 관할청(도시철도공사)과 관수교 

건설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당초 관수교 교대기초공법으로 적용코자 하였던 PRD말뚝공법은 항타에 의한 

진동의 영향으로 하부 지하철 구조물에 유해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진동의 영향이 없는 다른 공

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기초말뚝공법 중 SDA공법(강관 φ 609mm)은 항타에 의한 진동

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하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수교 교대기초공법으로 선정하여 시공에 적용

되었다.

⑤ 세운교 교대구조물 기초공법 선정 및 경관 재디자인 

세운교는 교대기초 시공당시 세운상가와 대림상가를 연결하는 육교가 놓여져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여건

에서는 강관파일장비의 작업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여 PRD 공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대안으로 세운교의 

교대구조물 기초공법으로 지반조건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소형장비로 고강도 THREAD BAR를 사용하

여, 효과적으로 압축력에 대응할 수 있는 MICRO-PILE 공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경관개선을 위한 디자인 재설계에 의해 세운교 수조를 설치키로 하였다. 디자인은 홍익대 김형우 교

수에 의해 수행되었다. 

⑥ 배오개다리 기초지반보강공법 변경 

교량 하부로 통과하는 지하철5호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대기초공법을 지반개량공법인 SRC공법으로 

변경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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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2공구 교량기초 파일형식 변경

제2공구 구간중 시점부 1구간은 현장 여건상 하천내 복개내부 높이가 낮아 장비 진·출입이 곤란하고 교

량 설치구간이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위치하고 있어 기초공사용 대형장비 및 플랜트 설치 등의 공간 확보

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본 공사 구간은 하천내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우기전 교대공사가 시급한 상황

이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교량 4개소(새벽다리, 마전교, 나래교, 버들다리)의 기초형식을 마이크로파일

공법으로 변경하였다. 

        

교량명
기 초 형 식

검토내용
당  초 변  경

새벽다리

 ∙ Steel Pile

   (Ø406.4mm, 

L=8.15m~7.9m

 ∙ 2×6열 +2×8열=26본

 ∙ Micro Pile(Ø200mm, L=12.3m)

 ∙ 2×8열 + 2×10열 = 36본

- 교통처리계획에 의한 차선이 두방향으로 갈라

져 교통통행 점유면적이 많아 작업공간이 매

우 협소한 상태이고,

- 가배수로 물돌리기를 위한 자재투입구로 복개

슬래브가 철거되어 있어 오거(Auger)가 거치

될  장소가 없음.

마전교

 ∙ 직접기초 (SRC 보강) : 

96공 

H=5.9m(시점) 6.8m(종점)

 ∙ Micro Pile(Ø200mm, L=12.8m)

 ∙ 6×32열 + 

6×28열=360본(차도)

- 기초가 SRC 기초로 설계되어 있어 기초시공시 

플랜트장비가 대형으로 상부 복개슬래브에 설

치공간이 부족하고,

- 기초보강 작업시 하상과 복개슬래브 공간이 협

소하여 SRC 천공주입기로 천공이 어려움(복개

하부 높이 : 4m, 장비 천공 필요높이 6.5m).

- 플랜트 1set당 SRC 천공주입기 1대 조합으로 

동시에 2곳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공기지

연 예상되고 우기전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져

야 함으로 현장 여건과 맞지 않음.

 ∙ 3×4열=12본, 2개소(24본)(보도)

나래교

 ∙ Steel Pile

   (Ø406.4mm, L=7.7m)

 ∙ 2×6열=12본, 2개소

 ∙ Micro Pile(Ø200mm, L=12.9m)

 ∙ 3×6열=18본, 2개소

- 기초가 강관파일로 설계되어 있어 기초시공시 

대형장비로 천공시 횡단보도에서 시공해야 되

며 시민들의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

버들다리

 ∙ 직접기초 (SRC 보강) : 

108공 

H=4.8m(시점) 4.4m(종점)

 ∙ Micro Pile(Ø200mm, L=10.8m)

 ∙ 6×17열=102본, 2개소

- 기초가 SRC 기초로 설계되어 있어 기초시공시 

플랜트가 대형으로 상부 복개슬래브에 플랜트 

설치공간이 부족함.

- 기초보강 작업시 하상과 복개슬래브 공간이 협

소하여 천공이 불가(복개하부 높이 : 5m, 장비 

천공 필요높이 6.5m).

- 플랜트 1set당 SRC 천공주입기 1대 조합으로 

동시에 2곳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공기지

연 예상되고 우기전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져

야 함으로 현장 여건과 맞지 않음.

표 4-3-56. 제2공구 교량기초변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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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량 설치 전경

모전교 전경 삼일교 전경

광통교 전경 임시보도교 전경

광교 전경 관수교 전경

장통교 전경 세운교 전경

<그림 4-3-54> 교량 설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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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오개다리 전경 버들다리 전경

새벽다리 전경 오간수교 전경

마전교 전경 맑은내다리 전경

나래교 전경 다산교 전경

교량 설치 전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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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교 전경 두물다리 전경

황학교 전경 고산자교 전경

비우당교 전경 성북천교 및 용신교 전경

무학교 전경 정릉천교 전경

교량 설치 전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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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구 세월교 전경  제3공구 세월교 전경

교량 설치 전경 <계속>

6)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기존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재 다른 보수 보강 공사와 같이 신공법들을 적용하

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복개구조물 건설 시기의 기술력 및 시공능력 부실에 의한 

복개구조물의 상태, 공사전 조도 등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설계 적용으

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의 합동현장 점

검 및 회의를 통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시공을 진행하였다. 

(1) 복원 공사 전 기존 복개구조물 시설물 개요

• 공사기간：1958~1978년

• 위치：광교(조흥은행본점)~신답철교

• 규모：B= 12.0~80m,  L=5.465m

• 구조형식：라멘구조

<그림 4-3-56> 복원공사이전 복개구조물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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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공사 전 기존 복개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청계천복원공사 구간의 존치복개구조물에 대한 현장외관조사, 제원조사, 비파괴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연도변 건물조사, GPR 시험, 재하시험, 구조안전성 검토, 내하력 평가 등의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의 이상 거동에 의해 발생된 구조적인 손상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슬라브, 종방향 보, 벽

체 및 기둥부에 철근노출, 파손, 재료분리, 백태 등 시공당시 혹은 공용 중 주변 환경에 의해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고, 시공단계에 따른 구조계의 변화로 인해 안전성

이 확보되지 않는 하부기초 및 구조부재에 대하여 각각 기초보강과 단면력 보강을 수행하여 청계천복원공

사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존치구조물의 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철저한 유지관리와 시공 중 계측관리 등 방안을 마련하여 존치복개구조물 사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

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존치구조물 철거시 안정성 검토

철거시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하부구조 검토결과, 존치구조물 벽체 및 기둥 기초의 나무말뚝은 발생 수평

력과 수직력에 대해 현재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하천복원에 따른 존치구조물의 내구연한동

안의 지하수위변동에 의한 나무말뚝의 신뢰성을 감안하여, 시공단계별 불리한 경우에 대하여 나무말뚝을 

무시하고 기초를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철거시 단면 안정성 검토결과 슬래브 및 벽체가 안

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철거시 상부 활하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

다. 후속공정으로 신설벽체가 설치에 따른 시공단계별 해석을 수행하여 단면력을 검토한 결과, 단면보강

력 철거시 실시하지 않고 신설벽체 시공이 완료된 단면에 대하여 보강단면을 결정하였다.

(2) 존치구조물 철거시 보강공법

기초보강공법

• 적용공법 (Micro Pile, C.G.S：Compaction Grouting System)

청계천복원공사의 특성상 기초보강이 조업주차 및 차로확보를 위해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공법의 적용에 있어 장비의 규모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시공성과 보강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C.G.S 공법과 Micro Pile 공법을 시공에 적용하였다.

당초 복개구조물 내부의 작업공간이 낮아 장비의 적용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장비의 접근이 가

능한 기둥부는 수평력에 대한 보강이 용이한 Micro Pile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며, 벽체부의 경우 기존 

차집관거 및 내부공간이 낮아 장비의 접근 및 시공성이 용이한 C.G.S에 강관케이싱을 매입하여 수평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보강하여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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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기초 보강 측벽기초 보강

∙ 천공작업 후 마이크로파일 설치 및 그라우팅

∙ 보강철근 및 두부조립

∙ 원기둥 기초단면 확대(1800×3500)

∙ 종방향 2열 보강(C.T.C 6M)

∙ CGS기초 앞굽 천공 및(Φ73)

∙ 모르터 주입, 구근형성(CGS(Φ550),L=6.2M)

∙ 천공 후 강관케이싱 설치 및 그라우팅

∙ 종방향 1열 보강(C.T.C 1.3M)

표 4-3-57. 기초보강공법 현황 

(3) 신설벽체 설치에 따른 존치구조물 보강

① 시공 적용공법

MDF공법의 보강재로서 철근 대신 피복두께 확보에 유리하며 인장강도가 큰 FRP-Rod를 시공에 적용함으

로써 보강재의 직경을 줄이고 내구성을 확보하며 시공성을 향상시켰다. 

슬래브 보강 측벽 벽체보강

∙ 정모멘트부 보강：헌치 내면 전체

∙ 중성화 진행단면 2cm 치핑후 

  FRP-Rod 단면보강(4cm)

∙ 측벽 벽체 보강

∙ 중성화 진행단면 3cm 치핑후 홈파기 

  FRP-Rod (Φ9mm)

표 4-3-58. 존치구조물 보강공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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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현황

① 복개구조물 벽체보강 : CGS 천공작업 ② 복개구조물 벽체보강 : CGS 그라우팅 주입

③복개구조물 기둥 기초보강 : MICRO-PILE 천공 및 강관삽입 ④ 복개구조물 기둥기초보강 : MICRO-PILE 그라우팅

⑤ 복개구조물 기둥기초보강 : 확대기초 철근조립 ⑥ 복개구조물 기둥기초보강 : 확대기초 con'c 타설

⑦ 복개구조물 보수 : MDF 시공(벽체 치핑후 ROD 설치) ⑧ 복개구조물 보수 : MDF 시공(슬래브치핑후 ROD 설치)

⑨ 복개구조물 보수 : MDF 시공(스프레이) ⑩ 복개구조물 보수 : 완료전경

<그림 4-3-57> 복개구조물 보수 및 보강 시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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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받침장치 보수

받침장치 보수 공사는 양안도로 보수공사로서 청계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신설시, 일부 교량에 있어서 존

치구조물과 신설교량 사이의 접속부에 설계하중이 달라 이의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즉, 신설되

는 교량의 설계하중은 DB24로 설계되어 시공되는데 반하여 신설교량의 양쪽 접속구간(존치 복개구조물)

은 DB18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이로서 신설되는 교량의 설계하중 DB24와 동등 이상의 성능개선을 실시 

후 이 구간의 신축부위의 기 시공된 노후화된 교좌 장치의 교체를 통한 성능 개선을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추가작업으로 교량구간외에 당 구간 존치 복개구조물 전면적에 노후화되어 기능 상실된 교좌장치를 

교체하여 신설된 사면벽체와 유기적인 작용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① 시공순서

받침장치 보수 공사는 상부인상 설계 및 JACK 위치 선정 → 브라켓 설치면 면정리 및 코아링 →  
ANCHOR 설치 → 브라켓설치 및 인장 → JACK 및 보강지압판 설치 → 상부인상 → 기존 Plate(지지대) 

제거 → 교량받침부 청소 및 거푸집설치 → 탄성 PAD 설치 → JACK Down → Jack 및 브라켓 제거 → 
콘크리트 면정리 및 주변정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② 시공현황

① 교체전 교좌장치 ② 브라켓 설치 / 기존 교좌장치 제거 ③ 탄성패드 설치

④ 거푸집 설치 ⑤ 무수축 몰탈 타설 / 에폭시 주입 ⑥ 교체후 교좌장치

<그림 4-3-58> 받침장치 보수 시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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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

(1) 포장공사 개요

① 포장공사의 시공순서

포장공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2.2차선변경(E.G.I 및 A형 휀스 이동설치 → 변경차도구간의 아스팔트 손상부 정비 → 작업구간만을 부분 통제)

⇩
복개슬라브 양안 차도부 아스팔트 절삭

⇩
노면 배수공

⇩
아스팔트 걷어내기

⇩
표면처리

(평삭기를 이용, 양질의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처리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
방수작업

① 일반구간( Hy-ROAD Ⅱ(오중수지 복합도막 방수재)를 사용, 프라이머는 0.2kg/㎡ 정도가 되도록 골고루 도포)

② 교차로 구간(구스톤(슈프림레크코트 M-6) 방수재 사용, 프라이머는 0.4 ℓ/㎡ 정도로 도포)

⇩
아스팔트 시공(기층)

⇩
보도 정비

기존보도구간 블럭 걷어내기 → 토사절취 및 경계석 철거 → 조업주차구간 방수시공(B = 2.2m) → 조업주차구간 보차도경

계석 설치 후 바닥콘크리트 타설(t = 10cm) → 보도구간 보차도경계석 설치 후 조업주차구간 보도블럭 시공 → 도로경계석 

설치 후 보도구간 블록 시공 → 보행자 통행

<그림 4-3-59> 도로 포장공사 시공순서도

② 포장공법 선정 

아스팔트 포장 

교면구조체의 방수성을 확보하고 조절층 포설후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2년여 후에 표층을 시공하는 현장여

건상 조절층은 PBSC개질아스팔트를, 상부표층은 양안도로변이 건물 및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소성변형 저항성이 우수하며 차도부의 소음발생을 줄이는 환경친화적인 CRM개질아스팔트 포장을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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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RM+PBSC SMA 일반AP-5

포장층

구  성
 

공법

개요

CRM PBSC
 ∙ 혼합물 골재 구성중5mm 

이상의 굵은골재 위주의 

단입도 채택

 ∙ 골재간의 맞물림 효과를 

극대화

 ∙ 섬유보강재 투입으로 

흐름방지

 ∙ 원유에서 정제된 

일반아스팔트로서 침입도 

기준

 ∙ 온도변화에 물성이    

민감하게 변화

 ∙ 고온으로 가열한 

아스팔트에 폐타이어 

분말(CRM)을 혼합(10 

~25%) 

 ∙ 교반 양생하여 

고무분말의 팽창을 

유도하여 물리적 

성질을 개질

 ∙ 아스팔트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아미드계 

폴리머 분말

 ∙ 필요개소에 플랜트에서 

PBS를 첨가함으로써 

생산가능

장단점

 ∙ 소음감소,물튀김방지

 ∙ Striping에의한 Pot 

Hole 방지

 ∙ 충격,진동에 강함

 ∙ 골재와 바인더간의 

접착력증가

 ∙ 풍화 및 노화저항성 증가 

 ∙ 작업성의 증진 및 쉬운 

다짐효과

 ∙ 미끄럼저항성우수

 ∙ 내구성증진및저소음효과

 ∙ 철저한시공관리요구

 ∙ 접착력우수,내균열우수

 ∙ 잦은덧씌우기필요

 ∙ 온도감온성불량

유의

사항

 ∙ 혼합 후 양생기간 

필요(5시간)

 ∙ 현장점도시험 필요

 ∙ 점도 낮은 

Base아스팔트 필요

 ∙ CRM 아스팔트 전용 

배합/숙성  시설 필요

 ∙ 휘니셔는 템퍼 및 

바이브레이션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하고 진동을 

주어야함

 ∙ 타이어로라(15Ton)에 

과다한 경유 살포금지

 ∙ 포설시 접합(joint)처리시 

온도저하가 심함 

 ∙ 다짐온도 장비투입 및 

포설시 특별관리 필요

 ∙ 입도 및 입형관리    

특별주의

 ∙ 철저한 시공관리 요구

시공

사례

서울시내 구간 및 콘크리트 포장위 

덧씌우기 공사 등

국도/고속도로/지방시도/ 공항 

등 도로 및 교량 포장
 서울시내 다수

검토

의견

 ∙ 교면구조체의 방수성을 확보하고 조절층 포설후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2년여 후에 표층을 시공하는 현장여건상 조절층은 

PBSC개질아스팔트를, 상부표층은 양안도로변이 건물 및 상가가 조성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성변형  저항성이 

우수하며 차도부의 소음발생을 줄이는 환경친화적인 CRM개질아스팔트 포장을 적용

표 4-3-59. 개질 아스팔트 비교표

배수성 포장공법

최근 개발·적용되고 있는 배수성포장공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내구성이 우수하며 시공관리 및 현장품

질관리에서 용이한 CRM포장 공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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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0> 도로 포장 단면도

구 분
CRM(고무)아스팔트

(Crumb Rubber Modified)
에코팔트

(Ecophalt Ascon)
슈퍼팔트

(SBS PMA)

폐타이어 재생아스팔트 아스팔트+개질첨가제 아스팔트+고분자개질첨가제

공법

개요

 ∙ 고온으로 가열한 아스팔트에 

폐타이어 분말(CRM)을 

혼합(10~25%) 

 ∙ 교반 양생하여 고무 분말의 팽창을 

유도하여 물리적 성질을 개질

 ∙ 약20%의 공극을 갖는 개립도 

아스팔트 혼합물

 ∙ 열가소성수지(PE) 및 폐타이어 

고무가루 혼합물

 ∙ 일반아스팔트에 열가소성 폴리머인 

SBS를 물리화학적으로 결합

 ∙ 탄성회복력과 박리저항성이 향상

장점

 ∙ 소성변형, 균열 저항성 우수

 ∙ 환경친화적(폐타이어2천개/1km)

 ∙ 미끄럼 저항성우수

 ∙ 소음감소(최소3db),물튀김방지

 ∙ Striping에의한 Pot Hole방지

 ∙ 탄성복원력 우수

 ∙ 투수 및 배수성 포장

 ∙ 소성변형 방지효과

 ∙ 빗길교통사고 감소(수막현상, 물보라 

난반사 제거)

 ∙ 빗길 미끄럼 저항증대

 ∙ 주행소음 감소 (3~5db)

 ∙ Pre Mixing으로 품질관리 용이

 ∙ 내유동성 증가하여 소성변형 방지

 ∙ 중차량도로 및 지체,정체구간에 따라 

다양한 규격 적용 가능

 ∙ 기존 아스콘과 생산 및 시공방식 동일

 ∙ 차량주행 마찰소음 감소

단점

 ∙ 혼합후 양생기간 필요(5시간)

 ∙ 현장점도시험 필요

 ∙ 점도 낮은 Base아스팔트 필요

 ∙ CRM 아스팔트 전용 배합/숙성 시설 

필요

 ∙ 방수층 필요

 ∙ 온도상향관리(10~20°C)

 ∙ 혼합시간 추가(10초~20초)

 ∙ 일반 아스팔트와 혼합불가

 ∙ 전용 저장탱크 필요

 ∙ 10~15°C 고온에서 배합 시공

가격 71,000원/ton 73,000원/ton 49,500원/ton

검토

의견

 ∙ 배수성 포장공법은 교통안전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소음감소 특성을 갖고 있어 도심구간에서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하나 기능의 지속적 확보와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가 중요함

 ∙ 아스팔트 혼합물의 파손원인이  대부분 생산플랜트와 현장시공과정중에서 발생하는 바 상기공법을 비교검토한 결과 

내구성이 우수하며 시공관리 및 현장품질관리에서 용이한 CRM포장 공법을 적용함

표 4-3-60. 배수성 포장공법 비교표

(2) 복개구조물부 교면 포장

양측도시계획선을 따라 계획된 도로 평면선형을 따라 계획폭원을 남기고 중간부는 철거하고 계획폭원내 

존치하는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노후화된 점을 감안, 구조물 내구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 구조

물 상판의 포장은 걷어내고 교면방수 실시후 교면을 재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기존 교면포장은 구간별로 상태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재포장 구간에서의 평탄성 불량과 복개구조물 상판

이음부에서의 심한 요철로 주행감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보도축소부위의 교면포장을 고려할 때 복원사업

과 함께 재포장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복개구조물 상부에 포장된 아스팔트콘크리트

의 두께는 5~8cm 정도이며 교면방수 후 실

시하게 된 아스팔트콘크리트 교면포장 두께

는 조절층을 시공한 후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2년여 후에 표층을 시공하는 여건상 평탄성, 

주행성확보를 위해 조절층은 4.5cm 표층은 

3.5cm로 계획하였으나 일부구간에서는 종단

계획상 레벨링층이 다소 가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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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도부 포장

차도부포장은 교면구조체의 방수성을 확보하고 조절층 포설 후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2년여 후에 표층을 

시공하는 현장여건상 조절층은 PBSC개질아스팔트를, 상부표층은 양안도로변이 건물 및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성 변형저항성이 우수하며 차도부의 소음발생을 줄이는 환경친화적인 CRM개질아스

팔트 포장을 적용하여 시공하였다. 

① 포장단면도

<그림 4-3-61> 차도부 포장 단면도 

② 주요작업 과정

① 기존 포장 아스콘 파취 ② 도막 방수 ③ 조절층(PBSC) 포장

④ 표층(CRM) 포장 ⑤ 점토블럭 포장 ⑥ 점프블럭 설치

<그림 4-3-62> 차도부 포장 시공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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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도부포장

청계천복원사업에서 대부분의 기존 보도폭원이 하폭 확보와 차도 확보로 인하여 변경됨에 따라 전반적인 

보도 재포장이 필요하였고 이에 적절한 보도포장공법 선정이 필요하였다. 청계천로변에 밀집한 상업지역

의 조업주차와 조업활동을 고려하고 하천변의 미관성과 보행성에 적합한 보도블럭을 검토하였고 재질과 

형식은 조경분야에서 선정하였다.

① 공법적용

보도부 포장의 공법적용은 청계천복원에 따라 현재의 상권이 재편되고 주변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

여 개발을 전제로 경관을 제고하고 복원 후 경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토블럭 포장으로 하였다. 또

한 조업주차구간에는 점토블럭 포설시 차량 코너링으로 인하여 모서리가 깨지는 단점이 있어 습식포설공

법으로 하였다.

구분 점토블럭 소형고압블럭 화강석판석

예시

사진

특징

∙ 자연친화적 소재 

∙ 보행성,접촉성양호

∙ 내구성양호,다양한패턴

∙ 조업구간t=7.5cm, 보행구간t=5.5cm

∙ 내구성양호

∙ 형태 및 색상 다양

∙ 평탄성이 다소 미흡

∙ 조업구간t=8cm, 보행구간t=6cm

∙ 내구성이 좋고, 미관이 뛰어남

∙ 다양한 질감(표면가공)표현가능

∙ 보행성 양호

적용 ○

표 4-3-61. 보도블록 비교 및 선정

  

② 시공결과

다음은 구간별로 적용된 점토블럭포장의 내용으로, 공사마감 및 인수인계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 및 해결

결과는 <표 4-3-62>과 같다. 특히, 장애인 점자블럭(점형, 선형)및 볼라드의 경우, 처음에는 콘크리트

+PVC코팅제품으로 시공되었으나 문제점이 노출되어 점토점자블럭으로 전면 재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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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  용  공  법 문제점 및 처리결과

천변작업통로 T55mm 점토블럭

 - 천변작업통로의 조기 개통으로 하상공사를 위한 대형중기(크레인 아우

트리거 등) 사용등에 의하여 보도 국부파손 및 침하등이 발생되어 준

공전 동일자재로 보수공사 실시

상가변 보도 T55mm 점토블럭

 - 천변작업통로의 조기 개통으로 오토바이등이 통행하여 점토블럭 모서

리 탈락, 보도 국부파손 및 침하등이 발생되어 준공전 동일자재로 보

수공사 실시

상가변 조업주차 구간 T75mm 점토블럭 + 습식

 - 주차구간을 점토블럭으로 조성하여 주차구획 분리 차선도색이 불리함.

 - 주차구역 조기개통으로 전체공사 완료시까지 2년여 동안 볼라드 및 

점토블럭의 보수를 수행하였음.

장애인 

점자블럭(점형,선형)

및 볼라드

300*300mm

콘크리트+PVC코팅제품

↓ 재시공

230*114*50 

점토점자블럭

 - 콘크리트+PVC코팅 점자블럭으로 전구간 시공완료하였으나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은 부위에서 PVC코팅부가 탈락되는 하자가 발생되어 향

후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전구간 점토점자블럭으로 교체시공하였

음.

 - 장애인시설 설치규정중 점자블럭의 설치방향, 볼라드와 점자블럭의 이

격등에 부적합한 점자블럭 및 볼라드 재시공.

표 4-3-62. 구간별 점토블럭 포장

 

교량부 점자블럭 및 볼라드 설치전경(변경 보완후) - 표준형(황색) 점자블럭

<그림 4-3-63> 보도부 포장 시공현황

(5) 기타 

① 교면방수 공법의 선정 및 시공

기존 복개구조물 존치 활용구간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현재 포장층을 걷어내고 교면방수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적절한 공법선정이 필요하여 이를 검토하였다. 교면에서의 방수는 콘크리트 상판의 균열에 우수가 

침수하면 동결 팽창으로 인하여 균열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여 콘크리트 파손으로 

연결되며 콘크리트 석회질의 유리로 약화, 풍화로의 진행과 강재의 부식으로 주요부재의 단면결손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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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연한을 증대하고, 차량주행시 교면포장의 기능성을 확보를 위해 구조물에 적합한 교면방수를 비교 검토하

여, 교통통제 영향이 없는 곳은 상온식 도막방수를, 교차로부등 교통의 조기개방이 필요한 지역은 가열식 

도막방수공법을 적용하였다. 

 

구 분
도막방수 쉬트방수

가열식 상온식 가열접착식

단 면

시공

방법

교면정리→프라이머도포→방수액포설→

보호층설치
교면정리→프라이머도포→방수액포설 교면정리→프라이머도포→쉬트부착

장단점

∙ 도포후아스콘포장즉시가능

∙ 방수성우수

∙ 밀림현상 방지

∙ 보수시단시간작업불리

∙ 균열추종성 양호

∙ 공사비 비교적 저렴

∙ 시공완료후 양생기간불필요

∙ 시공이음부발생

∙ 부착력부족, 밀림현상발생

층별

역할
   

보호층 : 방수층을 보호하며 아스콘과의 부착력증대

방수액 : 교면의 상판보호 및 철근부식을 방지하며 교량안전성 및 내구성확보

프라이머 : 바탕면처리후 미세먼지등의 응집 및 방수재와 교면과의 부착력강화

검토

의견

・보수공사로서 교통통제를 최소화하고 방수층포설 즉시포장이 가능한 공법선정

・방수층의 밀림현상 및 기포발생에 의한 교면포장파손을 방지하며 교통통제 영향이 없는 곳은 상온식 도막방수를, 교차로

부등 교통의 조기개방이 필요한 지역은 가열식 도막방수공법 적용

표 4-3-63. 교면방수공법의 비교표

상온식 도막방수

상온식 도막방수는 복개 슬라브(일반구간) 교면 포장 공법으로서, 면정리 및 청소 → 도막 방수 시공

(PRIMER 도포 → 도막방수제 도포(하이로드)) → 기포발생 처리 → 아스콘 포설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 면처리 작업

  ① 평삭기를 이용하여 면작

업 실시

  ② 이물질 및 요철부위 제거

(집진기 이용)

 2.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를 0.2kg/m2 정도의 양으로 솔 또는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후 가급적 작업장 출입을 금

한다.

  ③ 프라이머를 건조시킨다.

 3. 도막방수제 도포(하이로드)

  ① PRIMER 도포 후 상온 20℃기준으로 약 30분 

경과 후면 도막 방수제 도포가 가능하다.

  ② 도포는 1.5KG/M2 로 도포하되 도막층이 부실

한 곳은 국부적인 TOUCH UP으로 보수하여 

마감한다.

<그림 4-3-64> 상온식 도막방수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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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식 도막방수

가열식 도막방수는 기존 복개구조물중 보․차도용으로 존치되는 구간에 대한 교면방수로서 존치구조물과 신

설교량 사이의 접속부 및 교차로구간에 가열식 교면방수로 시공하여 상가주변 및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교통통제 없이 차도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부시공은 다음과 같이 교량 상판의 표면처리 → PRIMER 도포 → 슈프림데크코트 M6 도막시공 → 아
스팔트 포장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 면처리 작업

  ① 평삭기를 이용하여 면작업 실시

  ② 이물질 및 요철부위 제거

 2.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를 0.4 ℓ/m2 정도의 양으로 솔 또는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후 가급적 작업장 출입을 금한다.

  ③ 프라이머를 건조시킨다.

 3. 방수막 시공

  ① 고무아스팔트 도막은 3.0~3.5kg/m2 정도의

     양으로 두께 2 mm 정도로 도포한다.

  ② 표면에 습기가 있는 경우, 방수막의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작업을 중지한다.

 4. 펠트(보호층) 시공

  ① 펠트는 방수막 도포와 동시에 부착시킨다.

  ② 펠트는 가능한 맞대음한다.

 5. 시공완료

<그림 4-3-65> 가열식 도막방수 시공과정

 

② 양안도로 신축이음 

열화된 양안도로 존치 복개슬라부 부위의 신축이음보수를 위하여 <그림 4-3-66>과 같은 소마조인트 공

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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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6> 양안도로 신축이음공법(스마트조인공법) 시공단면도

③ 우배수 계획

토공구간(L형측구 설치구간)

종배수관(우수관로)이 연결되는 곳은 맨홀을 설치하여 배수관 통로의 정기적인 보수는 물론 급경사로 배

수관 설계시 유속을 저하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림 4-3-67> 우배수 L형 측구 설치(토공)구간 단면

복개구조물구간(L형측구 미설치구간)

보도와 차도 경계부가 복개구조물 상판에 있어 L형 측구 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에서는 보․차도 경계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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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기존 복개구조물구간의 우수배수방식과 같이 배수공을 설치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그림 4-3-68> 우배수 L형 측구 미설치(복개구조물)구간 단면 

8) 교통

(1) 통합폴 시공

청계천복원 공정회의(2004. 4. 2)에서는 복원 후 청계천로 및 교차로에 개별지주로 계획된 신호등, 도로

표지, 가로등, 교통안내표지, 환기구 등의 지주를 통합하여 통합폴로 디자인을 변경하였다. 통합폴의 시공

은 도시경관 및 청계천 가로경관 개선과 통행불편 해소 및 운전자의 시인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통합폴(교통표지판+가로등)

<그림 4-3-69> 통합폴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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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중 교통모니터링 결과

① 개요

  - 청계천복원공사 교량공사 이전 : 1차 모니터링 (2004.05)

  - 청계천복원공사 교량공사 이후 : 2차 모니터링 (2005.06)

구분 조사항목 세 부 내 용 조 사 범 위

교

통

소

통

모

니

터

링

교

통

량

가  로

교통량

 ∙ 방향·차종별(소형, 대형 2종 구분)

 ∙ 시간대별 교통량  

(오전(07:00~09:00), 

점심(12:00~14:00), 

오후(17:00~19:00), 6시간)

 ∙ 분석대상가로 : 22개가로 48개구간

 - 종로, 왕산로, 청계천로, 하정로, 천호대로, 을지로, 왕십

리길, 마른내길, 퇴계로, 태평로, 무교동길, 우정국로, 소

공로, 태화관길, 삼일로, 수표다릿길, 돈화문로, 훈련원로, 

흥인문로, 난계로, 무학로, 고산자로

교

통

량

교차로

교통량

 ∙ 방향·차종별(소형, 대형 2종구분)

 ∙ 시간대별 교통량  

(오전(07:00~09:00), 

점심(12:00~14:00), 

오후(17:00~19:00), 6시간교통량)

 ∙ 분석대상교차로 : 51개소

 - 광화문, 종로구청입구, 종로1가, 종로2가, 종로3가, 종로4

가, 종로5가, 동대문, 동묘앞역, 신설동역, 태양아파트앞, 

동마장, 동아일보앞, 무교동, 광교, 청계2가, 청계3가, 청

계4가, 청계5가, 청계6가, 청계7가, 청계8가, 청계9가, 시

설관리공단앞, 신답철교앞, 신답역, 마장로입구, 흥인동, 

황학사거리, 양지사거리, 도선사거리, 마장역, 시청앞사거

리, 을지로입구, 을지로2가, 저동, 을지로3가, 을지로4가, 

을지로5가, 을지로전화국, 을지로6가, 한양공고앞, 신당

역, 도로교통공단, 상왕십리역, 왕십리역, 한양대앞삼거

리, 한국은행앞, 명동입구사거리, 퇴계1가, 퇴계2가

교 차 로

기하구조

 ∙ 교차로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
 ∙ 각 분석대상 교차로 및 가로 : 51개소

보행통행량  ∙ 횡단보도 보행통행량
 ∙ 청계천로상 횡단시설

   : 50개소

속도 및 지체도  ∙ 해당 가로구간 방향별 속도 및 지체도

 ∙ 분석대상가로 : 22개가로

 - 종로, 왕산로, 청계로, 하정로, 천호대로, 을지로, 왕십리

길, 마른내길, 퇴계로, 태평로, 무교동길, 우정국로, 소공

로, 태화관길, 삼일로, 수표다릿길, 돈화문로, 훈련원로, 

흥인문로, 난계로, 무학로, 고산자로

공

사

장

모

니

터

링

유지관리 

 ∙ 각 공사단계별 도로공사장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 공사장 점용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 수립

 ∙ 복원후 교통운영방안 수립 제시

 ∙ 청계로 및 인접가로

규제관련

 ∙ 교통관리계획도 도면 수정 작성

 ∙ 규제심의 변경자료 

작성(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및 

규제변경관련 계획 수립)

 ∙ 사전협의 및 교통규제 변경관련 신고

 ∙ 청계로 및 인접가로

표 4-3-64. 공사중 교통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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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니터링 결과 분석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가로 및 

교차로

① 구간전체

- 청계천로 가측 1개차로 및 보도상 불법 주·정차로 차

량소통에 지장 초래

② 황학교(청계8가)

- 황학교 북측 접근로에서의 직진차량의 교차로부 진입

동선과 교통시설물과의 선형불일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원인 제공

- 좌회전 규제에 따른 우회동선 확보계획 검토 요망

- 노면표시 및 보행 신호기 이설 계획 지연

- 차량통행패턴 변화에 따른 최적신호주기 선정 요망

③ 비우당교R

- 비우당교 북측 접근로 보행공간 미설치로 보행동선 단

절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내포

④ 무학교(청계9가)

- 좌회전 규제에 따른 우회동선 확보계획 검토 요망

⑤ 고산자교(신설관리공단R)

- 왕십리역→신답역방향 우회전 차량의 회전반경 미확보

로 신답역→왕십리역방향 좌회전 차량과의 상충 예상

- 신답역→왕십리역방향 좌회전 차량의 회전반경 미확보

로 왕십리역→동마장역방향 직진차량과의 상충 예상

- 차량통행패턴 변화에 따른 최적신호주기 선정 요망

① 구간전체

- 주차요금징수원을 통한 차량유도, 불법 주·정차 단속강

화및 조업주차구획의 현실적 이용활성화 검토

② 황학교(청계8가)

- 황학교 차로폭 재조정을 통한 직진차량과의 진입동선과 

교통시설물과의 선형 일치로 사고 위험 예방

- 좌회전 규제에 따른 우회동선 확보계획안 제시

- 노면표시 및 보행신호기 이설 조속히 수행, 안전성 확보

- 교량완공후 통행패턴을 반영한 최적신호시간 제시

③ 비우당교R

- 비우당교 북측 접근로 차로폭 재조정에 따른 보행공간 

확보로 보행안전 제고

④ 무학교(청계9가)

- 좌회전 규제에 따른 우회동선 확보계획안 제시

⑤ 고산자교(신설관리공단R)

- 왕십리역→신답역방향의 우회전 도류화를 통한 

  신답역→왕십리역방향 좌회전 차량과의 상충 억제

- 왕십리역→동마장역방향 직진차로의 정지선 후퇴및 도류

화를 통한 신답역→왕십리역방향 좌회전 차량의 회전반

경 확보로 직진차량과의 상충 방지

- 교량완공후 통행패턴을 반영한 최적신호시간 제시

대중

교통
∙ 버스베이내 불법주·정차 및 적치물에 의한 점용 빈번

∙ 점용방지를 위한 대안 수립 및 검토

 - 버스베이내 황색실선으로 버스정차구획 및 문자 도색

 - 정류장구간 무인주차단속시스템 도입 검토

보행자 

안전

- 보도상의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로 의한 보행안

전 위험내포

- 보도상의 이륜차 통행으로 보행안전사고 위험 내포

- 청계천로상의 보행자 교통섬의 시인성 미흡으로 야간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우려

- 청계천로상의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

량의 안전사고 발생우려

- 관계기관 지속적인 단속강화로 보행안전 도모

- 교통섬에 시인성 확보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

치 건의

- 관계기관 지속적인 단속강화로 보행안전 도모

표 4-3-65. 공사중 교통모니터링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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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경

(1) 고수호안

청계천의 고수호안은 일반하천과 달리 콘크리트벽체로 마감되는 구조물이 대부분이며 청계천 전체구간

(1,2,3공구)중 하류부 약300m만 토사호안으로 조성되었다. 콘크리트구조물의 고수호안은 1:0.3의 경사

면 벽체와 수직사면 벽체로 구분되고, 공구내 고수호안 벽체의 높이는 최저 H5.5m, 최고 H6.5m로 조

성되었다. 

① 고수호안 벽체

방형돌 허튼층붙임 (직벽 시공전경) 방형돌 허튼층붙임 (사벽 시공전경)

<그림 4-3-70> 고수호안벽체 시공단면 및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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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돌붙임 시공

돌붙임 시공이란 우리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산석, 강돌, 야면석 등의 자연석 혹은 자연가공석을 

이용하여 건물의 내·외 벽면, 못의 호안, 축대, 벽천, 장식벽 등 수직적인 구조물에 기능성 및 미관성을 

부여하는 마감공사의 일종으로 청계천에는 전국의 유명 자연석을 이용하여 시공하였다. 

충주석 돌붙임 충주석 돌붙임 문경석 돌붙임 문경석 돌붙임

포천석 돌붙임 포천석 돌붙임 상주석 돌붙임 상주석 돌붙임

<그림 4-3-71> 돌붙임공사 시공전경

③ 고수호안 옹벽녹화

고수호안의 옹벽녹화는 담쟁이, 능소화 등 다양한 식물군을 이용하여 <그림 4-3-72>와 같이 시공되었다. 

옹벽하단부 식생매트 녹화공 사면벽체 담쟁이덩굴 식재 사면벽체 능소화 식재

사면벽체 인동덩굴 식재 사면벽체 출사철 식재 사면벽체 식생매트+담쟁이덩굴 식재

<그림 4-3-72> 고수호안 옹벽녹화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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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사호안 조성

청계천 구간중 고산자교~신답철교 구간인 종점부 구간 약 300m 구간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아닌 토사 1:2 

경사면으로 조성되었다. 비교적 하천이 넓고 자연형 하천의 조성이 유리한 지역으로 고수호안은 기단부는 

세굴의 방지, 경관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H1.2m 조경석쌓기로 조성하며 상부는 하천 식물을 식재하고 네

트를 덮어 시공후 초기 우수에 의한 유실을 방지하였다. 

공법선정

          공 법

  구 분
설 계 적 용

고수호안

하단부 조경석 쌓기 + 하천식물식재 후 네트덮기

장 ∙ 단점
 ∙ 하천이 넓고 자연형 하천의 조성이 유리한 호안 공법 채택

 ∙ 세굴의 방지 및 경관적 기능을 가지며, 시공후 초기 우수에 의한 유실 방지

검토결과  ∙ 친자연적이고 경관적 기능이 우수하며, 사면의 안정성에 유리함

표 4-3-66. 고수호안(제3공구) 조성적용공법 개요

시공단면

시공단면도 시공후 전경사진대지

<그림 4-3-73> 토사호안 시공단면 및 시공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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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수호안 친수계단 설치

저수호안 및 산책로 연결 계단으로서 친수계단을 설치하였다. 특히, 고산자교 하류 토사호안과 구조물 접

속구간에 설치하여 저수호안 접근성을 높이고 평종점부 제방과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조경석 

계단을 설치하였다. 

시공단면

<그림 4-3-74> 고수호안 친수계단 시공단면

시공 후 전경

좌안 친수계단 우안 친수계단

<그림 4-3-75> 고수호안 친수계단 설치전경



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959

(2) 저수호안

저수호안 조성은 하천 홍수로부터 안정성 확보, 생물서식공간 확보로 생태계 다양성 증진, 수변경관 수준

향상 및 친수활동 증진, 이용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정 호안형태의 적용 등 설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되었

다. 하천의 단면 결정은 하천(수리)분야에서 홍수위와 통수단면 등을 고려하여 호안의 경사·호안의 높이 

등을 결정하였다. 

① 위치도 

도시형호안(4,120m) 

자연형호안(7,480m)

<그림 4-3-76> 저수호안 위치도 

  

② 시공개요

• 연    장 : 11.4km (도시형 3.8 / 자연형 7.6)

• 사면높이 : 1.0~4.1m

• 사면면적 : 22,754㎡

<그림 4-3-77> 저수호안 시공전경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960

③ 공법별 시공현황 

구  분
수      량(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8종) 11,160 3,862 4,104 3,194

조경석쌓기 4,735 2,348 142 2,245

조경석+사석 1,503 - 1,503 -

목재방틀 1,165 601 - 564

목재방틀+사석 180 - 180 -

친수계단 1,011 913 - 98

화강석판석바른층 2,079 - 2,079 -

조경석계단+L형옹벽 287 - - 287

조경석 네트 200 - 200 -

표 4-3-67. 저수호안 공구 및 공법별 조성현황

목재방틀 및 자연석 쌓기

목재방틀 자연석 쌓기

<그림 4-3-78> 목재방틀 및 자연석 쌓기 설치전경

 

조경석쌓기 + 식생 시공

지역 특성평가 선정사유

고수호안

(토사구간)

 ∙ 하단부 1.2m는 조경석쌓기

 ∙ 상부는 식재후 네트깔기

 ∙ 경관성을 고려하여 조경석쌓기

 ∙ 자연성을 고려하여 식재후 초기유실 방지를 위한 

네트(그물망) 설치

표 4-3-68. 조경석 쌓기 및 식생 시공법



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961

조경석쌓기 단면도1(1: 2) 조경석쌓기 단면도1(1: 1.5)

1단 기초돌 놓기 및 하상잡석부설 + 섬유롤 설치공사 2,3,4단 조경석쌓기 완료

<그림 4-3-79> 조경석 쌓기및 식재시공

식생사각 목재틀 + 야자섬유롤 시공

식생사각 목재틀은 방부각재와 고정강봉을 이용하여 틀을 만들고 내부공간에 잡석을 채워서 하상에 설치

함으로써 토목적인 안정성과 하천 수질 개선 및 하상 구조물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역 특성평가 선정사유

습지

 연안부

 ∙ 천변습지와 연계 서식지 조성 가능

 ∙ 조기 녹화가능

 ∙ 친자연적인 재료

 ∙ 수변습지를 생물서식공간으로 조성

 ∙ 어류 및 조류서식지 조성에 유리

 ∙ 습지와 연계된 저수호안과 연계조성

표 4-3-69. 식생사각 목재틀 및 야자섬유롤 공법 

식생사각 목재틀 시공후 야자섬유롤 시공후

<그림 4-3-80> 식생사각 목재 틀 및 야자섬유롤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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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쌓기 + 조경석네트 시공

스톤네트 공법은 특수한 제조법에 의거 자연석과 철망이 일체화된 제품으로서 하천 사면과 하상에 설치하

는 공법으로서 설치 후에는 자연석과 식생녹화가 어우러져 하천사면과 하상을 안정화시키는 자연친화적 

호안공법이다. 따라서 자연석이 단독으로 유수력에 저항하는 것과는 달리 자연석 전체가 일체화되어 유수

력에 대응하며 또한 자연석과 자연석사이의 자연스러운 공극에 복토하여 줌으로써 식물이 자라나는 이상

적인 공법이라고 평가받는다. 

지역 특성평가 선정사유

수충부

비수충부

 ∙ 돌틈에서식생서식

 ∙ 공극사이에 어류의 산란장소 및 피난처 조성

 ∙ 조경석 네트는 일체화된 구조로 안정성이 높음

 ∙ 홍수시 소류력에 안전

 ∙ 경관적으로 양호

 ∙ 어류의 피난처, 서식지 조성에 양호

 ∙ 조경석과 동일한 경관 효과

 ∙ 식생등이 가능하고 유속에 안정

표 4-3-70. 조경석 쌓기 및 조경석 네트 공법

조경석쌓기 + 조경석네트 단면도 조경석쌓기 + 조경석네트 평면도

조경석네트 시공중 조경석쌓기 + 조경석네트

<그림 4-3-81> 조경석 쌓기 및 조경석네트 시공단면 및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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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계단 시공

지역 특성평가 선정사유

데크 접근부
 ∙ 안정성강화

 ∙ 친수기능 및 데크로 접근성 확보

 ∙ 데크 및 징검다리와 연계한 연결성 확보

 ∙ 친수기능 확보

표 4-3-71. 친수계단 공법

친수계단 단면도 친수계단 상세도

친수계단(1:2구간) 시공후 친수계단(1:1.5구간) 시공후

<그림 4-3-82> 친수계단 시공단면 및 설치전경

조경석 계단

지역 특성평가 선정사유

성북천 합류부

정릉천 합류부

 ∙ 안정성 강화

 ∙ 철물일체연결형

 ∙ 경관적 효과기대

 ∙ 정릉천, 성북천의 직각수류에 의한 충격 보강

 ∙ 견고하면서 자연형 이미지 도출

표 4-3-72. 조경석 계단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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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3> 조경석 계단 시공단면 및 설치전경

④ 교량하부 저수호안공법 변경(제2공구)

교량하부 호안공법은 당초 점토블럭(밀폐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주변 경관의 고려 

및 강우시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량하부 호안사면 계단(화강석, 조경석)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보

도교 하부도 인근 호안공법과 동일하게 계획을 변경하였다.

당  초 변  경
적용교량

공  법 수량(m2) 공  법 수량(m2)

점토블럭

( 폐형)
1,232

조경석계단 813 마전교, 버들다리, 영도교, 오간수교

조경석+사석쌓기 101 나래교, 맑은내다리

조경석쌓기 87 새벽다리

화강석계단 312 다산교

계 1,313 증 81m2(수량 재산출)

표 4-3-73. 제2공구 저수호안공법 변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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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교【1개소】: 점토호안블럭[ 폐형]→조경석쌓기(새벽다리)

단면(당초) 단면(변경)

보도교【2개소】: 점토호안블럭[ 폐형]→조경석+사석쌓기(나래교, 맑은내다리)

단면(당초) 단면(변경)

차도교【4개소】: 점토호안블럭[ 폐형]→조경석계단(마전교, 버들다리, 영도교, 오간수교)

단면(당초) 단면(변경)

차도교【1개소】: 점토호안블럭[ 폐형]→화강석계단(다산교)

단면(당초) 단면(변경)

<그림 4-3-84> 제2공구 저수호안공법 변경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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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수 식수

① 여건조사 분석

<그림 4-3-85> 가로수 식재 여건

구분 천변 가로수 상가변 가로수

식재지반

 ∙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부에 식재pot를 부착하는 방법 

<대안 1>

 ∙ 상가변 가로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플랜트박스를 

보도 상부에 설치하는 방안<대안 2>

 ∙ 하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었으므로 3.0 m보도 

상부에 플랜트 박스를 설치하는 방안, 간격8m 

<대안 1>

 ∙ 조업주차 구간에 플랜트 박스를 설치하는 방안. 

간격은 평균 30m <대안 2>

가로수 

설치

장점

 ∙ 서울도심 중심부로서 가로녹지축 조성

 ∙ 개화기시 테마경관 조성

 ∙ 여름철 그늘 제공-온도저감

 ∙ 서울 도심중심부로서 가로녹지축 조성

 ∙ 녹음에 의한 공기의 정화

 ∙ 여름철 그늘제공-온도저감

단점

 ∙ 보도폭이 협소하여 보행자에게 불편

 ∙ 식재지 여건이 열악하여 생육이 어려움

 ∙ 관수시설 등 부대 공사 등의 어려움

∙ 플랜트박스 설치시 보행자에게 불편

∙ 상가주민들의 민원제기 우려

∙ 수목생장이 제한을 받음, 고사 등 위험

표 4-3-74. 가로수 설치 개요

② 가로수종 선정

구분
1공구 2공구 3공구

상가변 하천변 상가변 하천변 상가변 하천변

가로

수종 결정

회화나무

(H4.5×R15)

느티나무

(H4.0×R15)

이팝나무

(H4.0×R15)

느티나무

(H4.0×R15)

이팝나무

(H3.5×R15)

느티나무

(H4.0×R15)

느티나무

(H3.5×R12)

이팝나무

(H3.5×R12)

표 4-3-75. 공구별 가로수종 선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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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천변 가로수 식수

구  분 모 식 도

매립형

<단면>                              <파형강판 시공>

   

장  점   ∙ 보행공간의 최대한 확보      ∙ 강풍시의 안정성       ∙ 뿌리분 토양의 확보

단  점   ∙ 지중지주목 설치의 난이성    ∙ 유지관리가 어려움     ∙ 시공의 난이성

결  정
  ∙ 경량토양 조성

  ∙ 보호판은 천공부분이 적은 것        ∙ 파형강관 설치는 구조적 해결 가능

표 4-3-76. 천변 가로수 설치 개요

이팝나무 가로수 전경 이팝나무 가로수 야경

파형강판 시공 철제지주목, 가로수보호판 시공

<그림 4-3-86> 천변가로수 시공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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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가변 가로수 식수

구 분 모 식 도

플랜터

박스

장 점
 ∙ 충분한 보행공간의 확보                  ∙ 차량에 의한 훼손염려 감소 

 ∙ 사람들에 의한 훼손 감소                 ∙ 상가주민과의 민원 감소

단 점  ∙ 식재간격이 넓어 가로녹화기능이 미약     ∙ 가로변 녹지축 기능 약화

결 정

 ∙ 충분한 보행공간의 확보로 시민과 상가주민들의 편의성 제공

 ∙ 향후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유리함

 ∙ 수목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고 상징적 가로녹화 기능 부여

 ∙ 플랜트박스 설치로 인한 수목지하고 등 확보

표 4-3-77. 상가변 가로수 설치개요

상가변 가로수 전경사진 상가변 가로수 식재기반(문경석 플랜터)

상가변 가로수 전경사진 상가변 가로수 식재기반(문경석 플랜터)

<그림 4-3-87> 상가변 가로수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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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재

① 식재설계 기본 전략

하천회랑의 연결성 유도 자연성이 높은 식생 구조 복원 수직적 다양성 획보

 ∙ 청계천 ⇒ 중랑천 ⇒ 한강까지 연결

되는 생태회랑 조성

 ∙ 수변생물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장

소의 제공

 ∙ 개별종이 아닌 식물군집으로 설계

 ∙ 여러 종으로 구성된 식물 군락으로 

조성

 ∙ 다양성이 있는 계층구조

 ∙ 식물종에 따른 다양한 생물종들의 서

식여건 조성

표 4-3-78. 식재설계의 기본전략

② 공간별 식재 개념

<그림 4-3-88> 공간별 식재 개념도

공간구분 식 재 방 향  및  조 건 

상가변가로수

 ∙ 가로경관의 조성

 ∙ 수직으로 곧게 자라는 수종, 지하고가 높은 수종

 ∙ 가로수 설치후 보도가 협소하여 보행에 불편함 초래

천변가로수

 ∙ 하천경관 조성을 위한 식재기능 

 ∙ 지하고가 높은 수종

 ∙ 직근성 수종이 아닐 것         

 ∙ POT 내 식재에서도 생명력이 좋을 것

토사제방상단
 ∙ 하천경관을 조성하는 기능을 충족시킬 것

 ∙ 능수버들을 식재하여 하천의 고유 경관을 조성

고수부지

 ∙ 하천이용 시민의 주 활동 지역

 ∙ 청계천 ⇒ 한강까지 연계되는 생태코리더 조성

 ∙ 침수에 강한 식물, 주요부분은 경관식재 도입(Point 식재)

저수호안 
 ∙ 고수부지와 연계되어 하천의 경관조성

 ∙ 저수호안 공법과 병행사용, 경관성 및 호안 안정성에 기여

고수호안벽체 
 ∙ 인공적 구조물의 경관완화 기능

 ∙ 녹음, 단풍, 개화기시의 경관을 고려한 수종선정

표 4-3-79. 공간별 식재 설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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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별 식물 식재

천변습지 식재

공  간 특    성 식물종 조건 식물종 선정 이 미 지(갈대)

천변

습지

 ∙ 사주부에 형성되는 

인위적인 완도형으로 조성

 ∙ 어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의 서식이 가능한 종

 ∙ 정수식물 군락조성

 애기부들, 갈대, 매자기,

 도루박이, 큰고랭이, 

 털부처꽃, 노랑꽃창포

표 4-3-80. 천변습지 식재개요

황학교~무학교 습지공간 무학교~세월2교 습지

무학교 하류 습지부 전경 고산자교 하류 습지부 전경

<그림 4-3-89> 천변 습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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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호안 식재

공  간 특    성 식물종 조건 식물종 선정
이 미 지

(달뿌리풀, 물억새)

저

수

수

충

부

 ∙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름

 ∙ 기울기가 급함

 ∙ 근계발달이 왕성한 종

 ∙ 수류에 쓰러졌다가 

재생할 회복력이 있는 종

 달뿌리풀, 갯버들, 

 누운갯버들,키버들, 

 갈대, 석창포

호

안

사

주

부

 ∙ 수심이 얕고 유속이 완만

 ∙ 토양 퇴적 구간

 ∙ 기울기가 완경사

 ∙ 지하경과 포복경이 

발달한 종

 ∙ 부분적매몰후에도 지속 

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

 물억새, 노랑꽃창포, 

 갈대, 매자기, 

 큰고랭이, 석창포,

 털부처꽃

표 4-3-81. 저수호안 식재개요

 

황학교 하류 무학교 상류

무학교 하류 무학교 하류

고산자교 상류 고산자교 하류

<그림 4-3-90> 저수호안 식재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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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부지 식재

공  간 특    성 식물종 조건 식물종 선정 이 미 지

고수

부지

 ∙ 1년에 2-3회 침수

 ∙ 사람의 이용이 많고 녹지의 

연결회랑  

 ∙ 생태적 서식공간 및 경관적 

요소인 식물 

 ∙ 건조기에 강한 식물

 물억새, 흰갈풀, 수크령, 띠, 

털부처꽃, 꼬리조팝, 갈대, 

왕원추리, 매자기 노랑꽃창포, 

키버들 

교목식재 경관 및 그늘제공 능수버들 (왕원추리)

표 4-3-82. 고수부지 식재개요

 

황학교~무학교간 고수부지 무학교 하류

고산자교 상류 고산자교 상류

고산자교 하류 고산자교 하류

<그림 4-3-91> 고수부지 식재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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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 녹지대

공  간 특    성 식물종 조건 식물종 선정
이 미 지

(인동덩굴)

천변

녹지대

 ∙ 고수호안 신설벽체의 상단

 ∙ 콘크리트로 된 식재포트

 ∙ 내건성, 내한성이 강한 

수종

 ∙ 빠른 시간내 피복할 수 

있는 수종

줄사철

인동덩굴

표 4-3-83. 천변녹지대 식재개요

 

<그림 4-3-92> 천변 녹지대 설치전경

군식플랜트 식재

공  간 특    성 식물종 조건 식물종 선정
이 미 지

(말발도리)

군식

플랜트

 ∙ 하천변 신설벽체 상단에 

플랜트 박스 설치

 ∙ 경량토 사용

 ∙ 키가 크지않은 관목

 ∙ 개화기시 꽃이 아름다운 

식물

수수꽃다리,

말발도리나무

덜꿩나무, 백철쭉

표 4-3-84. 군식플랜트 식재개요

 

<그림 4-3-93> 군식플랜트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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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호안(토사) 식재

공  간 특    성 식물종 조건 식물종 선정 이 미 지(흰갈풀)

고수

호안

(토사)

 ∙ 수리적 안정성 확보

 ∙ 녹지회랑의 기능회복

 ∙ 조기녹화, 활착률이 높은종

 ∙ 1년이상 재배하여 뿌리가 

360도 이상 돌아간 식물 

 띠, 흰갈풀, 수크령, 

물억새, 능수버들, 

찔레나무, 꼬리조팝

표 4-3-85. 고수호안(토사) 식재개요

 

<그림 4-3-94> 고수호안(토사법면) 식재 설치전경

틈새 식재

공  간 특    성 식물종 조건 식물종 선정 이 미 지

틈새

식재

 ∙ 돌 재료의 딱딱한 

이미지를 보완

 ∙ 식물종을 혼합해도 잘 

성장 할 수 있는 종

 물억새, 달뿌리풀, 등

 5종 종비토

표 4-3-86. 틈새 식재개요

 

저수호안 틈새 식재 저호수안 식생매트

<그림 4-3-95> 저수호안 틈새식재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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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

포장은 환경친화성, 공간별 특화, 보행 및 관리의 용이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시공되었다. 

환경친화성 공간별 특화 보행 / 관리의 용이성

 ∙ 자연친화적 느낌을 줄 수 있는 건강

한 천변산책로 조성

 ∙ 자연적 질감과 색채의 소재를 활용

한 포장설계

 ∙ 특화된 쉼터의 기능과 테마를 고려

한 포장재 도입

 ∙ 교량하부는 개구부등을 고려하여 블

럭포장도입

 ∙ 장애자, 관리용차량 등의 접근과 통

행 및 고수부지 이용에 편리한 포장

재 도입

 ∙ 세굴방지와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

려한 포장재 도입

표 4-3-87. 산책로 포장 기본방향

① 산책로 포장

폭원계획

주 산책로의 경우, 좌·우안 고수부지의 주산책 기능과 관리용 차량의 통행을 겸용한 폭 3.0m의 산책로로 

조성하고, 보조 산책로의 경우 좌·우안 고수부지에 최소한의 산책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폭 1.5m의 보조 

산책로로 조성하였다.

∙주산책로 :경화흙포장

∙쉼터 :자연석판석 포장

∙천변가로

 :점토벽돌포장

∙상가보도+조업주차

 :점토벽돌포장

∙보조보행로

 :경화흙포장

<그림 4-3-96> 산책로 포장 개념도

도입 포장재

포장재는 경화흙포장으로 주 산책로(W=3m)와 보조 산책로(W=1.5m)포장재로 이용되었다.

포 장 재 규 격 단 위 수 량 적 용

경화흙포장 T150 M2 7,154  관리용차량 겸용 산책로 및 보조산책로 

표 4-3-88. 포장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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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 판석+경화흙포장 화강석 판석 포장 화강석 박석포장

<그림 4-3-97> 포장재별 설치전경

② 산책로 조성

산책로 조성은 이용자 접근, 통행,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되, 친환경적 자연성 소재를 사용하고 질

감과 색채를 고려하였다. 또한 산책 및 유지관리 기능(폭3m, 6톤)을 병행하되, 좌우양안중 한곳은 자연성 

증진을 위해 산책로를 최소화하도록 시공되었다. 

주산책로 보조산책로

<그림 4-3-98> 산책로 포장 설치전경

③ 충주사과나무길

충주시 주최로 청계천복원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시 상징인 사과나무를 

고산자교~신답철교 간 제방상단에 4~5년생 120주를 기념 식수하였다.

충주사과나무길 전경(좌안) 충주사과나무길 전경(우안)

<그림 4-3-99> 충주사과나무길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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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량하부 및 수문주변 포장계획 변경(제2공구)

시장 및 행정 제2부시장 현장 순찰시 교량하부 및 수문주변 포장재료에 대해 기존의 점토블럭에서 판석포

장으로 변경검토 지시에 따라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산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  법
점토블럭(식재형, 폐형)

경화흙포장등

마천석, 포천석, 자연석판석포장

사고석포장, 다공질블럭등

적용면적(m2) 3,681.9 3,681.9 증감없음

표 4-3-89. 교량하부 및 구문 주변 포장변경 개요

다공질블럭에는 수크렁 16본/m
2
 을 식재하였고, 사고석(100×100×100T)은 100×100×50T로 변경되었다. 

충주석계열 판석자재는 충주석, 마천석, 고흥석등 있으나 충주석은 수급이 곤란하고 고흥석은 검은 색상

이 약하므로 마천석(버너마감+모따기)으로 결정되었다. 

• 자연석 판석 (물가지 적용, 1공구와 동일한 온양석 판석사용)

• 다공질 블록(물가지 적용)

   - 다공질 블럭 사이에 개소당 수크렁 16본/m2 식재

• 사고석포장은 공사2담당관-2273호에 의거 100×100×100T에서 100×100×50T로 변경

구  분 포장위치 포장재질 비  고

좌  안 고수호안

차도교

(마전교,버들다리,오간수교)
판석포장(포천석)

보행동선이 연결된 곳으로

주변과 비슷한 색상으로 선정

평탄성고려 버너마감

(다산교, 영도교) 판석포장(자연석) 보행동선이 연결되지 않은곳

보도교, 개구부 다공질 블록

주변이 식생과 연결된 곳

(새벽다리는 교량하부와 고수부지간 높이

가 낮아 260형(H=19cm) 적용

산책로 차도교, 보도교, 개구부 판석포장(마천석) 평탄성고려 버너마감

우  안 고수호안 차도교 판석포장(자연석)

보도교, 개구부

판석포장(자연석)

다공질 블록

산책로 동선과 연결되고 폭이 협소한곳.

(오간수교 상류)

주변이 식생과 연결된 곳

(식생매트로 폭이 넓은곳)

표 4-3-90. 교량하부 및 구문 주변 포장변경 시공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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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내 각종 시설물

청계천의 시설물은 기능성·안정성, 역사성·상징성, 경관성·환경성을 염두에 두고 시공되었다.

기능성·안정성 역사성·상징성 경관성·환경성

 ∙ 홍수위, 통수단면, 유속을 고려하여 

수위상승 최소화를 위해 

유하방향으로 배치

 ∙ 이용자의 휴식과 조망, 편리성, 

안정성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

 ∙ 청계천의 역사적 맥락과 복원의 

상징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설물 

설계

 ∙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재료, 색상, 

질감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 경관성 및 자연의 회복을 고려한 

시설물 디자인

 ∙ 하천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소재의 

시설물 도입

표 4-3-91. 하도내 시설물 시공방향

하도내 시설물

징검다리 여 울 거석놓기

 ∙ 친수 및 하천횡단의 기능

 ∙ 자연형 하상미지형 유도

 ∙ 어류와 곤충의 산란지, 휴식처, 서식처 제공

 ∙ 징검여울 / 평여울 

 ∙ 다공질 호안조성으로 어류의 먹이원인 

수생곤충과 부착조류의 서식처 제공

거석수제(날개수제) 횃대설치 하도습지

 ∙ 사주부 형성과 생물 미서식처 조성

 ∙ 국부적 세굴과 퇴적 유도·어류의 피난처

 ∙ 경관적 요소의 기능 

 ∙ 조류들의 쉼터 

 ∙ 목재틀과 사석으로 채워 하상 바닥에 설치

 ∙ 식생롤과 식물재료로 어류 및 소생물의 피

난처,  서식처 제공

<그림 4-3-100> 하도내 시설물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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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망 및 친수시설

청계천변에는 친수활동과 수변으로의 조망을 위한 다양한 수변데크 및 친수계단이 설치되었고,  천변보도

를 따라 하천으로의 조망이 확보되는 공간에 전망테라스가 조성되었다. 특히, 데크시설은 하천 홍수로부

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규모의 최소화, 수변 이용과 휴식장소 제공 및 조망권 확보, 친수활동 증진에 

기여, 물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배치 등에 염두로 두고 시공되었다. 

전망테라스 수변데크

친수형계단 “A” 친수형계단 “B”

<그림 4-3-101> 조망 및 친수시설 설치전경

(8) 기타 시설물

① C⋅I 시설

C·I 시설은 홍수단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량을 최소화하면서 유수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되, 

청계천 특성에 맞도록 디자인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청계천변에는 방향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안

내판과 방향표지판, 하천변 다양한 체험을 위한 경관 해설판 및 수목표찰 등이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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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식물안내 표찰 평의자

<그림 4-3-102> C·I 시설 설치전경

② 진출⋅입 시설(진입계단 및 경사로)

진출입시설은 친수 접근성 및 친수활동 증대, 홍수로부터 안정된 구조 설계, 하천 경관향상에 기여 등을 

고려하여 시공되었다. 

진입계단 램프(장애인 경사로)

<그림 4-3-103> 진출·입 시설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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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조경시설물 시공현황

청계천복원사업은 단순히 하천의 원형복원이 아니라 도심의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라는 문화적 복안이 깔려 있는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친시민적인 문화예술품과 

조형물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었다. 주요한 조경시설물의 구체적인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연번 시설명 위치 시설규모 컨셉

1 청계광장 청계광장

 ∙ 총면적 : 6,960㎡(2,105평)

  - 광장부 : 872평

  - 도로부 : 973평

  - 수변부 : 260평

 ∙ L=150m,  B=50m

 ∙ 만남과 화합,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

로 승화

 ∙ 열린마당의 이미지로 전통 보자기 문양의 석

재포장

2 미니어처 청계광장
 ∙ L=61m
 ∙ 재료 : 마천석

 ∙ 청계천 모양을 1/100 축소

 ∙ 한눈으로 청계천 감상

3 청계분수 청계광장

 ∙ 상부폰드 : 15.5×9.2m

 ∙ 하부폰드 : 13.0×3.6m

 ∙ 캔들분수 : 144개

 ∙ 슈터노즐 : 24개

 ∙ 플렛노즐 : 10개

 ∙ 물의 시작을 알림

 ∙ 고요하면서도 다이나믹한 분위기를 연출함

 ∙ 아나로그형에서 디지털형 분수 시대로 탈

바꿈

4 청계폭포 청계광장

 ∙ 상부 : L=12.6m, H=1.0m, 물두께 12cm

 ∙ 하부 : L=12.6m, H=3.3m, 물두께 11cm

 ∙ 유지용수 : 73,000㎥/일

 ∙ 장엄하면서 경쾌한 청정의 물소리를 연출함 

 ∙ 토구 가림 역할을 함

5 팔석담 팔석담

 ∙ 팔도석 : 279톤    

 ∙ 분출구 : 8개소

 ∙ 팔석담 : 900㎡

 ∙ 팔도 생산 상징석 배치

 ∙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염원

 ∙ 동전 던지는 장소, 토속적 소원성취 장소로 

인식

6 반차도
장통교

상하류

 ∙ 명칭 : 정조대왕능행반차도

 ∙ L=186m   ∙ H=2.5m
 ∙ 재료 : 도자기

 ∙ 조선시대 왕의 웅장한 행차 의식도

 ∙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알림

 ∙ 효행사상을 그림

7
삼각워터

스크린

장통교

하류 우안

 ∙ L=13.9m(노즐 384개)

 ∙ H=2.1m
 ∙ 수량 : 14,000㎥/일

 ∙ 삼각동 노출토구 가림과

  수경경관 연출

8
삼각

수변데크

장통교

하류좌안

 ∙ L=16m
 ∙ W=4.5m(말라스)

 ∙ 친수공간 조성

 ∙ 삼각워터스크린 조망

9
세운

고사분수

세운교

상류

 ∙ 수경관 높이 : 15m

 ∙ 동력 :  7.5Hp 1대

 ∙ 수원 : 하천수이용

 ∙ 수변경관 연출

 ∙ 폭기현장으로 수질개선

10 옥류벽천
마전교

상류좌안

 ∙ H=1.5m
 ∙ W=1m(물두께 2cm)

 ∙ 동력 : 3Hp 1대

 ∙ 수량 : 450㎥/일

 ∙ 비원내 옥류천을 형상화

11 문화의벽
오간수교

상류좌안

 ∙ 규모 : 10m×2.5m×5개소

 ∙ 재료 : 도자기

 ∙ 미래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자벽화를 

제작설치 함

 ∙ 서울의 노래(전갑배)

 ∙ 시각의 미로(배진환)

 ∙ 별(장수홍)

 ∙ 기억의 저편(백명진)

 ∙ 생성-빛(강석영)

표 4-3-92. 주요 조경시설물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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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경시설물 시공현황 <계속> 

연번 시설명 위치 시설규모 컨셉

12
패션광장

하천분수

오간수교

상류

 ∙ L=22m          ∙ H=8~3m

 ∙ 동력 : 3대

 ∙ 수량 : 5,600㎥/일

 ∙ LED 조명등 : 56개

 ∙ 동대문주변 패션시장으로 하늘을 향해 열린 

공간에 수경을 연출

13
패션광장

야외무대

오간수교

상류우안

 ∙ L=11.3m          ∙ W=4.4m

 ∙ 화강석계단 : 113m

 ∙ 동대문시장 패션상가의 의미를 부각한 공간

으로 패션쇼 등을 할 수 있는 야외문화 무

대를 조성

14
영조어필

준 천 가

오간수교

하부좌안

 ∙ L=6.0m          ∙ H=2.0m
 ∙ 오석 음각

 ∙ 1760년 영조가 개천준설에 공이 있는 신하

에게 내린 글

 ∙ 준천에 대한 영조의 공덕을 찬양한 글(체제

공시)

15
오간수문

준 천 도

오간수교

하부우안

 ∙ L=6.0m          ∙ H=2.0m
 ∙ 재료 : 도자기

 ∙ 1900년대 초 오간수문사진

 ∙ 1760년 영조가 오간수문위에서 개천준설을 

지켜보는 모습을 그림

16
오간수문   

벽천

오간수교   

좌안

 ∙ L=18.5m          ∙ H=0.4m
 ∙ 수량 : 680㎥/일

 ∙ 옛 오간수문을 1/2로 축소하여 설치

17 색 동 벽
오간수교

하류좌안

 ∙ L=18m          ∙ H=1.5m
 ∙ 재료 : 도자기

 ∙ 전통 색동의 아름다움, 꿈, 사랑, 동심, 그

리움을 표현

 ∙ 작가 : 이규환

18
다 산 교

수변데크

다산교 

상류

 ∙ L=26m
 ∙ W=4.4m

 ∙ 재료 : 말라스, 판석

 ∙ 친수활동 증진

19 빨 래 터
다산교

하류좌안

 ∙ L=32m
 ∙ W=4.8m

 ∙ 빨래돌 : 39개

 ∙ 옛 청계천에서 빨래하는 빨래터 모습을 

재현

20 소망의벽
황학교    

하류좌우안

 ∙ 참여인원 : 2만 명

 ∙ L=50m           ∙ H=2.3m
 ∙ 도자벽화 2개소

 ∙ 청계천복원에 국민적 참여확대

 ∙ 만남과 화합, 소망을 기원

21 황학벽천
황학교    

하류우안

 ∙ L=20m          ∙ H=5m
 ∙ 물두께 : 1.3cm

 ∙ 수량 : 4,700㎥/일

 ∙ LED 조명등 : 88개

 ∙ 청계하류구간 쾌적한 수 경관 연출

22
황  학

수변데크

황학교    

하류우안

 ∙ L=85m          ∙ W=7m

 ∙ 재료 : 아피통

 ∙ 친수활동 증진

 ∙ 생태관찰

23 버들습지1
황학교~

비우당교

 ∙ L=300m
 ∙ 습지식생 조성

 ∙ 자연형 하천복원

 ∙ 생태 비오톱 조성

 ∙ 수생생물 서식 및 은신처 제공

24
비 우 당  

터널분수

비우당교   

상류우안

 ∙ L=50m   H=5m
 ∙ 터널폭 : 16.5m

 ∙ 노즐수 : 42개

 ∙ LED 조명등 : 42개

 ∙ 하늘을 나는 터널분수 아래로 시원한 

경관을 연출

25 하늘물터
비우당교   

하류

 ∙ 존치교각 : 3개

 ∙ 경관조명

 ∙ 청계천의 옛 다리교각을 보존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

26 버들습지2
무학교하류

~제2세월교

 ∙ L=300m
 ∙ 습지식생조성

 ∙ 자연형 하천복원

 ∙ 생태서식환경(수상,육상)조성

27
고산자교

수변데크

고산자교

하류

 ∙ L= 76m
 ∙ W=3m

 ∙ 친수활동증진

 ∙ 생태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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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 청계광장 미니어쳐

청계분수 청계폭포

팔석담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

삼각동 워터스크린 (장통교 하류 우안)광교 친수데크

<그림 4-3-104> 주요조경시설물 시공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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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교 하천분수 (세운교 상류) 옥류천

문화의 벽 색동벽

준천가 준천도

오간수문 빨래터

주요 조경시설물 시공전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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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의 벽 전경(좌안) 소망의 벽 전경(우안)

벽천정면 벽천측면

터널분수 터널분수 야경

고사분수 친수데크

주요 조경시설물 시공전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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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기

청계천복원공사의 전기부문공사는 크게 도로조명 설비공사, 동력부하전원 설비공사, 경관조명 설비공사, 

방송 설비공사, CCTV 설비공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청계천복원공사의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기능

성, 효율성, 운영상, 경제성, 신뢰성에 바탕을 두었으며 청계천복원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최신의 전기 기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신공법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계천복원공사의 전기공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조명

① 가로등

가로등은 청계천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주간경관, 야간경관, 도로조명의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 선정하였

다. 가로등주의 형태는 원형, 사각, 8각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미관을 고려하여 원형 테파를 적용하

였고, 청계천 경관조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8m POLE의 디자인을 선택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가로등

의 긴 수명과 유지보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SUS에 광고물 부착방지 도료를 처리하였다. 

도로조명에 사용되는 광원은 고압 나트륨등, 저압 나트륨등, 메탈 헬라이드 램프, 수은 램프 등이 있으나 

광원의 선정은 광원효율과 수명 등에 따른 투자비와 유지관리비에 관계되므로 광색, 연색성, 주변환경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청계천복원공사에서는 평균수명이 길고 먼지, 매연 등에서 투시성이 좋

은 메탈 헬라이드 램프를 선정하였다. 특히 청계천 양안도로는 폭이 약 7m로 매우 협소한 편이어서 도로

조명의 빛으로 인한 청계천 경관조명과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본 도로에서는 커트 오프형으

로 전면 배광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였다. 

② 가로등용 분전반 전원

가로등용 분전반은 단상2선식(220V, 50A, CV60SQ/1C×2,CP54C,자립형, W660×H1589×D365, 분기4회

로) 규격이 주로 설치되었다. 

품 목 규 격 비고

가로등
8m 1등용

CDM 150W
MT-3, 수전차단기 설치

통합폴
8m 1등용

CDM 150W

분전반
1Φ 2W, 220V

W660×H589×D365
수이 자동차단. 원격무선 수신장치 내장

표 4-3-93. 도로조명시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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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로등 하천변 가로등 가로등용 저압분전반 

<그림 4-3-105> 가로등 및 분전반 설치전경

(2) 동력부하전원 설비공사

① 탈취설비 전원공사

탈취설비의 전원 공급장치로써 원격으로 ON/OFF 제어가 가능한 설비를 시공하였다. 

분전반 설치현황 탈취설비(고산자교 하부)

<그림 4-3-106> 탈취설비 관련 시설 설치전경

② 터널분수 전원공사(3공구)

비우당교 우안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분수의 전원은 원격 ON/OFF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공하였다.

분전반(비우당교 우안) 터널분수

<그림 4-3-107> 터널분수 전원관련 시설물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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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관조명

(1) 개요

청계천의 경관조명은 청계천복원의 환경적 요소와 상징성에 부합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

경친화적인 경관조명을 연출하되, 청계천의 개성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독특한 상징성 및 아름다움을 연

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각 공구별 시설물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로등주(교량등, 공원

뜰, 보안등 제외) 조명기구, 램프, 안정기는 별도의 C.I 사업을 시행하여 공급하며 설치수량, 위치, 조도

기준은 설계에 반영하였다. 청계천의 전체적인 경관조명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로 조명 천변 조명                   도로 조명

도로 기준조도

30 LUX

도로 기준조도

30 LUX
200년 홍수위

상가측 서울시 가로등

높이 : 8M

기구간격 : 28M

상가측 서울시가로등

높이 : 8M

기구간격 : 28M

50년 홍수위

평수위

<그림 4-3-108> 청계천변 조명시설 배치개념도

(2) 1공구(태평로입구~광장시장)

① 시점부 광장 조명

• 메탈 할라이드 램프를 이용한 지중 매입 등으로 조형열주와 수목 상향 투광조명

• 캐스캐이드 물속 광섬유 끝발광 포인트 등에 의한 생명감있는 별빛 패턴(Dimming System 적용, 계

절별 연출 가능)

• LED 수중등에 의한 연못 측면의 제트펌프, 워터스크린 그리고 고사분수의 다이나믹한 수공간 빛의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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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컨셉

• 상징성

청계천의 역사적 상징성을 반영한 시점공간으로 상징조형물과 조형열주를 Warm White Color로 상향 

투광 조명하여 수직적인 빛으로 발전하는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 부각

• 휴먼 스케일에서의 친근감

도시속 Open Space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변 오피스 건물의 이용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

원으로 눈부심이 없는 쾌적한 빛 환경을 조성하며, 수목 상향조명으로 도로조명과 구분 지어 지는 새

로운 “빛의 Boundary”를 형성(동절기엔 수목 조명용 지중등에 Yellow Color Filter를 장착하여 따

뜻한 빛을 형성)

• 수공간과의 조화

연못 속에 갈대형상의 끝발광 조형물에서 나오는 움직이는 빛과 캐스캐이드 물속에 수놓아진 움직이는 

별빛 패턴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생명력 있는 야경을 연출(Dimming System 적용으로 빛의 세기를 

자연스럽게 조절)

     

② 교량 경관조명 시공

• 상부 

 - 바닥 또는 난간에 컴팩트한 타입의 기구를 매입하여 기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교량 난간만을 조명하여 수평적으로 선명(SHARP)하게 보이도록 연출함.

• 하부

 - 메탈 할라이드 램프를 이용한 교량배면 상향 투광조명(간접조명)으로 기본 조도 및 안전성 확보, 

배면을 밝혀줌으로써 시각적·심리적으로 가벼운 느낌을 부여함.

 - 교명주 조명으로 교량의 인지성 및 정체성(identity)을 부여함.

모전교

• 조명 컨셉 : 시점교량으로의 “상징성” 강조하면서 아치형태의 곡선적 형태미와 석재 마감의 재질

감과 전통미 부각

• 조명 방법 : 교량하부 수중에 할로겐등을 설치하여 따뜻한 느낌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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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교

• 조명 컨셉 : 문화재에 따뜻한 느낌을 담아 훈훈하게 과거를 회상하게 연출

• 조명 방법

 - Warm Light로 문화재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 조명

 -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박스 안에는 White와 Blue을 섞어 현대적 감각을 조명

`

광교

• 조명 컨셉 : 아치교량의 구조적 형태미, 입체미 부각

• 조명 방법 

 - 상부 난간 시원한(cool) 느낌의 빛으로 라인 상향 조명

 - 교량하부 상향 투광등으로 실루엣 조명

 - 교량하부 센서형 직부등 설치로 통행 시 답교놀이 패턴 조명

 - 현대적 감각의 세월교와 배치하여 문화와 역사를 조명  

삼일교

• 조명 컨셉 : 남산과 인사동을 연결하는 중심교량으로 “인지성”을 강조

• 조명 방법

 - 교량상부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설계하여 역사속의 현재를 조명

 - 교량하부를 따뜻한(warm) 느낌의 상향투광조명

장통교

• 조명 컨셉 : 행인이 많은 인도교로, 편함과 여유로움을 제공하는 교량으로 강조

• 조명 방법 : 제논등을 이용하여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조명

임시보도교

• 조명 컨셉 : 역사적 “전통성”을 연출

• 조명 방법

 - 보도내측 난간 상부에 기구를 매입 설치하여 하향 조사

 - 실루엣 조명으로 석재 난간의 디테일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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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교

• 조명 컨셉 : 현대적 이미지의 교량

• 조명 방법

 - 교량 난간 상부에 기구를 설치하여 커브조명(Cove-Light )

 - 교량 하부 WARM COLOR로 투광조명

세운교

• 조명 컨셉 : 패턴조명과 기능적 안전성

• 조명 방법

 - 빛의 광장으로 교량 상부를 조명

 - 교량 하부 WARM COLOR로 투광조명

배오개교

• 조명 컨셉 : 현대적 이미지로 인지성 부각

• 조명 방법

 - LED 난간조명

 - 교량 하부 WARM COLOR로 투광조명

③ 시설물 조명

맴돌여울 

• 조명 컨셉 : 수공간 연출조명으로 빛의 유희성 부여

• 조명 방법

 - 돌 상부에 매입하여 빛의 포인트로 연출

 - 태양광을 이용한 자체발광 시스템으로 별도의 전기배관이 필요하지 않음.

   

징검다리 

• 조명 컨셉 : 수공간 연출조명으로 빛의 연결성 

• 조명 방법 : 수중에서 연출로 빛의 이어짐을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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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호안 야간전경 시점부광장 야간전경

모전교 모전교

광통교 광교

광교 광통교지

<그림 4-3-109>제1공구 주요 경관조명시설물 시공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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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 삼일교 보도 은하수 조명

장통교 임시보도교

관수교 세운교 교량상부 바닥 면

세운교 배오개교

제1공구 주요 경관조명시설물 시공전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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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동 맴돌여울 징검다리 수중등

제1공구 주요 경관조명시설물 시공전경 <계속>

(3) 2공구(광장시장~난계로)

① 기본방향

  - 새로운 도전, 변화의 시작

  - 다양한 모습의 조화

  - 도심 속의 자연이라는 경관개념에 부합되는 친환경적이고 편안한 야간경관

  - 다양한 형태의 주변 환경과 대비되는 안정감 있고 통일된 정체성 향성

  - 역사적, 지역적 특징을 부각시키는 개성 있는 야간경관 연출로 흥미로운 공간으로 변화

② 교량조명

새벽다리

• 조명 컨셉 : “흔적” 
 - 추억의 야시장의 풍경을 재현하는 건축디자인으로 따뜻한 천막안에 모여 있는 모습.

 - 주변의 복잡한 저녁시장의 정겨움과 풍요로움을 인위적이지 않은 간접조명 방식에 의한 은은한 이

미지

• 조명 방법 : UP-LIGHT방식으로 천막하면을 투사하여 반사빛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마전교

• 조명 컨셉 : “빛의 마을”
 - 보도상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Gate로서의 인지성과 보행조도 확보

• 조명 방법

 - 난간기둥에 스텝라이트를 설치하여 보행의 안전 확보

 - 교량성부의 조명은 교차로에 위치하는 가로등 폴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투광



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995

나래교

• 조명 컨셉 : “화려한 비상”
 - Arch의 부드러운 곡선미의 부각으로 비상의 날개를 연상시킴.

 - LED에 의한 다양한 색상연출로 패션중심지의 화려함과 역동적임을 야간경관으로 함축표현

 • 조명 방법 

 - 양옆으로 뻗은 날개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UP-LIGHT로 투사 

 - LED 등기구를 내장하여 다양한 색상변화 표현

 - 난간을 UP-LIGHT하여 보행자의 안전 유도

버들다리

• 조명 컨셉 : “편안함(安)”
 - 색온도 3000K의 전구를 사용하여 쉼터로서의 아늑하고 편안한 조명 연출

• 조명 방법 : 상판을 상향 투광하여 부드러운 간접 광으로 보행조도 및 이미지 연출

오간수교

• 조명 컨셉 : “부활(성곽 및 녹지)”
 - 끊어진 서울성곽을 부각시키는 조명

• 조명 방법

 - 난간바깥쪽에서 따뜻한 색상의 램프로 UP-LIGHT하여 옛 성벽의 온화함을 표현

 - 안쪽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스텝라이트를 설치하여 조도를 확보

맑은내 다리

• 조명 컨셉 : “도약”
 - Arch와 와이어가 중첩되어 뻗어나가는 조형성 부각

• 조명 방법

 - 양옆으로 뻗은 날개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UP-LIGHT로 투사 

 - 난간을 UP-LIGHT하여 보행자의 안전 유도

다산교

• 조명 컨셉

 - 조형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주탑 연출

 - 높은 주탑과 사장교의 와이어 부각

• 조명 방법

 - 와이어와 높은 주탑을 UP-LIGHT로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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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교

• 조명 컨셉 : “애도”
 - 정적인면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광량이 약한 램프로 최소한의 형태만을 부각

• 조명 방법

 - 이미지폴을 UP-LIGHT로 투사 

 - 보도조명과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전반조명을 사용

③ 옥류천

• 조명 컨셉 : 옥류천의 합류점을 인지시키고 수직적 조형요소인 폭포를 표출시켜 시환경의 액센트를 

유도

④ 오간수문

• 조명 컨셉 : 오간수의 아치몰을 뚜렷이 부각시켜 시대성을 알리고, 돌다리 측면부에는 수중을 설치

하여 수직선의 위치와 수평면의 수면을 대비시켜 흥미로움과 조형성을 부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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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다리 마전교

나래교 버들다리

오수간교 맑은내다리

다산교 영도교

<그림 4-3-110> 제2공구 주요 경관조명시설물 시공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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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간수문 옥류천

고사분수 천변경관

준천가 천변경관

제2공구 주요 경관조명시설물 시공전경 <계속>

(4) 3공구(난계로~신답철교)

① 기본방향 

3공구의 야간경관조명은 빛의 양이 과해서 넘치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의 절제된 빛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둠과의 대비감을 이용한 절제된 빛, 환경을 경관조명으로 연출하여, 주간경관 계획의 개념인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할 할 수 있는 빛의 계획을 구상하였다. 특히 야간경관조명을 위해 설치된 각종 기

구들이 주간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눈에 보이지 않게 하거나 보이는 부분도 구조체와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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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명기구를 직접 설계하기도 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관리의 편의성, 그리고 아름

다운 색상연출이 가능한 태양광 LED조명을 적극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물이 흐르는 정원으로 청계천 3공구 빛의 테마가 선정되었다. 

② 교량조명 

전체 5개 교량에 대하여 경관리듬감, 휘도레벨을 연출하여 강약과 중간 등 빛의 리듬감을 연출하였다.

구   분
등기구 

TYPE
규   격 수 량 회로구분 위   치

황 학 교 M1 HQI70W 12 A,B,C 교량하부

X1 XENON LAMP 1M X 92 A 교량 옆면

N2 MH 70W 14 A,B 교량가로등

N3 LED 1.5W 35 A,B 교량보도등

N13 CDM-T 70W 24 A,B 교량하부 UP-LIGHT

비우당교 M1 HQI70W 12 A,B,C 교량하부

X1 XENON LAMP 1M X 92 A 교량 옆면

M6 HQI-TS 150W 6 A 교량가로등

M10 EL 13W 40 A,B 교량보도등

N13 CDM-T 70W 24 A,B 교량하부 UP-LIGHT

N8 LED-BAR 30cm -6w 256 A,B 교량상부 아치조명등

무 학 교 M1 HQI 70W 12 A,B,C 교량하부등

X1 XENON LAMP 1M X 85 A 교량 옆면

N4 FL 28W,3000K 16 A,B 교량보도등

N9 FL 28W,5000K 16 A 교량가로등

N10 HI/TC 35W,3000K 36 A,B 구조체조명등

N13 CDM-T,70W 24 A,B 교량하부등

N14 FL20WX2,5000K 40 A,B 중앙거더 UP-LIGHT

두물다리 M1 HQI-TS 70W 2 A,B,C 교량하부

L9 LED 1W 144 A 주탑 표면

L10 LED 1W(20mm LENS) 722 A 다리 핸드레일

N13 CDM-T 70W 8 A,B 교량 UP-LIGHT

고산자교 M1 HQI-TS 70W 18 A,B,C 교량 UP-LIGHT

M4 HQI-TS 70W 51 A,B 고산자교 하부

M9 HQI-TS 250W X 2 8 A 고산자교 가로등

X1 XENON LAMP(1M=85W) 172 A 고산자교 옆면

표 4-3-94. 제3공구 교량경관조명 시설물 현황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1000

③ 버들습지 조명 

  - 버들습지공원의 하천가에 높이 1~1.5m 높이의 인공갈대를 조성해 바람이 불면 같이 움직이고 

야간에는 태양광의 LED 점광원이 빛을 발산해 멀리서 바라보면 바람결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밭

과 반딧불의 이미지를 연출

④ 천변 산책로 조명 

  - 천변의 산책로에는 주변의 밝기에 따라 조명기구의 설치간격을 조정해 시민들이 균일한 밝기의 

조명속에서 안전하게 산책 또는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

⑤ 수경시설 조명 

  - 3공구는 주거지역이라는 특성상 다른 공구보다 차분한 톤을 유지하면서도 이곳저곳에 관람객들에

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배치해 단조로움을 없앴으며, 벽을 타고 내린 S 물과 LED등을 

이용해 음악의 리듬을 형상화 한 리듬벽천과 함께 옛 청계고가도로의 교각을 보존한 존치고가 구

조와 터널분수 조명도 조명을 설치

⑥ 하도내 시설물 조명 

  - 계단이나 물위에 설치된 수변데크 등 관람객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에는 LED를 통해 경계

를 표시해 진로를 제시했고 하천에 설치된 징검다리에도 홈을 파 태양광을 이용한 LED조명을 설

치해 밤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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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교 황학교

비우당교 비우당교

비우당교 비우당교

성북천교 비우당교, 성북천교

<그림 4-3-111> 제3공구 주요 경관조명시설물 시공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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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교 무학교

황학교 보도부 무학교 보도부

두물다리 두물다리

고산자교 고산자교

제3공구 주요 경관조명시설물 시공전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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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습지 경관조명 천변산책로 경관조명

벽천 벽천

터널분수 터널분수

징검다리 3공구 세월교

제3공구 주요 경관조명시설물 시공전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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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내용의 조정

1) 성북천·정릉천 횡단교량 개수

2004년 3월 27일에 개최된 청계천복원 공정회의에서 청계천과 성북천, 정릉천 합류부에 위치한 횡단교량

을 철거 후 재건설하도록 결정되었다. 이후 2004년 3월 31일 성북천 및 정릉천 횡단교량 개수 방침이 확

정되었고 2004년 4월 1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었다. 이는 기존의 성북천(폭 13m, 연장 35m, 교각 

8행 2열 16개소)과 정릉천(폭 17.7m, 연장 75m 교각 13행 4열 52개소) 합류부가 청계천복개구조물의 일

부로 중앙부 철거에 따라 교량형태로 존치하고 있는데, 복개기둥이 많아 유수저항이 크고 복원효과가 미

흡해 신설교량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성북천 및 정릉천 횡단교량 건설은 청계천복원공사 3공구

에 포함하여 시행하였다. 교각수는 Box 연결부로서 교대설치의 제약으로 인해 최대한 적은 구조로 설계했

고, 교량규모는 성북천의 경우 단경간 중로 아치 강상판 판형교로 폭 14.5m, 연장 38.57m(단경간)이고, 

정릉천은 3경간 연속 강상판 거더교로 폭 16.5m, 연장 67m(3경간)의 규모이다. 개략적인 공사비는 성북

천 26억, 정릉천 53억, 설계비 2억 등 총 81억 원이 소요되었고, 공사기간은 설계 2개월(2004년 4~5월), 

공사 7개월(2004년 6~12월) 등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1) 성북천교 개요

① 현황

교  량 구 조 형 식 경 간 구 성 폭  원

성북천 횡단교량 단경간 중로 아치 강상판교 10.05+18.47+10.05=38.57 14.50m

표 4-3-95. 성북천교와 정릉천교 현황

② 설계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성북

천교

상부

구조

경간설계  ∙ 발주처 의견 및 자문회의를 고려하고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해 중로아치거더교로 설계

단면설계
 ∙ 단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상판 판형교 채택

 ∙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해 주형 단부에 Block-Out

설 계 법
 ∙ 바닥판 : Pelican-Esslinger Method를 이용한 직교이방성 판해석

 ∙ 응력검토 : 허용응력설계법

사용재료  ∙ 강바닥판, U-Rib 및 횡리브 : SM490B

하부

구조

단면설계
 ∙ 존치 복개구조물 상부와 교량 상부구조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 적용하며, 1개의 

신축이음으로 복개구조와 교량신축을 처리

설 계 법

 ∙ 교대 : 강도설계법

 ∙ 기초 : 강도설계법

 ∙ 하부기초 : 허용응력설계법

사용재료
 ∙ 교대 : 콘크리트 (fck=240 kgf/㎠), 철근(fy=3000 kgf/㎠)

 ∙ 하부기초 : 강관파일 (φ508mm, T=12mm)

표 4-3-96. 성북천교 설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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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계단면

<그림 4-3-112> 성북천교 설계단면

(2) 정릉천교 

① 현황

교  량 구 조 형 식 경 간 구 성 폭  원

정릉천 횡단교량 3경간 연속 강상판 거더교 21.5+24+21.5=67.0m 16.50m

표 4-3-97. 성북천교와 정릉천교 현황

② 설계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정릉

천교

상부

구조

경간설계  ∙ 발주처 의견 및 자문회의를 고려하고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해 3경간 연속 강상판 판형교로 설계

단면설계
 ∙ 단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상판 판형교 채택

 ∙ 형하여유고 확보를 위해 주형 단부에 Block-Out

설 계 법
 ∙ 바닥판 : Pelican-Esslinger Method를 이용한 직교이방성 판해석

 ∙ 응력검토 : 허용응력설계법

사용재료  ∙ 강바닥판, U-Rib 및 횡리브 : SM490B

하부

구조

단면설계
 ∙ 존치 복개구조물 상부와 교량 상부구조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 적용하며, 1개의 신축

이음으로 복개구조와 교량신축을 처리

설 계 법
 ∙ 교대, 교각, 기초 : 강도설계법

 ∙ 하부기초(말뚝기초) : 허용응력설계법

사용재료
 ∙ 구    체 : 콘크리트 (fck=240 kgf/㎠), 철근(fy=3000 kgf/㎠)

 ∙ 하부기초 : 강관파일 (φ508mm, T=12mm)

표 4-3-98. 정릉천교 설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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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천교 및 용신교 전경

정릉천교 전경

<그림 4-3-114> 성북천교 및 정릉천교 완공전경

③ 설계단면

<그림 4-3-113> 정릉천교 설계단면

(3) 완공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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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의 벽

｢문화의 벽｣은 자연과 문화를 노래하는 작품으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2공구 평화시장 인근 

오간수교 상류 좌안에 설치되었다. 호안 직벽에 현대적인 문양의 벽화설치로 하천경관을 향상시키는 이 

작품은 전체 프레임 L=57.2m H=4.5m, 작품 L=50.0m H=2.5m, 작품당 규모 L=10.0m H2.5m이다. ‘서

울의 노래’, ‘시각의 미로’, ‘별’, ‘기억의 저편’, ‘생성-빛’ 등 자연을 상징하는 작품 5개로 구성되었으며, 경

관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다. 참여작가는 도예부문 3인, 회화부문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작품 순서대로 

전갑배(서울시립대학교), 배진환(한국예술종합대학교), 장수홍(서울대학교), 백명진(서울대학교), 강석영(이

화여자대학교)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벽 설치비용은 약 5억 원으로 GS건설(주)에서 기증하였다.

<그림 4-3-115> 문화의 벽 완공전경

3) 소망의 벽

｢소망의 벽｣은 청계천복원의 상징성 및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3공구 황학교 하류 좌·우
안에 설치되었다. 청계천복원에 전 국민이 참여하여 화합,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글씨나 그

림을 도자기에 그려 벽화로 구성했는데, 참여인원은 2만여 명이었으며, 서울시, 광역시·도, 이북5도민, 해

외동포, 소외계층 등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재료는 Art 세라믹 자기질 타일이며, 규모는 220㎡
(L=50m × H=2.3m × 2개소)이고, 10㎝×10㎝×1㎝ 규격의 습식 도자타일을 옹벽에 붙여 시공했다. 1점

당 참가비용은 2만원이었으며, 제작·시공은 한국민예(대표 오세양)에서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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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16> 소망의 벽 완공전경

4)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

｢정조반차도｣는 종로구 관철동 조흥은행 본점과 삼일빌딩 사이 장통교 상·하류구간 좌안에 설치되었다. 

내용 출전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이며, 조선 22대왕인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하여 

수원 화성과 현륭원(사도세자(정조대왕의 아버지)의 무덤)에 다녀와 만든 8일간의 행차보고서로서 1779명

의 인원과 말 779필이 등장한다. 

1795년 당대 최고화가인 김홍도, 김득신, 이인문, 장한종, 이명규 등의 합작품으로서 우리문화의 웅장함과 

우수성을 대표하는 그림이다. 반차고증은 한영우(전 서울대교수), 제작은 이헌정(바다공방), 작품고증은 강

석영(이화여대교수), 기획은 영컴의 권순태, 박상후가 각각 맡았다. 작품규모는 연장 186m, 높이 2.4m로 

총 4,960장의 세라믹백자기(30㎝×30㎝)로 제작되었으며, 30여명의 국내 화가 및 도예가가 참여하였다.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는 세계최대의 도자벽화로서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흥은행에서 청계

천복원에 참여하기 위해 약 15억 원을 들여 기증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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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17> 정조대왕 능행반차도 완공전경

5) 색동벽  

색동벽은 당초 2공구 패션광장 하부의 좌·우안 벽면에 계획되었으나 패션광장계획이 취소되면서 그 규모

를 축소하고 설치위치를 오간수교 하류 좌안으로 이동하였다. 색동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색동이 담고 있는 아름다움, 꿈, 사랑, 동심, 그리움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작품규모는 연장 

18m, 높이 1.5m이며 백자계열 도자기에 색동을 표현한 도자벽화이며, 작가는 우리고유의 색동전문가인 

이규환이다.

<그림 4-3-118> 색동벽  완공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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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패션광장(제2공구) 계획

제2공구의 패션광장은 종로구청의 건의와 지역상권 활성화의 측면에서 검토되었으나, 구조물 신설과 

하천복원의 취지와의 상충성, 노점·노숙, 상가간의 이해상충 등의 문제로 인해 향후 청계천 주

변부 재개발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졌다. 

(1) 추진경위

• 2002.12.11 : 종로구청에서 광장(50m×400m) 2개소 건의 

  ※ 중구청에서는 상부노점상, 하부노숙 등 관리상의 문제로 설치반대

• 2003.02.08 : 관계관 회의

  - 기존복개구조물 활용가능성 검토 및 크기와 개소 조정

• 2003.03.08 : 관계관 회의

  - 패션광장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폭원이 넓은 보행교량의 개념으로 검토

• 2003.08.02 : 관계관 회의

  - 2공구 패션광장은 안하는 것으로 확정

(2) 기본설계현황

• 입찰안내서 설계조건

  - 동대문 평화시장 앞에 연장100m규모의 광장계획을 고가차도 1경간을 존치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제안토록 함

     ※ 기존복개구조물 활용가능성 검토결과 하상정비에 따른 복개구조물 기둥 4개소(고수부지상2개) 

및 파일기초 2개소(50㎝) 노출, 통수단면 축소(15.51㎠)로 인하여 불가 판단

• 기본설계 제안내용

  - 2공구 : 패션광장(패션광장 교량(23m×100m) 신설계획 제시)

(3) 검토 및 조치계획

지역의 상권과 연계하여 관광문화 자원 창출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복개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신설하는 것은 하천복원의 근본취지와 상충되며(시민위원회), 노점·노숙 등에 

따른 치안문제 발생우려(중구청) 및 상가간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있고 광장이 도로 중앙에 위치

하여 광장으로서 기능이 미흡하므로 향후 주변 재개발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향

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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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19> 패션광장(2공구) 기본설계안 조감도

7) 강변여과시스템 타당성 조사(제2, 3공구)

(1) 개요

청계천의 유지용수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뚝섬지역 주변에 대한 지층, 지질구조와 시추, 투

수시험, 측량, 전기탐사, 개략설계 및 경제성분석등의 타당성조사를 2004년 2월 ~ 3월 한 달여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정상 청계천 유지용수로의 사용은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하상여과수를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위치 : 뚝섬지역 주변(한강변 영동대교~잠실대교)

• 추진일정 : 2004.02.09 ~ 03.13

• 주요내용

  - 지층, 지질구조와 시험정 위치 선정

  - 시추, 투수시험, 측량, 전기탐사 등

  - 개략설계 및 경제성분석 

• 소요예산 : 총 5천 5백만원

(2) 현장조사결과

• 전기비저항탐사 : 4개소

  - 전기비저항 수평탐사 결과 퇴적층(표토~풍화층)의 두께 : 12~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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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조사 : 8개소(육상 6개소, 수상 2개소)

  - 시추조사 결과 : 하상여과에 사용되는 하상퇴적층은 4~5m이상 분포

   ∙ 상부로부터 매립층, 퇴적층, 풍화층, 기반암 순으로 분포

   ∙ 육상은 G.L-18.2m 이상 심도에서 연암층 출현 

   ∙ 수상은 G.L-8.3m 이상 심도에서 연암층 출현

  - 지하수위 현황 : GL-9.85~10.4m(둔치~수면높이 차 약 10m)

• 투수시험

  - 현장 투수시험 및 수압시험 결과 

   ∙ 퇴적층 투수계수 : (4.17 × 10-2)~(8.58 × 10-3)cm/s

   ∙ 풍화대층 투수계수 : (2.62 × 10-3)~(2.24 × 10-3)cm/s

  - 입도분석시험 결과 : 하상여재층 구간은 대체적으로 균질한 입도분포 확인(서울대 지반공학부 실험)

(3) 유지용수 공급계획(안)

• 집수정(1개소 당) 규모

  - 수평집수관 설치갯수 : 15개(Φ80mm, L=80m)

  - 수평집수관 1개당 집수율 : 약 500~550㎥/일

  - 수질을 고려한 양수율 : 7,500㎥/일(안전율 고려)

  - 타당성조사(2단계) 소요사업비 : 610백만원(순공사비, VAT 포함)

• 유지용수 공급시스템 구성

  - 시설개소 : 16개소(12만톤/7천5백톤)

  - 구    간 : 영동대교 북단~잠실대교간(약 2.5㎞)

  - 배치간격 : 집수정별 160m

  - 공사기간 : 18개월 소요(집수정 시험시홍 후 착공시 7개월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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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20> 유지용수 공급시스템 계통도

•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 시설비(취수 및 공급시설) : 26,897백만원

  - 유지관리비(전력 및 인건비) : 1,895백만원/년

(4) 향후 추진계획

공정상 청계천 유지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상수도본부에서 장기적으로 하상여과수를 상수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8) 고가구조물 존치기념물

(1) 추진경위

두 차례의 관계관 회의(2003.02.08, 2003.08.02)에서 청계천 과거모습재현을 위해 고가차도 교각일부 존

치여부가 검토되었고 구체적으로 제3공구에서 제시된 성북천 부근에 고가구조물을 존치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제3공구인 비우당교와 무학교 사이에 청계고가도로의 교각 3기가 

2003년 8월 당시 철거하지 않고 청계천 개발의 상징으로 존치 활용되었다. 이는 근대화의 상징인 청계고

가도로의 교각을 일부 존치시킴으로서 청계천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살리기 위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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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설계현황

• 입찰안내서 설계조건

  - 동대문평화시장앞에 연장 100m 규모의 광장계획을 고가차도 1경간을 존치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제안

• 기본설계 제안내용

  - 2공구 제안 : 패션광장 하류부에 1경간 존치하여 전망대 활용계획 제시

  - 3공구 제안 : 별도 입찰 조건 없었으나 성북천 부근에 고가차도 교각 3개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

하는 계획 제시

(3) 확정 계획

활용방안에 대하여 존치의견과 전망시설 설치의견 등이 논의되었으나 당초 존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전망

시설 설치보다는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이 적합하며, 가미하지 않은 자체가 예술품이라는 의견이 검토결과

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하천폭이 넓어 관리에 유리한 제3공구의 교각 3개를 존치시켜 청계고가 구조물의 

역사성을 남기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4-2-121> 고가차도 교각존치(3공구) 조감도 및 존치교각 전경

9) 청계광장 조성

청계광장은 청계천이 시작되는 세종로에 조성된 광장으로, 삼색 조명이 어우러진 캔들 분수와 2단 폭포, 

전국에서 가져온 8도석으로 제작된 ‘팔석담’, 청계천 전구간을 1/100로 축소한 미니어쳐 등의 조형물들로 

장식되었다. 보다 자세히 청계광장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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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방향

• 청계천복원의 의미 및 상징성 제고

• 만남과 화합,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로 인식

• 세계적 수준의 광장 조성 및 조형물을 설치

• 청계천의 힘찬 시작을 담는 도시 속의 새로운 풍경만들기

(2) 시점부 현황

• 위치 : 청계천 시점부~모전교 구간

• 규모 : 8,000㎡(2,420평)

  - 연장 × 폭 : 160m × 50m
  - 광장 2,450㎡, 차도석재포장 3,218㎡, 잔디광장 432㎡, 저수호안 860㎡
• 주변여건 : 태평로와 청계천로가 만나는 접점지역으로 동아일보, 현대상선, 갑을빌딩, 파이네션빌딩 

등 20~35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이 밀집되어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 서울시청, 정부

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덕수궁, 경복궁 등이 위치해 있는 서울의 중심부이다. 

(3) 추진경위

2003년 말에 실시설계안이 제출되었으나 디자인의 보완 및 변경의 필요성이 공정회의에서 제기되면서 수 

십 차례에 걸친 보완과 검토를 토대로 하여 디자인을 확정하고, 기반조성공사, 광장조성, 조경, 분수, 경

관조명공사를 거쳐 2005년 9월 옹벽 석재붙임 및 준천사 설치를 끝으로 완공되었다. 

• 2003.12.31 : 실시설계(안) 제출 - 대림, 서안근경설계사무소(소장 신현돈)

• 2004. 1 ~ 2 : 청계광장 디자인 재검토(4개안)

  - 서안조경설계사무소(소장 신현돈)

  - CA조경설계사무소(소장 진양교)

  - 미경김디자인(대표 김미경, 미국)

  - 박윤진/김정윤 디자인(대표 박윤진, 네덜란드)

• 2004. 3 ~ 6 : 박윤진/김정윤 조형물 디자인(네덜란드) 안으로 선정하고 디자인을 검토하였으나 조형물구

조가 광장구조에 비해 너무 크고 구조문제, 예산문제 등으로 추진취소결정

• 2004. 7 ~ 12 : 미경김디자인(안)과 서안조경설계사무소(안)을 복합한 디자인으로 재검토하여 실시

설계 확정

• 2004.12.10 : 기반조성공사 착공

• 2005.06.30 : 광장조성, 조경, 분수, 경관조명공사 완료

• 2005.09.30 : 옹벽 석재붙임 및 준천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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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내용

시설물별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장포장 : 보자기 문양의 전통적 이미지로 디자인

  - 석재패턴포장 : 1,692㎡
  - 청계미니어쳐 : 1개소 61m

• 하천 접근시설 : 노약자 및 신체 불편자 배려

  - 탐방램프 : 1개소(길이 62m, 폭 3.4m~2.5m)

  - 진입계단 : 1개소(길이 11m, 폭 3.0m~2.4m)

• 수경시설

  - 상단 폰드 : 12m × 8~11m

  - 분수 : 촛불 형태의 캔들분수와 원형의 슈터분수 조합

  - 2단 폭포 : 1개소(폭 12.6m × 높이 4.3m)

• 저수호안

  - 팔도상징석 : 279톤(각 도별 상징석으로 설치)

   ∙ 함경, 강원, 경상, 울릉·독도와 평안, 황해, 경기, 충청, 전라, 제주 표현

  - 양안 고수옹벽 : 483㎡ (전통석재붙임으로 시행)

  - 준천사 : 1개소 (길이 6.0m × 높이 1.05m)

• 가로수 조성 : 이팝나무 등 2종 53주

• 조명공사

  - 청계광장조명 : LED 76개, 광섬유 578포인트 

  - 미니어쳐조명 : 61m, 광섬유 1,262포인트

  - 분수조명     : LED 202개

  - 폭포조명     : LED 28개

  - 8도석조명    : LED 157개

  - 수목조명     : 8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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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 광장, 하부 구조물 벽천 수로, 산책로

<그림 4-3-122> 청계광장 평면계획(안)

     상부 광장, 하부 구조물  벽 천  수로, 산책로
 모전교

 (교량)

<그림 4-3-123> 청계광장 지하구조물 현황도

<그림 4-3-124> 청계광장 계획안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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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25> 청계광장 포장 및 미니어쳐(좌), 청계광장 분수(우)

<그림 4-3-126> 청계광장 폭포와 필석담(좌), 준천사(우)

<그림 4-3-127> 청계광장 귀면상(좌), 탐방램프(우)

10) 비상대피 및 구난 계획

(1) 돌발홍수대비 방재시스템 구축방안 학술연구용역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청계천의 돌발홍수를 대비하여 하천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반영한 종합방

재 시스템구축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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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용역기관 :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한국방재학회 참여)

• 용역기간 : 2005.03.03 ~ 11.02

• 용역금액 : 59,000천원

• 주요내용 : 홍수재해 예방, 이용자 안전관리방안, 시민대피 및 구난대책

  - 1차중간보고(03.15) : 하천 모니터링 설비 추가 및 모니터링 용역 시행

  - 2차중간보고(06.10) : 대피시설 추가 설치 검토

    ※ 중간보고 결과 설계반영 재난대비시설 보완

추진경위

• 2004.12.23 : 제112차 청계천복원공정회의시 근본적인 청계천 종합방재대책 수립지시

• 2004.12    : 청계천 재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방재전문가 자문회의(2회)

• 2005.01.03 : 공단주관으로 현장유지관리업무와 연계하여 홍수 등 각종 재해 유형별 재난 관리시스

템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

(2) 청계천모니터링 학술연구용역

• 용역기관 : 한국수자원학회

• 용역기간 : 2005. 06.01 ~ 10.31

• 용역금액 : 69,560천원

• 주요내용 : 주요지점 유량조사, 예·경보 및 홍수위 기준 설정 등

  - 2005.09.07 자문회의 개최 : 유량도달시간 짧아 10분 단위 모니터링 시행 및 즉각적인 대

피 필요

(3) 대피시설 검토

접근시설 현황

※ 고수부지와 저수부지 사이 접근로는 복복단면 구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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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별

도로 ↔ 고수부지 고수부지 ↔ 저수부지

계
좌안 우안

계
좌안

계 단 경사로 계 단 경사로 계 단 경사로 비상사다리

계 24 9 4 7 4 31 11 4 16

1공구  7 2 1 3 1 16 6 1 9

2공구  8 4 2 2 - 15 5 3 7

3공구  9 3 1 2 3 - - - -

표 4-3-99 접근시설 설계현황

공구별

도로 ↔ 고수부지 고수부지 ↔ 저수부지

계
좌안 우안

계
좌안

계 단 경사로 계 단 경사로 계 단 경사로 비상사다리

계 31 9 4 14 4 31 10 5 16

1공구  9 2 1 5 1 16 5 2 9

2공구 11 4 2 5 - 15 5 3 7

3공구 11 3 1 4 3 - - - -

표 4-3-100. 접근로 현황

추가설치 검토 및 시행

• 방재용역 중간보고(2005.07.07) 결과

  - 하천설계기준상 진출입로 간격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도심하천의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돌발강우시 

유량 도달시간이 짧고, 진·출입시설 간격이 멀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진·출입로 추가 설치 필요

  - 진·출입로 추가 설치 : 13개소

   ∙ 1공구(5개소) : 광교(좌), 장통교(좌), 수표교(좌), 관수교(좌), 세운교(우)

   ∙ 2공구(6개소) : 새벽다리(좌·우), 나래교(좌·우), 버들다리(우), 맑은내다리(좌)

   ∙ 3공구(2개소) : 무학교(우), 청계천문화관(우)

• 추가 설치 검토

  - 하천단면, 개구부 수문, 기존 시설물, 생태둔치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옹벽 구조물 철거를 수

반하지 않는 7개소 추가 설치

   ∙ 1공구(2개소) : 장통교(우안), 수표교(우안)

   ∙ 2공구(3개소) : 새벽다리(우안), 나래교(우안), 버들다리(우안)

   ∙ 3공구(2개소) : 무학교(우안), 청계천문화관(우안)

  - 설치형태 : 현실여건 및 미관을 고려하여 공구별 실정에 맞게 설치

   ∙ 1·2공구 : 일반형 계단

   ∙ 3공구    : 회전형 계단

  - 향후 운영과정에서 안전상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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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량명칭 제정

(1) 교량명칭

청계천에 설치된 교량은 모두 22개로, 한글교량명칭과 영문표기, 한자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위치
교량명칭

한글명칭 영문표기 한자표기

1 무교동길 모 전 교 Mojeongyo (Bridge) 毛廛橋

2 서린동 SK빌딩앞 광 통 교 Gwangtonggyo (Bridge) 廣通橋

3 남대문로(광교사거리) 광    교 Gwanggyo (Bridge) 廣  橋

4 젊음의 길 장 통 교 Jangtonggyo (Bridge) 長通橋

5 삼일로(청계2가) 삼 일 교 Samilgyo (Bridge) 三一橋

6 수표다릿길 수 표 교 Supyogyo (Bridge) 水標橋

7 돈화문로(청계3가) 관 수 교 Gwansugyo (Bridge) 觀水橋

8 세운상가앞 세 운 교 Seungyo (Bridge) 世運橋

9 배오개길(청계4가) 배오개다리 Baeogaedari (Bridge) -

10 방산시장앞 새벽다리 Saebyeokdari (Bridge) -

11 훈련원로(청계5가) 마 전 교 Majeongyo (Bridge) 馬廛橋

12 평화시장앞 나 래 교 Naraegyo (Bridge) -

13 통일상가앞 버들다리 Beodeuldari (Bridge) -

14 흥인문로(청계6가) 오간수교 Ogansugyo (Bridge) 五間水橋

15 동평화상가앞 맑은내다리 Malgeunnaedari (Bridge) -

16 다산로(청계7가) 다 산 교 Dasangyo (Bridge) 茶山橋

17 영미교길 영 도 교 Yeongdogyo (Bridge) 永渡橋 

18 난계로(청계8가) 황 학 교 Hwanghakgyo (Bridge) 黃鶴橋

19 새말길 비우당교 Biudanggyo (Bridge) 庇雨堂橋

20 무학로(청계9가) 무 학 교 Muhakgyo (Bridge) 無學橋 

21 성동종합사회복지관앞 두물다리 Dumuldari (Bridge) -

22 고산자로 고산자교 Gosanjagyo (Bridge) 古山子橋

※ 교량명칭 영문표기는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그 명칭 전부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Bridge”를 병기, 도로표지의 경우 괄호 안에 

영문약어(Br)로 병기

표 4-3-101. 청계천 교량명칭 및 표기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1022

(2) 추진경위

교량명칭은 상정된 교량의 지명에 대해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정과 개정이 의결·확정되었

으며, 그 구체적인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4.04.23 : 2004년 제2회 서울시지명위원회 개최

  - 명칭제정 상정 교량 : 총19개소(광교, 신광교, 수표교 제외)

  - 심의결과

   · 상정안대로 결정 : 모전교 등 17개 교량

   · 변경결정 : 우리삼일교 → 장통교(역사성이 확실한 장통교로 결정)

   · 유보 : 버들다리(별도논의 필요)

• 2004.06.15 : 2004년 제3회 서울시지명위원회 개최

  - 명칭 제·개정 상정 교량 : 총4개소(광교, 신광교, 버들다리, 장통교)

  - 심의결과

   · 상정안대로 결정 : 광교, 신광교, 버들다리 등 3개 교량

   · 심의보류 : 장통교 복원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재논의

• 2004.12.10 : 2004년 제4회 서울시지명위원회 개최

  - 명칭 개정 상정 교량 : 총4개소(광통교, 광교, 장통교, 장통교)

  - 심의결과

   · 상정안대로 결정 : 광통교, 광교, 장통교, 장통교

• 2005.07.21 : 2005년 제2회 서울시지명위원회 개최

  - 명칭 제정 상정 교량 : 총2개소(성북천교, 정릉천교)

  - 심의결과

   · 상정안대로 결정 : 성북천교, 정릉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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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내역

2004년 제2·3·4차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확정된 교량명칭은 다음 표들의 내용과 같다.  

연

번
위치 상정안 결정명칭 비고

1
종로구 서린동~중구 무교동

(차도교)
모전교 모전교

 길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과일을 파는 과전을 모전이라 불

렀는데 이를 인용 

2
종로구 관철동~중구 장교동

(보도교)
관철교 관철교  조선시대의 관자동의 ‘관’자와 철물교의 ‘철’자의 명칭을 인용 

3
종로구 관수동~중구 수표동

(차도교)
우리삼일교 장통교

 기증자는 별도 표석으로 안내함이 바람직하고, ‘삼일교’보다는 

유래가 확실하고 역사성이 있음

4
종로구 관수동~중구 입정동

(차도교)
관수교 관수교  청계천 수위를 관측했다는데서 유래한 옛 교량명칭을 인용

5
종로구 세운상가~중구 대림상가

(차도교)
세운교 세운교

 현 세운상가에 인접하여 세워지는 다리로 위치 추정이 용이한 

명칭 추후 역사성 있는 별도 명칭 논의

6
종로구 예지동~중구 주교동

(차도교)
배오개다리 배오개다리  현 배오개길과 연결되는 다리로 이를 인용

7
종로구 예지동~중구 주교동

(보도교) 
새벽다리 새벽다리  새벽시장의 활기와 향수를 담은 명칭

8
종로구 종로5가~중구 방산동

(차도교)
마전교 마전교

 옛 교량의 명칭으로 다리부근에 우마를 매매하던 마전이 있어 

이를 인용

9
종로구 종로5가~중구 방산동

(보도교)
나래교 나래교

 인근 동대문 의류상권의 중심지가 세계 패션의 1번지로 비상

하는 의미 

10

종로구 대학천남길~중구 

을지로6가

(차도교)

버들다리 버들다리
 장차 버드나무를 심을 예정이므로 버들다리라고 하는 것은 부

적합하므로  추후 역사성 있는 별도 명칭 논의

11
종로구 종로6가~을지로6가

(차도교)
오간수교 오간수교

 옛 교량 오간수교의 터로 동대문과 끊어진 서울성곽을 연결하

는 상징성을 지님

12
종로구 창신동~중구 흥인동

(보도교)
맑은내다리 맑은내다리  청계천을 순 우리말로 바꾼 명칭

13
 종로구 창신동~흥인동

(차도교)
다산교 다산교  現 다산로와 인접한 다리로 도로명 인용  

14
 종로구 숭인동~중구 황학동

(차도교)
영도교 영도교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귀양갈 때 정순왕후와 영영 이별

하였다하여 명명한 것을 인용

15
 동대문구 신설동~왕십리동 

(차도교)
황학교 황학교  인근에 위치한 황학동 명칭을 인용

16
 동대문구 신설동~왕십리동 

(차도교)
비우당교 비우당교  세종때 청백리인 하정 유관 선생이 살던 집인 비우당을 인용 

17
 동대문구 신설동~왕십리동 

(보도교)
무학교 무학교  현 무학로와 연결되는 다리로 도로명칭을 인용

18
 동대문구 신설동~마장동

(보도교)
두물다리 두물다리

 두 길이 만난다는 형상으로 청계천 지류가 합류되는 지점을 

의미

19
 동대문구 용두동~마장동

(차도교)
고산자교 고산자교  현 고산자로와 연결되는 다리로 도로명칭을 인용

표 4-3-102. 2004년 제2차 서울시지명위원회(2004.04.23) 의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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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위치 상정안 의결 결정명칭 비고

1
종로구 관철동~

중구 삼각동(차도교)

제1안 신 광 교
원안

가결
신광교

당초 옛 광교가 위치했던 곳이나,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광교가 위치를 이전하여 복원되는 점을 감안 ｢
신광교｣로 제정제2안 신광통교

2
종로구 종로5가~ 

을지로5가(차도교)

제1안 버들다리
〃

버 들

다 리

‘한경지략’에 동 교량 위치 주변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기록에서 인용제2안 평 화 교

3
종로구 서린동~

중구 다동(보도교)

제1안 광    교
〃 광 교

광교사거리에서 위치를 이전하여 원형복원됨에 따라 

본래 명칭을 사용제2안 광 통 교

표 4-3-103. 2004년 제3차 서울시지명위원회(2004.06.15) 제정내역

연번 위치 현재명칭 상정안 의결 결정명칭 비고

1
종로구 관수동~

중구 수표동(차도교)
장통교

제1안 우리삼일교
심의보류 - 

장통교 복원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재논의키로 함.제2안 삼일교

표 4-3-104. 2004년 제3차 서울시지명위원회(2004.06.15) 개정내역

연번 위치 상정안 의결 결정명칭 비고

1
청계천로(용두동 701-6)

규모 : B=14.5m, L=38.6m

제1안 성북천교
원안

가결
성북천교

성북천이 청계천에 합류되는 지점임을 

감안
제2안 신 천 교

제3안 검정다리

2
청계천로(용두동~신설동)

규모 : B=16.5m, L=67m

제1안 정릉천교

원안가결 정릉천교
정릉천이 청계천에 합류되는 지점임을 

감안
제2안 용 천 교

제3안 청 룡 교

표 4-3-105. 2004년 제4차 서울시지명위원회(2004.12.10) 제정내역

연번 위치 현재명칭 상정안 의결 결정명칭 비고

1
종로 서린동~

중구 다동(보도교)
광  교

제1안 광통교
원안의결 광통교

문화재청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교량의 

옛 이름으로 결정제2안 광  교

2
종로 관철동~

중구삼각동(차도교)
신광교

제1안 광  교
원안의결 광  교

광통교가 원래 위치 했던 자리로서, 현

재 교차로 명칭 으로 널리 통용하고 있

는 점을 감안제2안 신광통교

3
종로 관수동~

중구 수표동(차도교)
장통교

제1안 삼일교
원안의결 삼일교

장통교가 위치를 이전 하여 별도 복원되

므로 도로명에서 인용제2안 우리삼일교

4
종로관철동~

중구 장교동(보도교)
관철교

제1안 장통교
원안의결 장통교

장통교 원위치에 근접한 동 보행교를 옛 

장통교 형태로 건설할 예정임을 감안제2안 관철교

표 4-3-106. 2004년 제4차 서울시지명위원회(2004.12.10) 개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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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량의 민간기탁

(1) 삼일교

서울시는 2004년 4월 12일, 청계천에 건설되는 22개 교량 가운데 하나인 삼일교의 공사, 설계, 감리비용 

등 건설비용을 기탁하겠다는 우리은행의 기탁의사에 따라 기탁금 납부방법, 공사시행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비용의 납부는 교량건설비용 총 26억 원 중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4억, 2004년 6

월 30일까지 6억,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요비용의 잔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며, 

설계는 서울시가 시행하되 보도부는 우리은행의 의견을 들어 서울시가 결정하고 공사시행 및 감독은 복원

공사 및 감리용역에 포함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였다. 우리은행 측은 청계천복원사업이 역사성 강한 우리

은행 이미지와 어울리고, 또 전신인 상업은행 때부터 90년 이상 시 금고은행을 맡고 있는 인연으로 교량

기증을 결정하였다.

우리은행 측이 서울시에 기증 협약서를 전달한지 1년 5개월여 만인 2005년 9월 30일 이명박(李明博) 서

울시장, 황영기(黃永基) 우리은행장 등 시 관계자와 우리은행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관수동과 중구 수표동을 잇는 삼일교 준공식이 열렸다. 옛 삼일고가 북측의 삼일빌딩 사거리

에 건설된 삼일교는 폭 46m, 길이 22.7m의 콘크리트 슬래브교로 왕복 8차선 차도와 보도로 건설된 ‘인간’ 

중심의 다리로 설계되었으며, 청계천복원구간의 중요 교차로에 설치되는 대형교량 중의 하나로서 청계천

복원사업 최초로 민간의 기탁을 받아 건설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① 기증개요

• 기증자 : (주)우리은행

• 기증금액 : 41.83억 원(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 기증교량 개요

  - 위치 : 종로구 관수동 5~중구 수표동 20(삼일로 교차로)

  - 규모 : 폭 46.0m, 연장 22.7m(PCS 슬래브교)

② 주요 협약내용

• 설계 및 공사시행

  - 우리은행 의견 참조, 공사시행·감독은 청계천복원공사에 포함하여 서울시 시행

• 비용납부 및 지출

  -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 14억 원, 2004년 6월 30일까지 6억 원, 나머지는 2004년 12월까지 세

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 

  - 기성에 따라 비용지출하고 지출내용을 우리은행에 통보

    ※ 사업비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완공 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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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28> 삼일교 기증식 장면

③ 기탁금 납부

• 2004.07.29 : 14억 원

• 2004.12.10 : 6억 원

• 2004.12.30 : 21.83억 원

(2) 장통교

장통교 건설에는 관철동 문화발전위원회에서 교량건설비의 일부를 기증받았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

음과 같다. 

 

① 기증개요

• 기증자 : 관철동 문화발전위원회(회장 최영재)

• 기증금액 : 교량건설비 일부(50백만원)

• 기증교량 개요

  - 위치 : 종로구 관철동~중구 삼각동(보도교)

  - 규모 : 폭 12.0m, 연장 22.0m(π형 RC 슬래브교)

② 기탁금 납부

• 2004.10.15 : 5백만원

• 2004.10.27 : 10백만원

• 2004.11.30 : 10백만원

• 2004.12.31 : 10백만원

• 2005.02.14 : 5백만원

• 2005.03.31 :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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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29> 모전교 기증식 장면

(3) 모전교

2005년 2월 25일 청계천복원사업에 동참하기로 한 신한은행은 모전교 건설비용 20억 원을 서울시에 기탁

했다. 완공을 보름 앞둔 2005년 9월 15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신

상훈 신한은행장이 참석해 모전교 건설공사비 기증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모전교는 청계천복원구간에 들어서는 22개 다리 중 청계천 시작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다리이며, 종로와 

무교동을 연결하는 주 통로에 있다. 모전교는 종로구 서린동과 무교동 사이 네거리에 있던 조선시대 다리 

중 하나로, 모전교 주변에 과일을 파는 과전(果廛)을 '모전'이라 불렀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그 형

태가 전해지지 않아 조선건축양식에 근거, 창덕궁 금천교의 양식을 도입하여 아치교 형태로 건설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탁자 : (주)신한은행

• 기탁금액 : 20억 원(모전교 건설공사비)

• 기탁교량 개요

  - 위치 : 청계천로와 무교동길 교차로

  - 규모 : 폭 27.5m, 연장 19.5m(콘크리트 상로

아치교)

• 기탁금 납부 : 2005년 9월 15일, 20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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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통교

광통교는 (주)하나은행이 그 복원공사비의 기탁을 통해 건설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탁자 : (주)하나은행

• 기탁금액 : 20억 원(광통교 복원공사비)

• 기탁교량 개요

  - 위치 : SK빌딩 앞

  - 규모 : 폭 14.4m, 연장 12.6m, 높이 3.8m

• 기탁금 납부 : 2005년 9월 22일, 20억 원 납부

(5) 미주한국일보 교량건설비 모금 추진시도

한국일보 미주본사 및 미국내 각 도시 주요 한인단체들이 가칭 ｢동포대교｣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

금캠페인을 벌였으나 동포사회내 크고 작은 기금모금 일정과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이 포기되었다. 

• 행사명 : 가칭 『동포대교』건립기금 모금 캠페인

• 주관 : 한국일보 미주본사 및 미국내 각 도시 주요 한인단체

• 기부대상 교량 : 모전교, 수표교, 새벽다리, 나래교, 버들다리, 맑은내다리 중 1곳

• 모금예상액 : 100~150만 달러(약 12~15억 원)

• 추진포기 이유 : 2004년 10월 26일, 경영진 최종회의 결과 동포사회내 크고 작은 기금모금 일정과 전

반적인 경기침체 등 주변여건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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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사업

관련 사업은 사실상 청계천 공사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중은 차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청계천 하류정비사업, 청계천로가로환경개선사업, 청계천복원관리 기술연구사업, 청계천 유지용수(고도처

리수)사업, 청계천 상류복원계획, 백운동천 및 중학천 차집관거 공사추진현황, 청계천 저류시설설치, 청계

천 상류침사지 설치, 지하철 역사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 청계천 하류정비사업

(1) 사업개요

청계천 하류정비사업은 청계천 하류에서 한강에 이르는 5㎞ 구간과 청계천 가시권인 정릉천 0.2㎞, 성북

천 0.2㎞의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살곶이 공원 정비, 차량기지 옹벽녹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청계천 가시권인 정릉천 및 성북천 정비 등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사업비는 

당초 35,000백만원이었으나 성북천 및 정릉천의 횡단교량 개수와 공사비 내용조정으로 2차에 거쳐 

44,600백만원으로 조정되었다. 

• 사업구간 : 청계천하류~한강(5㎞ ; 신답철교~중랑천 합류점 2.3㎞, 청계천 합류점~한강합류점 2.7

㎞), 정릉천(0.2㎞), 성북천(0.2㎞)

※ 과업범위 조정(2004. 01.29) : 성북천 300m → 200m
• 사업기간 : 2003. 09~2005. 09(2003. 08. 1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 소요사업비 : 35,000백만원(2004년 : 80억(건설기획국 예산)) → 43,100백만원 → 44,600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청계천복원과 연계하여 치수와 환경을 고려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 살곶이 공원 정비 

  - 차량기지 옹벽(높이 3.6~7.4m, 길이 1.8km, 콘크리트)녹화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 청계천 가시권인 정릉천 및 성북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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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30> 청계천주변 하천정비공사 위치도

<그림 4-3-131> 청계천주변 하천정비 단면도

(2) 추진경위

청계천 하류정비사업은 크게 주변하천 정비계획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발주 → 호안정비 → 조
경식재 및 포장 → 완공의 순으로 2년 6개월여에 걸쳐 추진되었다. 

• 2003.04.03 :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하천 정비계획 수립

• 2003.05.16 : 투·융자 심사(조건부 추진)

• 2003.08.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 2003.08.20 :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하천 정비용역 추진부서 변경(건설기획국 → 청계천복원추진

본부)

• 2004.02.17 : 기본설계 건설기술심의(조건부 통과)

• 2004.03.05 : 2004년 투융자 심사(심사결과 : 적정)

  - 재요청 사유 : 사업비 증액(당초 150억 → 변경 3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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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4.07 : 공사발주

※ 정릉천 및 성북천 정비는 7월 설계완료하여 3공구에 포함 시행 

• 2004.08.19 : 착공

• 2004.12.31 : 호안 정비 완료 

• 2005.06.30 : 조경식재 및 포장 완료  

• 2005.09.28 : 완공

(3) 청계천 주변 하천정비 사업비 변경 

• 총 사업비 변경(1차) : 당초 35,000백만원 ⇒ 변경 43,100백만원(증 8,100백만원)

  - 사유 : 성북천·정릉천 횡단교량 개수 포함

구분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공

사

비

청계천·중랑천 하류정비 28,903 22,681 (6,222)

   설계비 증사유

 - 정릉천교량 : 180

 - 횡단교량   : 264

 - 차집관로   :  20

 - 지표조사   :  36

성북·정릉천 하류정비 4,197 9,619 5,422

성북·정릉천 횡단교량 0 7,900 7,900

소   계 33,100 40,200 7,100

설   계   비 700 1,200 500

감   리   비 1,200 1,500 300

시설  부대비 0 200 200

계 35,000 43,100 8,100

표 4-3-107. 하류정비 사업비 변경 내역(1차)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변경(2차) : 당초 43,100백만원 ⇒ 변경 44,600백만원(증 1,500백만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공

사

비

청계천·중랑천 하류정비 22,681 21,613 (1,068)

   사 유

 - 용비교하부 중랑천 

횡단시설 개수

용비교하부횡단 시설개수 0 1,500 1,500

성북·정릉천하류정비 9,619 9,690 80

성북·정릉천 횡단교량 7,900 9,528 1,608

소   계 40,200 42,340 2,140

설 계 비 1,200 1,200 0

감 리 비 1,500 1,030 (470)

시설부대비 200 30 (170)

표 4-3-108. 하류정비 사업비 변경 내역(2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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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로 가로환경개선사업 

(1) 사업개요

청계천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청계천로 주변상점의 노후, 불량 간판의 정비를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함으

로써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계천복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8

월까지 태평로~고산자로에 이르는 청계천로 양 도로변의 불량 간판의 정비를 위하여 4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 대상지역 : 청계천로 양 도로변 5.84㎞(태평로~고산자로)

• 사업기간 : 2004.09 ~ 2005.08

• 사 업 비 : 43.5억 원 (1차 : 36억 원, 2차 : 7.5억 원)

• 근    거 : 기성시가지 환경개선 지원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 나목

(2) 추진경위

청계천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은 기성시가지 환경개선 지원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점포별 

평균 250만원(최대 500만원 까지)의 정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차에 나누어 실시되어 1,560여개의 간

판이 정비되었으며, 주요한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4.09.20 : 청계천로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

  - 2004.10.13 : 간판제작업체 선정(114개업체)

  - 2004.11 ~  : 광고디자인 자문위원회 개최 (13회 개최)

  - 2005.04.21 : 2차 정비계획 수립

  - 2004.11 ~ 2005.08 : 간판정비(1,560여개의 간판 정비완료)

3) 청계천복원관련 기술연구사업

(1) 사업개요

청계천복원관련 기술연구사업은 과학기술부 및 건설교통부가 공동지원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과제에 청계천복원사업의 물순환체계를 포함토록 협약체결

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지원을 통해 청계천등 하천복원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경우 연구현장제공과 모니터링 협조를, 사업단은 연구사업의 비용과 연구를 통한 기

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별도의 지원예산은 없으며, 2004년 6월 30일까지 1단계 연구가 이루

어졌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2단계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033

(2) 추진경위

• 2003.02 ~ 04 : 연구지원협의, 청계천복원 기술지원 워크샵발표, 추진계획 방침

• 2003.06.11 : 기술지원합의서체결 (서울시장 ↔ 수자원연구사업단(건설기술연구원))

• 2004.03.09 : 청계천유역 물순환 해석 국제 심포지움(2004년) 개최

• 2004.06.30 : 1단계 연구완료

(3) 기술지원연구협약 주요내용

• 우리시 지원내용 : 연구현장제공 및 모니터링협조(서울시 별도 지원 예산 없음)

• 사업단 지원내용 : 연구사업의 비용지원 및 연구를 통한 기술지원

• 연구결과 활용   : 청계천복원사업 및 하천정비사업에 무상활용

(4) 1단계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03 07.01 ~ 2004.06.30

• 연 구 비 : 6억 원(정부지원 3억, 기업부담 3억)

• 단위연구과제

  - 청계천복원에 따른 기상모니터링 및 열순환 변화에 환한 연구(기상연구소 엄향희)

  - 청계천 유역의 지하수 모니터링 및 유동해석(중앙대학교 김윤영)

  - 청계천 수질 및 생태 모니터링(김혜주자연환경계획연구소 김혜주)

(5) 2단계 연구추진

• 연구기간 : 2004.07.01 ~ 2007.03.31

• 연 구 비 : 22억 원(정부 11억 원, 기업 11억 원)

• 연구과제

  - 청계천복원공사에 대한 수문, 지하수, 기상, 생태 모니터링

  - 도시유역 물순환 해석 및 대안 기술 확보

  - 도시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에 따른 수자원 간접 확보 0.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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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천 유지용수(고도처리수)사업

(1) 사업개요

청계천 유지용수 사업은 청계천에 공급할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로 2005년 

6월까지 턴키 FAST-TRACK 공사로 10만톤/일의 청계천유지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여 2005년 7월에 청계

천 고도처리수의 통수시험을 실시하였다. 향후 청계천 유지용수(고도처리수)사업은 2007년 8월 11일까지 

46만톤/일의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 시설개요

  - 처리시설 : 10만톤/일

     ※ 1단계 고도처리시설 46만톤/일중 청계천 공급 고도처리시설 우선 추진

  - 공급시설 : 10만톤/일, D=1,100mm(L=423m)

  - 처리수질 : BOD 3, SS 3, T-N 10, T-P 1ppm이하, DO 5ppm이상, 대장균군수 

1,000MPN/100ml 이하

• 총사업비 : 801억 원(시설비 : 754 감리비 등 47억) - 1단계 총사업비

• 공사기간 : 2004. 02.28 ~ 2005.09.30(1단계 전체분 2007.8.11까지)

• 시공회사 : 포스코건설, GS건설 공동도급

(2) 추진현황

• 공사착공 : 2004.03

• 건축 및 설비공사 완료 : 2005.03

• 시운전 및 신뢰성시험(2개월) : 2005.04 ~ 05

• 청계천 고도처리수 통수시험 : 2005.06

<그림 4-3-132> 시점부 벽천 통수식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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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뚝도정수장 및 자양취수장 보완공사 

(1) 개 요

청계천 하천 유지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및 양질의 수질확보를 위하여 자양취수장, 뚝도정수장 및 도·송
수시설을 개량 및 신설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가동중단(2003년 8월)중에 있던 뚝도제1정수장 및 폐쇄예

정이었던 자양취수장 보광계통의 시설물을 개량, 신설하여 유지용수공급 취·정수시설로써 활용하였다.

• 시설물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42 번지 (뚝도정수사업소내 뚝도제1정수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01번지 (자양취수장)

(2) 사업 추진경위

• 2004. 1.31  : 유지용수 공급원 뚝도정수장 활용방안검토(68차 공정회의)

• 2004. 3.13  : 유지용수 공급계획 보완방침결정(73차 공정회의)

• 2004. 4. 6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04. 6. 9  : 자문회의 개최 (청계천추진본부) 

• 2004. 6.24  : 설계심의 개최(청계천추진본부) 

• 2004. 7. 4  : 유지용수 공급 보완계획 실시설계 완료

• 2004. 7 ~ 2005. 5 : 시공 완료

(3) 수  원

• 수원은 광진구 자양동 잠실수중보 상류 한강표류수를 자양 취수장에서 취수하여 정수장에 공급되

며, 취수장의 월평균 BOD가 2.1㎎/ℓ을 보여 상수원수 2급수에 해당됨.

• SS는 월평균 7.2㎎/ℓ, 최대 98.0㎎/ℓ, 최소 2.0㎎/ℓ로써 상수원수 수질기준을 만족함.

• DO는 평균 11.9㎎/ℓ 이상으로 상수원수 수질기준 Ⅰ급수의 수질에 해당되며 대장균수는 평균 

8,500MPN/100㎎/ℓ를 보임. 따라서 자양취수장은 취수원으로써 안정적인 수량과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고 있어 취수원으로써 적합함.  

(4) 시설용량

청계천 유지용수 수요량은 청계천이 친환경적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수심 4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량이 120,000㎥/일이 필요하며, 뚝도 제1정수장 인근 서울숲 조경용수의 수요량 

4,500㎥/일을 포함하여 전체 시설용량은 124,5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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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설 용 량

비 고
2008년 이전 2008년 이후

청계천 유지용수 120,000 120,000

서울숲 조경용수 4,500 -

계 124,500 120,000

표 4-3-109. 시설용량 

① 유지용수 공급체계 및 시설내용개요

• 청계천 유지용수 수원은 자양취수장에서 취수된 한강원수를 주 수원으로 하고, 중랑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수를 보조 수원으로 하여 병행 운전되도록 계획되었다.

• 자양취수장에서 취수된 한강원수는 기존 보광정수장계통 도수관로(ø1800㎜, L=5.0㎞)를 활용하여 

도수된 후, 뚝도제1정수장 앞단에서 신설관로(ø1100㎜, L= 0.07㎞)를 따라 정수장내 착수정에 유입

된다. 정수처리된 유지용수는 송수펌프동에서 기존 정수지내(D=1,100㎜, L=0.05㎞) 송수관로를 신

설하고, 기존 송수관로에 연결후 청계천 유지용수 A1-Line에 연결된다.

② 정수처리 시설개요

본 청계천 유지용수공급 시설공사의 시설용량은 124.5천㎥/일로서, 저탁도 시에는 보통침전 + UV소독, 

고탁도 시는 약품침전 + UV소독, 갈수기 조류에 의한 이·취미 발생시 분말활성탄을 투입하여 처리하는 

수처리 시스템이며, 슬러지 처리는 기존 뚝도공장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시공하였다. 

 

구   분 규   격 지 수 시설현황 비  고

정수

시설

착 수 정 W2.5×L7.0×H4.5 2 신 설

혼 화 지 W3.2×L2.8×H3.5 2 구조물보수/기기교체

응 집 지 W12.5×L12.0×H3.4 4 구조물보수/기기교체

침 전 지 W15.0×L60.0×H4.4 4 구조물보수/기기교체

정 수 지
W29.8×L34.0×H4.6

W27.3×L34.0×H4.6

1

1
구조물보수

송수펌프동 - 1식 구조물보수 건축부분

송수펌프시설 27.8㎥/분×4(1)대×50mH 1식 기기교체 기존건축분

약품

시설

약품투입시설
PAC 4.0ℓ/min×2kg/㎠A 1 송수펌프동

증축분 옥내설치

송수펌프동

증축분

NaOH 1.0ℓ/min×2kg/㎠A 1

약품저장탱크
PAC Φ2.7×H3.6 2 송수펌프동

증축분 옥내설치NaOH Φ2.3×H2.6 2

소독설비(UV) Φ500㎜×1,070㎜W×800㎜H 4
송수펌프동

증축분 옥내설치

배출수

처리시설

배출수지 W4.7×L26.0×H4.0 2 기존시설활용

1차농축조 Φ11.6×H4.0 2
기존시설활용

2차농축조 Φ31.0×H4.0 2

표 4-3-110. 정수처리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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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백운동천 및 중학천 차집관거 공사

(1) 사업개요

백운동천과 중학천의 오·우수를 모으기 위한 시설인 차집관거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공사는 백운동천의 

경우 효자동 옥인시민아파트~청계천 시점(L=2.2km)까지, 중학천의 경우 삼청동 삼청공원~청계천 시점

(L=2.4km)까지로 나뉘어져 실시되었다. 당초에는 백운동천과 중학천을 통합하여 발주하였으나, 정밀진단

결과 하수암거 보수보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차집관거 공사와 별도로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간섭, 하자책임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우려와 공정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백운동천과 중학천

을 분리하여 발주하기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공사는 2004년 3월 2일에 착공되어 2005년 5월 25일에 준공되었다. 

• 사 업 명 : 백운동천, 중학천 차집관거 설치공사

• 공사기간 : 2004.03.02 ~ 2005.05.25

• 사 업 비 : 8,001백만원(백운동천 4,366, 중학천 3,635)

백운동천 중학천

 - 효자동 옥인시민아파트~청계천 시점(L=2.2km)

 - 차 수 벽 : 0.3m×0.3m~0.7m×1.2m, L=4,079m

 - 하수관로 : D300mm~D1,100mm, L=288m

 - 우수토실 및 맨홀 : 14개소 

 - 삼청동 삼청공원~청계천 시점(L=2.4km)

 - 차 수 벽 : 0.3m×0.3m~0.4m×0.7m, L=4,397m

표 4-3-111. 백운동천 및 중학천 차집관거 공사개요

(2) 발주계획 변경

• 사업추진부서 : 건설안전본부 건설2부

• 당        초 : 백운동천, 중학천 통합발주

• 변        경 : 백운동천, 중학천 분리발주

• 변경사유

  - 정밀진단결과 하수암거 보수보강 필요성 제기

  - 차집관거 공사와 별도로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간섭, 하자책임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우려, 공정관리의 어려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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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계천 저류시설 설치사업 

(1) 사업 개요

우리나라의 강수의 특성상 청계천 유역 상류부근은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집중 호우를 대비

하여 빗물을 일시 저장 할 수 있는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청계천의 홍수예방 및 인근 저지대의 

침수 예방차원에서 중요한 세부 공사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계획은 아래와 같이 청계천복원공정에서 구체

화되었는데, 청계천 유역의 생태연못의 설치는 3개청(남산관리사무소, 종로구청, 성북구청)에서 인근 산 

계곡에 54개의 생태연못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2005년 5월 31일까지 모두 완료되었고, 삼청동(중학천)과 

예장동(남산)의 빗물 저류조 설치는 2006년 6월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 

(2) 삼청동(중학천) 빗물저류조 설치

• 위    치 : 종로구 삼청동 산1, 2-3번지 삼청공원내 테니스장

• 설치규모 : V=7,300㎥, A=2,520㎡, H=2.9m

• 사업기간 : 2005.10 ~ 2006.12(설계 2005.10 ~ 2006.1)

• 사 업 비 : 4,680백만원(설계비 160백만원)

• 추진 현황 및 계획

  - 2005.09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2005.09.14 : 기술용역 타당성심의

  - 2005.09.26 : 기술용역 계약심사

  - 2005.09.30 : 용역발주

  - 2005.10 : 용역계약 및 착수

  - 2006.01 : 용역완료 및 공사발주

  - 2006.02 : 공사착수

  - 2006.06 : 공사완료(예정)

(3) 예장동(남산) 빗물저류조 설치

• 위    치 : 예장동 산 5-6(숭의여전 뒤) 

• 설치규모 :  V=2,150㎥, A=833㎡, H=4m

• 사업기간 : 2005. 4.18 ~ 2006. 8.31 

• 사 업 비 : 12억 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2005. 3.22 : 설계도서 납품(천일기술단)

  - 2005. 4. 8 : 공사 낙찰자결정 (적격심사 약 1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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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4.18 : 공사계약 및 착공

    ※ 저류조 공사에 따른 안전 등에 대하여 숭의학원과 협의 지연

  - 2005.09 : 설계 변경 완료(제일엔지니어링)

  - 2005.11 : 공사 착수

  - 2006.08 : 공사 완료(예정)

(4) 청계천 유역 생태연못 설치

• 조성기간 : 2004.12 ~ 2005.05.31

• 조성수량 : 54개소

시행청 위치 개소수 장소
비고

(예산액)

3 개 청 4개산 54 10 계곡 2.7억

남산공원

관리사무소
남    산 14

창동천계곡(1), 산동천계곡(2), 동천계곡(6), 사동천계곡(1), 천일약수터

계곡(2), 예술원계곡(2)
0.7억

종로구청
인 왕 산 6 백운동천계곡(6)

0.7억
북 악 산 8 삼청동천계곡(8)

성북구청 북 한 산 26
성북천계곡(5)

정릉천계곡(21)
1.3억

표 4-3-112. 청계천유역 생태연못 설치 추진현황

8) 청계천 상류 침사지 설치사업

청계천유역 상류부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적당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 경제적이

고 합리적인 침사지설치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이미 설치된 침사지(종로구 15개소, 중구 18개소)를 제외

하고 추가된 침사지 설치현황을 종로구와 중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로구 침사지 추가 설치

공사개요

• 공 사 명 : 청계천유역 침사지 추가설치공사(기 15개소 설치)설치 

• 규    모(총 5개소 신설)

  - 일반침사지설치 : 3개소

   ∙ 사직동 인왕산 황학정 내(B=3.6m, H=3.0m, L=11m)

   ∙ 창신동 615-65번지 낙산공원 앞(B=3.6m, H=2.65m, L=5.6m)

   ∙ 창신동 23-815번지 경찰기동대 앞(B=2.6m, H=2.15m, L=3.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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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형침사지설치 : 2개소

   ∙ 효자동 옥인아파트 백운동천(B=1.6m, H=0.8m, L=8.5m)

   ∙ 삼청동 삼청공원 중학천(B=0.4m, H=0.6m, L=10.08m)

• 공사기간 : 2004.04 ~ 2004.08.16(120일)

• 용역사 및 시공사

  - 실시설계 용역사 : 유신코퍼레이션

  - 시공사 : 구민종합건설

• 사 업 비 : 455백만원

  - 실시설계 55백만원

  - 공사비 400백만원(관리비, 이전비 포함)

추진사항

• 2003.09 ~ 2004.02 : 실시설계

• 2004.03.26 : 공사발주

• 2004.04.19 : 착공

• 2004.08.16 : 공사완료

(2) 중구 침사지 추가 설치

• 기 설치현황 : 18개소

• 소요사업비 : 545백만원

  - 실시설계 45백만원, 공사비 500백만원(관급비, 이전비 포함)

• 실시설계 : 2003.10 ~ 2004.01

  - 설치개소 : 12개소(신설 10개소, 개량 2개소)

  - 설치규모 : 3.0×7.0×0.6m~4.0×25.0×0.7m

  - 용 역 사 : 제일엔지니어링

• 건설공사 : 2004.04.07 ~ 08.04(120일)

  - 시 공 사 : 아우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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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비

1) 총사업비

청계천복원공사의 총 사업비는 2003년 계약기준으로 357,692백만원이었고,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

당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사업비 조정과정을 통해 최종 사용된 총사업비 예산은 393,070백만원이었고, 최

종정산금액은 384,391백만원이었으며, 잔액은 8,679백만원이었다. 이는 기증된 교량건설비를 제외한 금액

이다. 총사업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2003년 계약금액 기준 2005년 준공정산 기준 중감 비고

총 금 액 357,692 384,391 +26,699

 - 설 계 비 2,097 2,097 -

 - 공 사 비 345,063 373,085 +28,022 계약 : 331,642

 - 보 상 비 2,706 1,236 -1,470

 - 감 리 비 7,226 7,546 +320

 - 시설부대비 600 427 -173

표 4-3-113. 총사업비 조정내역

• 총 사업비 예산 : 393,070백만원 (2003~2005년도 예산)

• 최종정산       : 384,391백만원

• 잔액           : 8,679백만원

※ 교량 기증액

  - 삼일교 : 공사비 4,068백만원, 감리비 115백만원

  - 모전교 : 공사비 2,000백만원

  - 광통교 : 공사비 2,000백만원

  - 장통교(관철교) : 공사비 50백만원

※ 총계 : 8,118백만원(공사비) + 115백만원(감리비) = 8,233백만원

2) 연도별 사업비

연도별 사업비의 내용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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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구성비

(%)

총 소 요 2003년 2004년 2005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357,692 98,300 169,706 89,686 

1. 설계비 2,097 2,097  - 

2. 공사비 100 345,063 93,203 164,200 87,660 

 -구조물철거 m 11.9 5,960 40,944 4,624 32,169 1,206 7,902 130 873 

 -양안도로정비 m 27.2 5,800 93,791 1,206 21,422 3,310 51,298 1,284 21,071 

 -교량건설 개소 19.4 21 67,017 2.4 8,124 16.6 53,644 2.0 5,249 

 -하수도정비 m 3.9 16,800 13,389 6,320 5,130 9,070 7,198 1,410 1,061 

 -유지용수 m 7.0 11,896 24,154 4,325 7,475 6,537 13,865 1,034 2,814 

 -하천복원 m 3.2 5,800 11,132 868 2,915 2,620 4,769 2,312 3,448 

 -조경공사 m 15.2 5,800 52,446    -   - 1,650 15,442 4,150 37,004 

 -부대공 식 9.7    - 33,503    - 9,656    - 8,036  -    15,811 

 -폐기물처리 천톤 2.5 605 8,687 439 6,312 142 2,046  25 329 

3. 보상비 ㎡ 1,747 2,706 1,747 2,706  - 

4. 감리비 7,226 2,800 2,600        1,826 

5. 시설부대비 600 200 200          200 

※ 역사유적복원 : 4,230백만원(2003년 2,328백만원, 2004년 1,902백만원)

표 4-3-114. 연도별 사업비(2003년 계약기준)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총 소 요 2003 2004 2005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386,739 98,300 212,099 76,340

설    계    비 1식 2,097 1식 2,097 -

공    사    비 375,260 93,2035 207,983 74,074

구조물 철거 5.96㎞ 40,944 4.62㎞ 32,169 1.34km 8,775 -

양안도로정비 5.8㎞ 93,791 1.2㎞ 21,422 4.5km 71,524 0.1㎞ 845

교 량 건 설 21개소 67,017 24개소 8,124 1식 56,893 24개소 4,870

하수도 정비 16.8㎞ 13,389 6.3㎞ 5,130 10.5km 8,259 -

유 지 용 수 11.9㎞ 24,154 4.3㎞ 7,475 7.5km 14,361 0.8㎞ 2,318

하 천 복 원 5.8㎞ 11,132 0.9㎞ 2,915 4.9km 8,217 -

조 경 공 사 5.8㎞ 52,445 - 2.3km 20,551 3.5㎞ 31,894

부   대   공 1식 20,082 1식 9,486 1식 7,651 1식 2,945

폐기물처리 605천톤 8,688 438천톤 6,312 167천톤 2,376 -

설 계 변 경 1식 19,582 1,470 1식 18,112

추 가 과 업 1식 13,090 - 1식 13,090

물 가 변 동 1식 8,460 - 1식 8,460 1식 -

자 재 구 매 1식 2,316 1식 2,316 1식 -

기    타 1식 170 170 -

보 상 비(토지) 1식 1,236 1식 1,236 1식 -

감    리    비 1식 7,546 1식 2,800 1식 2,680 1식 2,066

시설부대비 1식 600 1식 200 1식 200 1식 200

※ 역사유적복원 :  12,052백만원(2003년 2,328백만원, 2004년 6,287백만원, 2005년 3,437백만원)

표 4-3-115. 사업비(2005년 9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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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량사업비

공구별로 교량에 투입된 사업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공구 교량번호 위치 규               모  공사비 비고

총   계 67,222

1

공

구

소계 9 개 소 28,136

Br.1 모전교 콘크리트 상로 아치교, L=19.5m, B=27.5m 3,422 신한은행 20억 원 기증

Br.2 광통교 석교,  L=23.8m, B=14.4m 6,341 하나은행 20억 원 기증

Br.3 광  교 강파이프 상로 아치교, L=23.9m, B=45.5m 4,618

Br.4 장통교 L=23.5m, B=12m 653

보도교

관철동 문화발전위원회 

50백만원 기증

Br.5 삼일교 P.S.C 슬래브교, L=22.7m, B=43.5m 3,621
우리은행 41.83억 원 

기증

Br.6 임시보도교 R.C 슬래브교, L=23m, B=7.5m 457 수표교 복원 대비

Br.7 관수교 강상판 판형교, L=22.6m, B=25.5m 3,090

Br.8 세운교 P.S.C 슬래브교, L=19.5m, B=50m 3,716

Br.9 배오개다리 강상판 판형교, L=23.5m, B=25.5m 2,218

2

공

구

소계 8 개 소 16,151

Br.10 새벽다리 Cable Stayed 강상판형교, L=23.2m, B=10m 1,251 보도교

Br.11 마전교 P.S.C라멘교+PF BEAM교, L=21.6m, B=52.0m 2,444

Br.12 나래교 Cable Stayed Arch교, L=22.9m, B=6.0m 1,209 보도교

Br.13 버들다리 P.S.C 라멘교, L=23.3m, B=17m 1,306

Br.14 오간수교 P.S.C라멘교+PF BEAM교, L=23.0m, B=59.9m 3,415

Br.15 맑은내다리 Cable Stay Arch교, L=26.5m, B=13.5m 1,430 보도교

Br.16 다산교 강합성교+강사장교, L=29.6m, B=44.4m 3,273

Br.17 영도교 I.P.C Girder교, L=30.1m, B=26.2m 1,823

3

공

구

소계 5 개 소 22,935

Br.18 황학교 강상판 판형교, L=45.1m, B=30m 4,150

Br.19 비우당교 로제 Arch교, L=44.6m, B=26.5m 5,100

Br.20 무학교 강하로 트러스교, L=43.6m, B=34.8m 3,524

Br.21 두물다리 사장교, L=43.8m, B=2.9~7.8m 1,880 보도교

Br.22 고산자교 P.S.C 슬래브교, L=89.0m, B=43.3m 8,281

표 4-3-116. 공구별 교량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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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사업비 분석

청계천복원공사에 투입된 총액은 384,391백만원으로 당초 계약금액인 357,692백만원보다 26,699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는 주로 공사비(28,022백만원 증액)와 감리비(320백만원 증액)가 증액되었기 때문이

다. 

구분
공사비 조정사유

(증액 : 28,022백만원)

감리비 조정사유

(증액 : 320백만원)

조정내역

- 추가과업 5건 : 13,328백만원

- 물가변동 : 8,460백만원

- 설계변경16건 : 20,777백만원

- 건물조사용역 등 : 174백만원

- 이전비(감액) : (-)13,247백만원

- 보상비(감액) : (-)1,470백만원

- 1공구 : 증액 없음(외국인감리 미투입 예산 활용)

- 2공구 : 240백만원(물가변동 160, 휴일근무 80)

- 3공구 :  80백만원(물가변동 80)

표 4-3-117. 공사비 및 감리비 조정사유

다음은 공사비의 조정사유 중 추가과업(5건)과 설계변경(16건)의 내용이다. 

연번 건 명 추가과업 사유 집행액(백만원)

계 5건 13,328

1 장통교설치 - 주변 상인들의 건의에 따라 보도전용 교량으로 건설추진 650

2
세운상가 

연결육교 철거

-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노후 육교 철거

 ※ 남북방향 녹지축 형성 : 폭 50m
822

3 뚝도정수장 개량

- 청계천 유지용수 공급원은 당초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를 주공급원으로 하고 비상

시 한강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고도처리수의 환경호르몬, 냄새, 거품 등

이 제거되지 않는 등의 문제와 한강수의 여름철 고탁도시 및 갈수기에 녹조 등의 발

생우려로 뚝도정수장 폐침전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완됨에 따라 뚝도 정수장 보수보

강 시행

8,656

4 노점상정비

- 청계천로에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 1,000여개소가 전국노점상 3개 단체(전노

련, 서노련, 중노련)와 연합하여 청계천복원공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노점상에 대한 일제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

2,210

5
교통정리원, 

모범운전자 배치

-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시민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청계천로 및 인접 주요교차로의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모범운전자 배치 활용
990

표 4-3-118. 추가과업 사업비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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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건 명 설계변경 사유 집행액(백만원)

계 16건 20,777

1 세운교 확폭

- 세운교 주변 재개발계획과 연계한 교량폭원조정

  : 남북방향 녹지축 형성(폭 50m)

  : 교량폭(35m→50m)

1,616

2 임시보도교
- 수표교터가 사적지로 가지정됨에 따라 수표교 원상복원전 주변 주민의 남북방향통행불

편해소를 위해 임시교량설치(1개소 :B=7.8m, L=21.35m)
148

3
베오개교 

기초변경

- 운행중인 지하철의 안전성과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기초공법변경

 : 강판파일→지반보강(SRC)후 직접 기초
-611

4 광교확폭
- 광교터 사적지정 및 문화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강교터 보존하는 방법으로 교

량구조 변경 : 강상판 파이프아치교→변단면 강판형교
1,695

5 관수교부대시설
- 외관제고를 위한 보도부 부대시설변경

 : 알미늄난간→ 그늘막, 스텐레스난간
519

6
삼일교 기증 

감액
- 삼일교를 우리은행에서 기탁하게 됨에 따라 기설계에 반영된 공사비감액 -2,670

7
모전교, 광교 

복공

- 모전교·신광교구간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 우기시 하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임시시설

물 설치
290

8 황학교 형식변경
- 주변경관 및 미관을 제고하고자 부대시설변경

 : 보도부 화단설치→캐노피설치
590

9 조경시설변경

- 청계천복원에 다양한 계층의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고수호안 벽면에 참여와 화합의

벽 제작 설치

- 청계천복원의 상징적 장소인 시점부 광장의 설계수준향상을 위한 작품공모 및 설계시행

(외국인)

- 천변녹지 옥벽 녹화용 덩굴류 식수대의 흙이 보도측에서 노출되어 미관저해로 보완식재

- 청계천복원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 등을 사전확인하여 적용하고자 

샘플제작

393

10 기전시설변경

- 외국조명전문가 자문에 따른 경관조명 수준향상

- 홍수 및 기타 재난시 이용시민 안전을 위한 CCTV 방송설비 설치

- 청계천내 모든 시설물을 감시제어할수 있도록 원격시스템 설치

- 구조물 박스내 유지보수용 조명설치

4,288

11 시점부 광장변경
- 실시설계완료에 따른 사업비증가

 : 청계미니어처, 탐방로, 팔도석, 폭포, 경관조명 등
4,783

12
초과월류수 

처리시설변경
- 당초 2공구만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전공구로 확대 2,120

13
가로등 자재구매 

변경
- 당초 관급자재로 수급키로 한 가로등 자재비를 도급비로 전환하여 구매 1,330

14
모전교 

상류옹벽개량

- 기 시공된 모전교의 아치선형이 전통교량에 비하여 미흡하다는 전문가의의견에 따라 교

량보도부분 및 상류옹벽을 철거하여 전통교량의 이미지를살리고 시점광장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수준 개선 변경 시행

1,069

15 세운교 경관향상
- 세운교 경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량상부에 연못(수조) 및 조명시설과 보·차도, 광

장에 석재 포장 시행
1,230

16 기타 시설변경 - 교량부대시설, 산책로 포장, 경관조명, 조경시설 변경 등 3,987

표 4-3-119. 설계변경 사업비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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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복원공사의 관리 

1. 공사관리

1) 교통관리

교통관리계획

구 분 문제점 개선방안

가 로

소 통

 ∙ 양안도로건설공사사에 따른 차로점용 과다로 교

통소통저하

 ∙ 교량건설공사시 남북방향 차로감소 및 선형변경

으로 교통소통저하 및 안전사고위험 내재

 ∙ 좌회전규제에 따른 우회방안 제시  필요

 ∙ 양안도로건설공사시 청계천로 교통영향 최소화방안 강구

   - 청계천로 상시 편도 2차로 이상 확보

   - 청계천로상의 좌회전 금지에 따른 우회방안 제시

     (U턴, P턴등)

   - 교량분리시공 및 선형조정으로 남북 차로수최대한 확보   

   - 단계별 신호운영 최적화에 따른 교통영향 최소화

   - 공사장 전면에 적정테이퍼 설치 및 교통통제수에 의한 차량동선 

유도

   - 차량소통을 고려한 공사구간 단계별 구분

   - 좌·우안 구분시공으로 차로 추가 확보(1구간)

   - 민원 발생을 고려한 공정계획 수립(3, 4구간)

교 통

안 전

및

안 내

표 지

 ∙ 야간 운행시 시인성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단계별 교통안내표지 및 공사안내표지판 보완 

설치 필요

 ∙ 주변 간선도로 및 도시고속도로에 우회안내 

제공 필요

 ∙ 각 단계별 안전칸막이, 윙커, 경광등, signboard 설치

 ∙ 각 단계별 교통통제수 배치

 ∙ 단계별 교통안내표지 및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보 행

교 통
 ∙ 횡단보행자 안전성 확보 필요

 ∙ 공사시 기존 횡단보도폭 확보 및 안전시설 확보 후 공사시행

 ∙ 양안도로건설공사시, 보행자통로 2m 이상 확보 후, 공사구간과 분

리설치

대 중

교 통

 ∙ 좌회전규제에 따른 버스우회노선 제시 필요

 ∙ 일부 버스정류장 점용에 따른 대중교통이용자의 

불편 초래

 ∙ 좌회전 규제에 따른 버스노선 우회처리방안 수립

 ∙ 광교교차로 노선버스 좌회전 유지

 ∙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및 베이 확보

홍  

보
 ∙ 공사에 따른 사전홍보 필요

 ∙ 홍보계획 - 교통방송, VMS 안내, 전단지배포

 ∙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표 4-3-120. 교통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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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구

<그림 4-3-133> 제1공구 교통처리의 기본방향

• 사업 시행 전후 청계천로 교통량은 평균 47% 정도 감소하는 반면에 종로와 을지로는 각각 3%와 

11%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청계천로를 통과하는 남북측 도로교통량이 사업시행후 대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공사중 교통처리 종합계획

  - 왕복 4차로 및 상가지역 조업주차구간을 교통처리 전단계에서 확보하고 공사 점유구간을 최소화

하는 공간 확보

  - 주변이면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신호운영 및 기존버스노선체계를 조정하여 교통소통을  원

활히 유도

  - 보도폭 최소 2m 이상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동선의 연속성 유지

  -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물을 공사단계별로 적정 배치하며, 시민홍보 활동 

전개

• 동선처리계획

  - 좌회전 경우 가능한 P-turn을 이용하여 우회처리: 교차로 회전지체 최소화

  - P-turn처리 불가능할 경우 좌회전신호 또는 U-turn처리(최소한의 교차로 회전이동류 부여)

  - P-turn구간은 안내판 설치 및 대형차량 통제로 원활한 교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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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별 교통처리계획

교

차

로

유형Ⅰ(무교동, 광교, 청계2가) 유형Ⅱ(청계3가, 청계4가)

1단계 ∙ 좌측(상류측)교대부가시설설치및 복공판 설치 1단계 ∙ 좌우측보도교교대부가시설설치및복공판설치

2단계 ∙ 우측(하류측)교대부가시설설치및 복공판 설치 2단계 ∙ 중앙부차도교교대부가시설설치및복공판설치

3단계 ∙ 중앙부복공판설치후좌우측교대부시공 3단계 ∙ 중앙부복공판설치후좌우측교대부시공

4단계 ∙ 좌측교대흉벽부및상부구조물시공 4단계 ∙ 중앙부차도교교대흉벽부및상부구조물시공

5단계 ∙ 우측교대흉벽부및상부구조물시공 5단계 ∙ 좌우측보도교교대흉벽부및상부구조물시공

6단계 ∙ 마무리시공및최종교통흐름유지 6단계 ∙ 마무리시공및최종교통흐름유지

가

로

1구간

(태평로시

점~광교)

1단계 ∙ 중앙화단철거

삼

일

고

가

1구간

(청계2가

~중앙극장)

1단계 ∙ 교대중심우측부고가구조물철거

2단계 ∙ 보도, 차도정및옹벽설치 2단계 ∙ 1단계철거완료구간정비

3단계 ∙ 복개구조물철거및하천복구 3단계 ∙ 교대중심좌측부고가구조물철거

2구간

(광교

~청계3

가)

1단계 ∙ 램프및고가구조물철거
2 간

(중앙극장

~계성여고)

1단계 ∙ 좌측램프부고가구조물철거

2단계 ∙ 보도,차도정비및옹벽설치 2단계 ∙ 교대중심우측부및램프부철거

3단계 ∙ 복개구조물철거및하천복구 3단계 ∙ 교대중심좌측부고가구조물철거

3구간

(청계3가

~청계4

가)

1단계 ∙ 램프및고가구조물철거
3구간

(계성여고

~명동역)

1단계 ∙ 교대중심우측부일부철거

2단계 ∙ 보도,차도정비및옹벽설치 2단계 ∙ 우측고가구조물및램프부철거

3단계 ∙ 복개구조물철거및하천복구 3단계 ∙ 교대중심좌측부고가구조물철거

표 4-3-121. 공종별 교통처리계획

제2공구

• 제2공구 교통처리방향

기본

방향

∙ 차로점용 및 신호운영 변경이 최소화되는 공정순으로 공사순서 결정

∙ 공사단계별 최대차로 운영계획 및 보행체계계획 수립으로 교통영향최소화

∙ 공사중 교통체증 및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예상민원 및 민원발생 원인제거

∙ 기본계획 종합적검토 및 완공후 교통운영계획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수립

서울특별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01.3)에 

의거 계획 수립

표 4-3-122. 제2공구 교통처리 기본방향

• 과업구간 및 주변가로 교통특성 조사분석 결과

  - 오전첨두시 도심(동 → 서), 오후첨두시 외곽(서 → 동)방향으로 집중되는 도시부가로의 전형적

인 패턴형성

  - 과업구간의 오전(오후) 평균 속도는 동 → 서 방향 22.6km/h (37.6km/h), 서 → 동 방향 37.5km/h 

(30.8km/h)로 분석

  - 청계6가 교차로 지체로 인하여 주변 가로구간의 평균통행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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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검토 및 기본설계 개선방향

주요내용 기본계획 문제점 검토 기본설계 개선방향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1.주요교차로의 회전 교통량처리

 - P-turn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폭원 협소 및 

지장물로 인한 통행불가 또는 합류부 병목예상으로 

시행 불가한 지점 다수발생

2.각 공정별 교통처리 대안

 - 작업구간 점용면적 과다, 공정별 상세 계획 부재

 - 세부공종별 공기 및 통제방법 미흡

3. 공사중 계획차로 폭원

 - 1개 차로씩 운영될 경우 최소폭원 3.0m 적용

1.주요교차로의 회전 교통량처리

 - 소통을 고려 회전을 규제하되 대안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P-Turn및 L-Turn  제공

 - 공사 및 우회도로 안내체계 구축

2.각 공정별 교통처리 대안

 - 공정에 따른 공법을 면 히 검토하여  점용면적 및 

점용기간 최소화

3. 공사중 계획차로 폭원

 - 1차로 이하 3.5m,2차로 이상 3.0m 폭원확보로 가로

용량증대

완공후 교통

운영 계획

복원공사 완공후 가로 및 교차로등 운영

계획의 부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종합대책을 충분히 검토하

여 본구간의 최적운영방안 제시

홍보 및

모니터링 계획

1.홍보내용 및 기간등 계획미비

2.모니터링의 시기, 지점, 항목 등의 계획 부재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통행체

계 변화에 따른 안내

표 4-3-123. 기본계획 검토 및 기본설계 개선방향 

• 입찰안내서 분석 및 주요착안 사항

  - 공사중 소통 및 안전을 위한 차로 확보 및 공사차량 운행계획

   ·공사중 최소 2차로 이상 확보→교량의 분리시공, 양안도로 단계적 시공 등

   ·용량부족구간 분석실시→공사중 우회도로, 회전대 및 신호운영방안 제시

   ·공사점용면적 최소화,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통한 안전 및 소통증진 방안제시

  - 보행안전 및 걷고싶은 거리를 위한 공사중, 완공후 보행체계 계획

   ·보행 및 오토바이 등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감안 시간대별 주요동선 분석을 통한 안전시설 설치계

획 및 연계성 확보

  - 교통안전 및 이동 공사를 위한 가변식 공사안내 체계 운영방안(Smart Work Zone)

   ·단기적 가변적 공사시 이동식 신호등 및 표지판 운영

   ·야간 시인성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이전 등에 따른 소요공사비 절감

   ·경찰 및 교통통제수의 보조적 역할수행

  - 민원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교통처리 계획

   ·설계시, 공사전, 공사중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한 요구사항 검토 및 반영

   ·본 제안시 지역주민 및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수행(2003년 0월 0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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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소통 및 안전을 고려한 주요공정별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1. 고가구조물

철거

1단계 램프철거(남측철거)

∙ 6차로 이상 확보

∙ 최소차로폭 3.2m 이상 확보

∙ 공기: 10일

2단계 본선구조물철거(가로구간)

∙ 6차로 이상 확보

∙ 조업주차장 제공

∙ 공기: 92일

3단계 본선구조물철거(교차로)

∙ 4차로 이상 확보

∙ 최단기간 공사로 교통소통 및 안전확보(1일 야간공사)

∙ 2현시 신호운영

4단계 육교철거

∙ 4차로 이상 확보

∙ 육교상가(1개소), 보행육교(2개소), 철거

∙ 공기: 17일(3개소)

2. 양안도로

건설
1단계 : 보도설치공사 → 2단계 : 차도설치공사 → 3단계 : 보행자 처리방안

3. 교량건설
1단계 : 좌측교대설치 → 2단계 : 좌측상판설치 → 3단계 : 우측교대설

치 → 4단계 : 우측상판설치

<공사내용> 

∙ 4차로 확보

∙ 조업주차장 제공

∙ 6개 공사구간분리

∙ 2현시신호운영

4. 복개구조물

철거

<공사내용>

∙ 4차로 확보

∙ 조업주차장 제공

∙ 완공후 운영체계와 동일한 2현시 신호운영

  

1현시 2현시 주기

↓↑
←

→ 110초

68(3) 36(3)

표 4-3-124. 교통소통 및 안전을 고려한 주요공정별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제3공구

기본방침

교통혼잡 최소화 ∙ 혼잡요인분석, 교통운영 및 수요관리기법 적용한 최적화

교통시설 이용불편 최소화 ∙ 기존 교통체계 유지, 교통처리기법의 일관성 유지

교통 안전사고 최소화 ∙ 제반, 법규, 기준 준수 및 안전시설 재정비

협력체계 구축 ∙ 이용주민 의견수렴, 인접공구와 연계한 운영전략 극대화

광역체계 연계방안 수립 ∙ 서울시 도심교통체계정비안 수렴, 주변 관련계획 반영

홍보 및 모니터링 ∙ 능동적 홍보체계 수립, 공사중 주요지점 모니터링 계획 수립

표 4-3-125. 제3공구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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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방향 설정

중점

항목
수행목표 수행방향 기본계획 개선사항

가로부

∙ 적정통행속도 유지

∙ 적정차로 및 차로폭 

확보

∙ 공사 점유폭원 최소화 및 공사시간대 조정

∙ 차로폭 3.0m 이상의 양안 편도 2~3차로 확보

∙ 합리적 공사차량 이동시간 및 경로 계획

∙ 공사차량 이동시간대 및 

경로에 대한 추가 검토

∙ 일부구간 선형개량

교차부
∙ 교통혼잡 최소화

∙ 기존 통행패턴 유지

∙ 복개 구조물 존치로 유출입 기본차로수 유지 및 U턴 

제공

∙ 좌회전 폐지시 인근 복개구조물 활용한 U턴 우회처리

∙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및 연동화 계획

∙ 기본계획상의 P턴용 

이면도로 여건불량에 따른 

U턴 우회대안 제시

∙ 우회도로 도류화 및 적정 

회전 반경 확보

보 행

체 계

∙ 기존 보행동선 유지

∙ 적정 서비스수준 제공

∙ 보행안전 제공

∙ 자전거 도로와 연계

∙ 기존 횡단보도 및 보행로 동선 유지

∙ 유효보도폭원 기준 적정 서비스수준 유지

  (최소 3.0m 이상 확보)

∙ 펠리컨 개념 적용 통한 신호운영 효율화

∙ 보행 안전시설 설계

∙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 및 보관소 확보로 한강~중랑

천~청계천~도심으로 연계되는 광역적 동선체계 구축

∙ 보행흐름을 신호운영 

고려하여 운영효율성 도모

∙ 보행과 연계한 자전거 

동선체계 설계

∙ 안전을 고려한 보행시설 

설계

주 차
∙ 상가 영업활동 보장

∙ 적정 주차공간 제공

∙ 편도 2~3차로 외 보도와 연계한 적정 조업 주차공간 확보

∙ 주차 수요분석결과에 따른 인근지역 추가적 주차공간 제공
∙ 블럭 세분화 주차 특성 도출

대 중

교 통
∙ 이용자 혼란 방지 ∙ 인근 블록 P턴 우회처리 및 이용자 안내 체계 정비

∙ 대중교통 편의시설(버스 베

이)설계

교 통

안 전
∙ 안전사고 방지 ∙ 위협요인 분석 및 안전시설 설계

∙ 적정 회전반경 유지

∙ 차량 감속시설 설치

모 니

터 링

∙ 공사영향 최소화

∙ 능동적 대안 설정
∙ 공사기간 주요지점 모니터링 실시방안 수립 ∙ 실질적 대안 제시

표 4-3-126. 교통관리 수행방향 설정(3공구) 

•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점 진단

구분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교통

 소통

(교차로)

∙ 교량 시공 시 남북 차로수 유지 곤란

∙ 통행패턴 변화에 따른 혼란 및 혼잡 발생

∙ 남북횡단 교통류의 도로선형 불량

∙ 좌회전규제에 따른 우회방안 필요

∙ 공사구간 통과 및 횡단교통류 우회 필요

∙ 복개구조물 일시 존치로 차로수 균형유지

∙ 공사단계별 신호운영 최적화, 신호연동화

∙ 교차로 가각 R=15.0m이상 확보

∙ 2현시 운영 및 P턴, 기존 U턴 유지 우회처리

∙ 원거리 우회안내표지 정비

∙ 교차로 도류화로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

표 4-3-127.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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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구간별 교통처리 주요내용

구분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가로부
① 고가상부, 교각, 복개구조물 철거

② 교면 방수 및 포장

∙ 동서간 양안 편도 2~3차로(차로폭 3.0m), 보도 3.0m 우선 확보 후 

조업주차공간 2.5m 확보하여 소통 및 상업활동 보장

∙ 기존보행자 횡단시설 이설 유지

∙ 교면방수 및 포장시 1개 차로씩 점용하여 단계별 진행

교차로부

(청계 8, 

9가)

① 고가상부/교각 철거

   복개구조물 철거 및 교량시공

② 교면 방수 및 포장

∙ 교차로 동서양단 복개구조물 일부 존치로 남북간 차로 균형유지 및 

좌회전 금지시 U턴 우회처리

∙ 신호운영은 2현시로 소통능력제고 및 남북 측 연동화

∙ 회전반경 R=15.0m 이상 유지로 안전성 확보

종점부

(성동구청)

① 내부순환로 연결램프철거, 고가상부

/교각철거

② 내부순환로 연결램프철거

③ 복개구조물 철거 및 교량 시공

④ 교면방수 및 포장

∙ 내부순환로 연결램프 철거를 2단계로 세분화 

∙ 내부순환로 연결램프 철거시 사근램프 이용 우회처리

∙ 내부순환로 연결램프와 청계고가 철거후 신답철교

  → 청계9가 방면 일방 4차로 운영

표 4-3-128. 공사구간별 교통처리 주요내용

• 주차공간 확보방안

  - 적정보도폭원(최소 3m) 확보 후, 기존의 조업주차 기능 및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

  - 주변 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하여 하역기능이 필요한 지점에 조업주차공간 우선화보

  - 주차부족분은 성북천변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유도 제안

• 복원 후 교통처리계획 구상

  - 교차로 2현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종점부 교통처리 및 대중교통, 주차 등의 처리계획은 기본계

획안 수용

  - 장래교차로 신호운영은 남북축을 기준으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광역적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심교통체계 정비안을 수용하여 계획하고, 변동

시 이에 맞추어 당해구간 재설계 실시

2) 환경관리

(1) 환경현황조사

• 기본방향

  - 분야별 환경현황조사 및 측정

  - 환경영향요소의 사전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건설폐기물 적정관리 및 재활용 방안 수립 

  - 민원발생 억제 및 환경친화적 건설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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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기준 검토

  - 설계 반영 기준

   ∙ 대기질 관리기준 : 비산먼지(PM-10) 120㎍/S㎥ 이하, 이산화질소(NO2) 0.04 ppm 이하

   ∙ 폐수배출 관리기준 : BOD 30ppm 이하, COD 40ppm 이하, SS 30ppm 이하

   ∙ 소음진동규제기준 : 소음 75dB(A) 이하, 진동 70dB(V) 이하

• 환경현황 조사

  - 대기질 분석결과

 ∙ 미세먼지(PM-10)는 연간환경기준(70㎍/

㎥)을 초과
조 사

결 과     

 ∙ 비산방진망 설치, 살수시설(스프링클러)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장 주변 

청소, 차량속도(20km/hr) 제한

설 계

반 영

 

  - 악취 조사 결과

 ∙ 시점부의 악취농도 가장 높음(복개구조물내)

 ∙ 환기설비가 오히려 악취를 직접 외기로 방출

 ∙ 주요 냄새 원인은 황화수소(H2S)임

조 사

결 과
    

 ∙ 시점부의 악취 폐 및 탈취장치 시설계획

 ∙ 기존 환기설비의 탈취장치 보완(삼각동)

 ∙ 황화합물 분해가능한 탈취설비

  (Biofilter) 적용

설 계

반 영

 

  - 하천저질(토양) 조사 결과

 ∙ 폐기물관리법“유해물질 함유기준”이내

 ∙ 토양오염관리법“토양오염 우려기준”이내
조 사

결 과     

 ∙ 하천저질은 일반폐기물로 위탁처리 가능

 ∙ 하천 하부토양은 사토처리 및 뒷채움재로 

재활용

설 계

반 영

 

  - 소음·진동 조사결과

 ∙ 소음환경기준 야간(상업지역)을 초과함.
조 사

결 과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진동 장비 사용
설 계

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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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환경성 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반영

구 분 환경부 협의 및 보완요구 설계반영 및 검토

사  전
환경성
검토서

및

환  경
영  향
평가서

대
기
질

 ∙ 공사시 사업지 주변 악취를 2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철거공사시 악취방지대책
  -발생원 차단 : 시점부 및 노출하수 관로 차단막 설치
  -공사장 주변 차단막 설치에 의한 분산
 ∙ 악취저감장치(Biofilter) 설치

수
질

 ∙ 주변지역 하수관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누수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청계천 유입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청계천내 하수관로 정비
 ∙ 합류식 수초기월류수(CSO) 분리 처리

 ∙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및 
강우 이후 하천 저질에 대한 관리 및 처리 
방안

 ∙ 차집관거를 월류하는 하수를 차집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도로우수배제계획수립(CSO관거 설치)으로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

폐
기
물

 ∙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과 처리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

 ∙ 개별시설물에 대한 철거수량을 산정하고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재활용 계획 수립과 위탁처리계획 수립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 의거 75%이상 재활용계획 
수립

 ∙ 하상토사의 재활용 가능여부를 면 히 검토, 
재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 준설오니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후 현장에서 재이용

소
음
진
동

 ∙ 도심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공사장과 
정온시설이 인접되어 있어 고소음·진동을 
유발시키는 구조물 해체 공사시에는 피해가 
크므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관리할 수 있는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계획 
수립

 ∙ 구조물 해체시 공종별로 소음·진동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소음·진동을 예측하고 저감방안 수립

 ∙ 공사장 소음·진동관리계획 수립→사후모니터링 실시
 ∙ 공사시 방음대책
  -저소음기종·공법 적용, 건설장비 분산, 방진장비 설치
  -방음벽, 이동식방음판넬, 투명방음터널 등 설치
  -차량운전지침 준수, 주행로정비, 작업자 교육 등 실시

표 4-3-129. 사전환경성 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반영

(2) 환경피해 저감대책 수립

• 기본계획 검토 및 설계반영

구 분 환경영향 요인 기본계획 내용 설계 반영

대 기 질

배기가스 및

비산먼지 발생

 ∙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 방진덮개 및 방진망 설치

 ∙ 기본계획내용 수용

 ∙ 철거시 이동식 터널형 방진·방음벽 설치

악취 발생

 ∙ 차집관거 구조개선

 ∙ 배기설비 설치

 ∙ 관로 및 차집관거 노출부 여닫이 및 수막 

설치

 ∙ 악취현황 측정

 ∙ 차집관거 구조개선

 ∙ 악취저감시설(Biofilter)

 ∙ 노출부 폐(토구·우수받이 등)

소음진동
철거공사 및 하천공사시 

소음·진동 발생

 ∙ 저소음·저진동 공법 선정

 ∙ 저소음 건설기계 선정

 ∙ 가설방음판넬 설치

 ∙ 기본계획내용 수용

 ∙ 이동식 터널형 방진·방음벽 설치

 ∙ 저소음 Concrete Cutter 사용

 ∙ 각공종별 소음·진동 Simulation 및 대책 수립

폐 기 물
건설폐자재 및 폐기   

물 발생
-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수립

 ∙ 재활용계획 수립

수    질

하천조성공사시 

  토사 유출

 ∙ 강우시 공사중지

 ∙ 신속한 사면처리, 비닐덮개 설치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기본계획내용 수용

 ∙ 복개상태에서 공사실시로 토사유출 최소화

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 기존관거를 통하여 처리

 ∙ 청개천 주변 건물을 현장사무실 이용

 ∙ 기존 관거를 이용하여 처리

토    양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 공사장내 폐유 교체 억제

 ∙ 인근 정비소 이용

 ∙ 공사장내 폐유 교체 금지

 ∙ 인근 정비소 이용

표 4-3-130. 기본계획 검토 및 설계반영



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055

• 환경피해 저감대책 흐름도

<그림 4-3-134> 환경피해 저감대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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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① 페기물 처리대책

폐기물 처리는 크게 철거, 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 재활용 및 최종처리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각

의 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예시

철거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 폐콘크리트와 철근 및 강재 분리

  - 현장에서 운반차량에 적재가능한 크기로 소할

 ∙ 철근 및 강재

  - 철근 및 강재에서 콘크리트 분리, 회수 및 매각

수집 및 운반

 ∙ 종류별 폐기물 분리 수거 및 보관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분리 적재

 ∙ 건설폐기물 운반로 지정

 ∙ 일 최대 반출량 산정 및 당일 반출(야간시간 활용)

중간처리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 중간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 재활용 가능한 재생골재 생산

재활용 및 최종처리

 ∙ 콘크리트 및 아스콘 재생골재

  -청계천복원공사에 활용(차집관거 잡석기초 및 뒷채움재)

  - 타공사장에 재활용(성토용, 복구용 등)

 ∙ 철근 및 강재 : 매각처리(재사용 자재 별도 처리)

 ∙ 폐목재 : 위탁처리(톱밥재료 업체, 소각업체)

 ∙ 혼합폐기물 : 위탁처리(분리 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

표 4-3-131. 폐기물 처리대책

② 소음 · 진동 저감대책

먼저, 건설소음 방지대책 절차는 현장주변 현황조사, 소음진동 발생예측, 소음·진동 측정 및 저감방안 수

립, 소음·진동 방지공사, 사후관리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각 절차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057

1단계 현장주변 현황조사
① 소음·진동영향 시설물 등 현장주변 조사

② 관할 관련기관과 유대관계를 갖고 행정절차 등 숙지

⇩
2단계 소음·진동 발생예측

① 해당지역의 건설소음·진동 규제기준 파악

② 투입되는 장비 및 공종별로 소음·진동 예측

⇩
3단계

소음·진동 측정 및

저감방안 수립

① 시험항타 및 시험발파 실시 → 소음·진동값 측정

② 측정결과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저감대책 수립

⇩
4단계 소음·진동 방지공사

① 방지시설(방음벽) 설치

② 제시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적용, 최적공법을 확정, 시행

⇩
5단계 사 후 관 리

① Check List에 의거 계속적으로 소음·진동 관리

② 주기적인 측정으로 피해발생 최소화

<그림 4-3-135> 건설소음 방지대책 절차

소음원과 관련해서는 제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는 동시에 공법 및 장비선정과 건설기계 운영시의 

대책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구분 준수사항

제반법규 준수
 ∙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에 의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공사개시 3일전에 관할지자체장에게 신고

 ∙ 고소음기계 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6-110) 준수

공법 및 장비선정

 ∙ 저소음, 저진동 공법 선정

 ∙ 저소음 건설기계의 선택

 ∙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설정

 ∙ 소음진동원이 되는 건설기계의 적정배치

건설기계 운영시

 ∙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관리 등에 유의

 ∙ 불필요한 소음, 진동 억제

 ∙ 정비불량에 의한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정비 수시 실시

 ∙ 작업대기 중에 건설기계의 엔진 정지, 공회전 삼가

 ∙ 공사 실시전 인근 주민에게 사전 공지

 ∙ 주간작업 실시 및 고소음작업 지양

표 4-3-132. 소음원 대책 

방음벽은 크게 전공사구간에 걸친 가림막과 건설기계 주변 및 임시적환장 주변의 이동식 방음벽을 통해 

인근 건물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구분 가림막 이동식 방음벽

제

원

L 청계천 구간 : 2,000m 구간에 따라 연장 변경

H 7.0m(방음벽 5m+방진망 2m) 3.03m

형    식 EGI 판 흡음형 방음판

설치위치 전공사구간
건설기계 주변

임시적환장 주변

표 4-3-133. 방음벽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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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기질 저감대책

공사 중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크게 공사장비의 가동시 발생하는 배기가스와 공사 중 발생하는 비

산먼지를 들 수 있다. 우선, 배기가스는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 : Disel Paticulate Filter) 장착, 

노후차량 사용금지, 차량대기시간 제한 및 공회전 금지를 통해 배기가스를 저감할 수 있으며 비산먼지는 

공사장 진출입로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스프링쿨러 설치, 먼지진공청소차량 운행, 방진덮개, 비산

방진망 설치, 차량속도 제한 타코미터 설치(20km/hr 이하로 제한)를 통해 저감할 수 있다. 

④ 수질 관리대책

수질은 주로 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유출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저감대책은 첫째, 공사초기 

배수로 확보, 공사구역 외 우수배제, 둘째, 강우시 일시 공사중지, 셋째, 법면 발생지역 신속한 사면처리 

및 비닐덮개 설치, 넷째,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설치로 가능하다.

(4) 공구별 환경관리

1공구

공종 저감대책 비고

철 거  공 사

 ∙ 저소음공법(압쇄, DWS) 적용

 ∙ 가림막(흡음방음벽+방진망) 설치

 ∙ 방음상자, 덮개 설치

 ∙ 살수차 운행 

운 반  공 사

 ∙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영

 ∙ 공사차량 운반경로 지정(통과하중, 교통체증예방, 민원고려)

 ∙ 차량덮개 설치(환경전담 감시원 배치)

 ∙ 차량속도제한(20km/hr)

 ∙ 청소차량 상시 운영

항 타  공 사

 ∙ 저소음·진동 항타공법 적용(PRD 공법-이격거리 20m

  에서 소음 70dB(A) 이내 예상)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조석시간, 야간시간 작업제한

토   공   사

 ∙ 가설방음벽 상단에 비산방진망 설치

 ∙ 살수차 운행 

 ∙ 작업 중 수시 살수(고압살수기 이용)

 ∙ 토사 야적시 덮개 설치

콘크리트공사

 ∙ 콘크리트 타설시간 지정(08:00~20:00)

 ∙ 레미콘 폐기물 수거함 비치

 ∙ 펌프카 청소지역 지정

 ∙ 이동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표 4-3-134. 환경관리(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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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구

• 청계천복원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환경영향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건설 환경 관리계획 수립

• 철거시 환경관리계획

대기질
∙ 주기적인 살수 및 방진망 설치

∙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운행

∙ 공사차량속도 규제 및 과적금지

∙ 세륜, 세차시설 2개소 설치

수질
∙ 유출우려가 있는 공사는 갈수기에 실시

∙ 현장사무소내 오수처리시설 운영

∙ 복개구조물 철거 하상내 철거 잔재물 및 오염유발 

물질 즉시처리

폐기물
∙ 간이화장실 및 분리수거함 설치

∙ 폐유는 보관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재활용지침에 의거 75%이상 재활용 계

획수립

소음진동 ∙ 이동형 및 고정형(가설방음판넬)방음벽설치 ∙ 공사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 적용

악취 ∙ 청계천 복개구조물 철거후 하수차집관거노출 최소화

토양 ∙ 발생폐유는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노상 및 하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후 위탁처리

표 4-3-135. 철거시 환경관리계획 

• 복원시 환경관리계획

동·식물상
∙ 자연형하천조성

∙ 외래 동·식물 지정 관리

∙ 양서류, 육상, 수서곤충서식처 복원

∙ 식생복원을 위한 생물종 선정

∙ 조류서식처복원

∙ 어류서식처복원

대기질
∙ 주기적인 살수 시행

∙ 공사차량 속도규제 및 과적금지

∙ 세륜, 세차시설 2개소 설치

∙ 복원구간 주변방진망 설치

∙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운행

∙ 고정청소원 배치, 운영

수질
∙ 유출우려가 있는 공사는 갈수기에 실시

∙ 준설토는 발생즉시 처리

∙ 침사지(4개소) 및 가배수로 설치

∙ 하상토사는 육상으로 신속히 운반

∙ 콘크리트 혼합시 세척수 처리시설설치

∙ 현장사무소 내 오수처리시설 운영

폐기물
∙ 현장내 간이 화장실 및 분리수거함 설치

∙ 건설폐기물 재활용 지침에 의거 75%이상 재활용
∙ 발생폐유는 보관시설 설치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소음진동
∙ 이동형 및 고정형(가설방음판넬)방음벽 설치

∙ 투입장비의 최적조합 및 소음발생원 관리
∙ 하천복원시 저소음, 저진동공법 적용

악취
∙ 개구부의 하수 폐작업 실시

∙ 필요시 차집관거 노출부위 여닫이 설치 및 수막설치

∙ 하수관거 노출최소화 및 토구 개구부의 차단막 설치

∙ 환기시설 4개소 설치

토양 ∙ 발생폐유는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상 및 하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후 위탁처리

표 4-3-136. 복원시 환경관리계획 

3공구

• 생태계 변화 예측

  - 하천 복원시 비오톱(습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하천생태계의 건강한 먹

이사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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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하천유지용수를 일정수위로 유지하고, 하천생태계의 주요구성원인 어류

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와 어도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여울형 낙차공과 래버런스보 설치

• 토양분석 및 활용방안 

  - 하상토사에 대한 토양환경질 측정결과, 전 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수준 ‘가’ 지역에 하회하는 것으

로 분석됨. 또한 하상토사에 대한 용출실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

된 유해물질과 비교시 전 항목에서 기준치를 하회하여 하상토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분

석됨

• 미기상변화 예측

  - 약 0.5 ~ 1도의 온도 감소 예측

• 대기질 영향 및 대책

  - 공사시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륜, 세차시설,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주기적 살수시행

  - 하천복원 후에는 차량감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감소 예측

3) 공정관리

공정관리는 주변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정계획수립에서 시작되었다. 현황분석을 위한 사전조사 및 검

토를 통해 공종별 산출근거에 의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원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사 진행 

단계별 주요 Milestone을 관리하였다. 

<그림 4-3-136> 사업수행계획

또한 효율적인 공종분석에 따른 병행작업을 추출하고 EVMS 기법 적용에 따른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도모

하였으며, 사업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발주처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공정계획

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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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시

공

사

협

력

사

PMIS 운영

업무범위

발주처 공정현황 확인 및 승인

감리단
공정관리 정보

기술적 검토 및 승인

현장

대리인

공정관리 정보 검토, 확인 

및 보고

현장공정

관리팀
공정분석, 계획, 진척관리

현장조직 및

협력업체
기본정보 제공 및 적용

Activity의 일정, 자원, 비용 및 정보

를 CAD정보와 연계 3D+Time

Simulation 구현

<그림 4-3-137> 공정계획

작업공정은 공구별로 시행되었지만 공정별 작업순서는 안전시설설치 → 철거공사 → 양안도로공사 → 구
조물보강공사 → 교량공사 → 사면벽체 및 차집관거공사 → 복개구조물철거공사 → 하천복원공사 → 조경

공사의  공통된 순서로 진행되었다.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작업

내용

∙ 안전시설 설치

∙ 램프 및 상부고가 

철거

∙ 양안도로공사

∙ 구조물보강공사

∙ 교량공사

∙ 사면벽체

∙ 차집관거 공사

∙ 복개 구조물 철거
∙ 하천복원공사

∙ 조경공사

착안

사항

∙ 저소음공법 시공

∙ 이동식 분진망 설치

∙ 양안도로포장시

∙ 복개Box 구조물 

상부에서 강판 Pile 

작업

∙ 교통소통을 위한 

교량분할시공

∙ 복개 Box Slab - 

1m까지 시공

∙ 인군 구조물 검토후 

시공

∙ 시공중 존치 

구조물하부 지지

∙ 자연환경을 고려한 

공간조성

∙ 친환경녹색현장 

구현

투입

장비

∙ 150Ton·80크레인, 

D.W.S, 휠쏘, 압쇄기

∙ 포장 장비조합 

노면파쇄기

∙ 유압파일 햄머,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 크레인, D/T, 

압쇄기, D.W.S, 

휠쏘

∙ 굴삭기 1.0㎥, 

크레인, 덤프트럭 

15Ton

표 4-3-137. 공종작업순서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1062

<그림 4-3-138> 공정관리 흐름도

다음 표와 같이 분기별 공사추진 계획치와 실제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주요한 공사의 실공기가 2005년 

상반기까지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계획 10.08 23.61 46.72 62.76 71.70 85.89 91.50 98.17 100

실적 10.17 23.48 46.38 64.42 73.70 86.15 91.70 96.81 100

표 4-3-138. 공사추진 현황

(단위 : %)

4) 안전관리

(1) 안전관리 개요 

청계천복원건설공사는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27개월 동안의 숨가쁘게 진행되어 온 대형공사로서, 다른 

공사에 비추어 위험요소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큰 사고 없이 목적물

을 완성하여 인계 할 수 있었던 것은 발주청, 감리원, 시공사 및 협력업체가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적인 

안전시설설치 및 안전점검, 교육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안전관리는 먼저 <표 4-3-139>와 같이 복원공사과정에서 수행한 안전교육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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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 육 명 교육담당자
(교육기관)

교  육
시  간

교  육
시  기 비        고 

일상

교육

안전조회 현장소장
작업전 

10분간
매  일 전원참가

안전모임(T.B.M) 직업반장 10분간 매  일 안전조회 후 각 작업반별로 실시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담당자 5분간 매  일 작업장별, 협력업체별 제도화 실시

작업중 지도감독

(안전순찰)
공사관리자 수시 매  일

총괄책임자, 원,하도급 안전관리자, 일일안전당번, 공사관리자 (공사과장,공

구장,담당기사)

일일안전

공정협의
안전관리자

15:30

~ 

16:00

매  일 공사진척사항, 안전작업의 난이등 작업간 협의 및 조정

작업종료전 정리정돈 

및 확인
안전담당자 30분간 매  일 작업종료 전 30분간 실시 및 공정 등에 대하여 확인

주간

교육

주간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30분간
매  주 

월요일
전원참가

주간안전공정

협의
안전관리자 30분간

매  주 

수요일
협력업체의 책임자등 참석

주간 일제청소 안전담당자 30분간
매  주 

토요일

주1회 요일 및 시간을 정하여 현장소장 책임하에 작업장 전체에 대해 정기

실시

월간 

교육

안전보건협의 

회의
안전관리자 1시간

매월

25일

전협력업체 책임자소집 개최하여 안전의식의 고취, 월간공정의협의, 예상위

험요소에 대한 대책토의 및 결정등 

위험기계,기구

및설비 자체검사
안전관리자

매월1일,

16일

점검표에 의거 자체검사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이상유무 확인 및 보수등 

조치

(자격자에의한 검사, 기록유지 및 사용허가)

안전보건관계

서류정기점검
안전관리자

매  월

말  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안전점검 교육 및 홍보활동, 안전담당자지정, 개인보

호장구 지급, 안전 보건관계 회의록 등

분기

교육

안전보건위원 

회의
안전관리자 분기말

안전에대한 기본방침, 중대사고의 방지대책등 심의(매분기 1회, 필요시 임시

회의 개최)

수시

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안전관리자 수  시 현장규율, 작업방법, 재해방지대책등 교육지도

작업내용 변경시 공사관리자 수  시 작업방법, 설비, 장비 등

특별교육 안전관리자 수  시 유해 · 위험작업시, 작업내용의 변경시

법정

직무

교육

소장,안전관리자 한국산업안전

관리공단

2년

1회
신규 및 보수과정 안전관리 직무교육

안전관리자 1회 양중기 안전관리 직무교육

표 4-3-139. 안전교육내용

또한 현장에서는 <그림 4-3-139>과 같이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그림 4-3-139>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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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전관리는 현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었

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림 4-3-140>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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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교육실시

안전교육은 공구별로 진행되었으며 제1공구의 안전관리 실시현황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실시 회수 주요 교육내용 교육인원 (명) 비 고

정기

교육

근로자

교육
27

개인보호구 착용법 및 필요성 

안전시설 및 표시안내 관련
4,054

관리감독자

교육
25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규정

사고발생시 긴급대처
752

수시

교육

신규

채용자
351

개인보호구 착용법 및 필요성 

안전시설 및 표시안내 관련

공사개요 및 현장안전관리 방침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준수

건설일반안전수칙

전기기계기구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사례

2,160

외부

특별교육
5 유해위험기구 및 작업시 안전관리 68

내부

특별교육
23

위험요소 개선방안 및 대책

사고사례 소개 및 예방법
218

표 4-3-140. 제1공구 안전관리 실시현황

제2공구의 안전관리 실시현황은 <표 4-3-141>와 같다.

구분 실시회수 주요교육내용
교육인원

비   고
시공사직원 기능직

정기교육 26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준수 349 3,118

특별교육 41
건설기계 장비 사용시 안전사항

추락 재해 예방
- 337

수시교육 124
추락 재해 예방

현장안전관리
140 1,504

관리감독자 교육 22
건설기계 안전업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중량물 취급시 주의사항
145 117

신규채용자 349

공사개요 및 현장안전관리 방침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준수

건설일반안전수칙

전기기계기구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사례

- 1,739

표 4-3-141. 제2공구 안전교육 실시현황

제3공구의 안전관리 실시현황은 <표 4-3-142>와 같다.
 

구분 실시회수 주요교육내용
교육인원

비고
시공사직원 기능직

정기교육 27회 - 1,215명 672,226명

특별교육 50회 - - 1,000명

신규채용

교육
216회 - - 4,500명

관리감독자

교육
2회 - 300명 -

사업주간

협의체
50회 - 350명 -

표 4-3-142. 제3공구 안전교육 실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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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 안전점검 실시

① 제1공구의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행횟수는 법적취지에 부합되도록 주요 공정에 맞춰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른 정기점검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

법에 의거한 안전점검대가 산출, 안전점검기관 의뢰시 발주자와 사전협의, 점검기관은 가급적 최초시행기

관을 선정하여 점검의 일관성유지, 시공사, 감리사 등의 동일 계열회사 선정 제외, 점검시기는 공사별 현

장에 맞는 시기를 결정하되 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일 때 실시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실시되었다. 점

검비용은 턴키방식의 공사수행으로 시공사가 부담하였다. 

청계천복원공사 제1공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공사 중의 구조물의 품질상태 및 안

전관리 상태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구조물에 공용시 영향을 미칠 만한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 발생한 손상 또한 조치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차 점검기간
점검기관명 

(책임기술자)
점 검 내 용 비고

1차
2003.09.29 ~

2003.10.18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신 성 호

 ∙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2차
2003.07.21 ~

2003.08.21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최 계 식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3차
2004.02.23 ~

2004.03.26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최 계 식

 ∙ 옹벽 및 차집관로 공사에 중점

 ∙ 전반적인 공사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점검 실시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4차
2004.09.24 ~

2004.10.26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변 용 식

 ∙ 시공상태 점검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 철근탐사 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5차
2005.05.06 ~

2005.06.09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변 용 식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표 4-3-143. 제1공구 정기안전점검실시 현황

② 제2공구의 정기 안전점검

제2공구의 정기안전점검 전 회차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본 현장의 가시설물의 변형 및 인근 지반의 침하

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각 구조물의 외관조사 및 비파괴 시험결과 설계기준에 준하여 시공된 것으

로 조사되었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험실의 운영 및 품질

관리도 그의 관한 근거자료를 갖추는 등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현장의 전반적인 

구조물 품질 및 시공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은 제2공구의 정기 안전점검 실시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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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정기안전점검 실시현황

조치내용점검기관명

(전화번호)

점검회수

(계획/실적)

점검비용

(백만원)
주요점검항목

2003

(후반기)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02-512-0808)
(4/1) 8,140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

법의 안정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등 공사장 주변 안

전조치의 적정성

조치완료

2004

(전반기)

한맥도시개발

(02-826-4210)
(4/2) 6,050 ˝ ″

2004

(후반기)

한맥도시개발

(02-826-4210)
(4/3) 6,050 ˝ ″

2005

(후반기)

한맥도시개발

(02-826-4210)
(4/4) 6,050 ˝ ″

계 (4/4) 26,290

표 4-3-144. 제2공구 정기안전점검실시 현황

③ 제3공구의 정기 안전점검

다음은 제3공구의 정기안전점검 현황이다. 

연도

정기안전점검 실시현황

조치내용점검기관명

(전화번호)

점검회수

(계획/실적)

점검비용

(백만원)
주요점검항목

2003
(주)정인컨설턴트

(02-529-8213)
(4/1) 4

- 철거 및 양중작업 중 안전대책

- 교량 하부에 설치된 안전시설물 점검

조치

완료

2004
(주)정인컨설턴트

(02-529-8213)
(4/1) 4

- 사면벽체 철근 배근작업

- 교량 하부 철근 배근상태

조치

완료

2004
(주)씨에스엔지니어링

(031-722-0715)
(4/3) 4

- 주요 부재의 외관조사 결과 분석

- 품질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공사장 주변안전 조치의 적정성

조치

완료

2005
(주)씨에스엔지니어링

(031-722-0715)
(4/4) 6.8

- 존치 복개구조물 상태 점검

- 품질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공사장 주변안전 조치의 적정성

조치

완료

계 18.8

표 4-3-145. 제3공구 정기안전점검실시 현황

(4) 수시 안전점검

정기적인 안전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안전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제1공구의 수시 안전점검실시 현황부터 살

펴보면 <표 4-3-146>와 같다. 

구  분 실시회수 주요 교육내용 비 고

자체

안전점검

일일안전점검 851
안전시설물 설치

근로자 불안전한 상태

주간안전점검 120 안전시설물 및 현장정리정돈 상태

월간안전점검 27 공법의 적정성 및 안전시설 확인

노사합동점검 25
안전시설물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특별안전점검 17 사고발생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외부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5 건기법상의 안전사항 준수여부

감독기관점검 6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표 4-3-146. 제1공구 안전점검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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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구의 발주처 및 외부기관 등의 수시점검의 주요사항은 <표 4-3-147> 와 같다.

연

번

점검일

점검주체
지적내용

1 2003. 7. 8

비상주감리

비상주감리 특별점검

 ∙ 크레인 아웃트리거 위치 준수외 3건

2

03. 7.3~25

시설관리1부

일상안전점검

 ∙ 현장내 가시설 설치 및 해체, 구조물 철거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물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

기 위하여 현장내 출입하는 공사관계자는 안전보호 장구(안전모, 안전화)착용후 출입하도록 조치하시고 

특히 고소작업자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토록 독려하시기 바람외 6건

3 03. 7.31

추진본부

교차점검

 ∙ 안전휀스 보수외 6건

4 03. 8.08

시설관리1부

품질·안전점검

 ∙ 소음대책 미흡외 3건

5 03. 8.08

시설관리1부

건설안전본부 공사장 안전점검

안전대 착용외 3건

6 2003. 8.18

비상주감리원

(이승언

  김기부)

비상주감리 특별안전점검

 ∙ 철거물(교각기둥과 코핑)분산적재 필요

 ∙ 코핑철거시 안전대책 필요

 ∙ 와이로 로프 5%손상시 교체필요(사전확인)

7 03. 9. 3 교차점검

안전게시판 설치외 2건

8 2003. 9.23

서울지방노동청 

권미연 외3인

청계천복원공사 특별안전점검

 ∙ 고압살부 엔진부 V-Belt 방호덮개 미부착 외 6건

9 2003. 9.26

건설안전본부

최영삼외2인

건설안전본부 안전점검

 ∙ 공사구간중 평화시장앞에 위치한 크레인의 후크장치가 미 부착되어 있음.

10 2003. 11.28

건설안전점검

동절기대비 주요공사장 특별안전점검

 ∙ 현장 여건이 결빙.해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없음

11 2003.11.28

건설안전본부

동절기대비 주요공사장 특별안전점검

 ∙ 하천과 도로 경계부의 신설벽체는 구조적으로 라멘구조일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복개스라브와 신설 벽체 연결부분의 철근이음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 기존 콘크리트 스라브 상·하면의 보강은 탄소섬유봉의 인장강도는 높으나 부착력 또는 단부 고정부의 

지탱하는 힘이 미약하여 보강효과가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 요망(Bolt의 지압응력 검토)

12 2003.12.23

서울지방노동청

이승용 외4인

청계천복원공사 특별안전점검

 ∙ 그레이팅 천공구멍 낙하물 위험

13 2003.12.23

비상주감리원

(이승언

 유종문)

비상주감리 감리원 현장안전점검

 ∙ 복개 상부 공사용 물저장시설 누수로 주변에 결빙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용수관리에 철저

 ∙ 복개 구조물 상부에 차량 주차가 과다하여 공사지장 및 안전사고 우려됨

 ∙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에 적치된 토사 및 폐자재를 조속히 처리 요함.

 ∙ 존치교각확대 기초부 앙카철근과 확대부 주철근과의 겹이읍 철저히 할 것.

 ∙ MFRI 시공부 치핑이 불균일하므로 치핑깊이를 균일하게 1.0cm확보할 것

 ∙ 마이크로파일 두부 동결을 고려하여 보온시설요함

 ∙ CGS몰탈 주입시 주변 건물 및 지장물의 융기가 우려되므로 주입압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14 2004. 2.25

추진본부

현장합동안전점검

 ∙ 시점 좌안  존치교각 하부 기초부 과다노출외 12건

15 2004. 3.20

공구자체

우기대비 현장점검

 ∙ 교량기초시공 구간외 4개소

16 2004. 6. 2

추진본부

교차점검

 ∙ 추락방지시설 설치외 5건

17 2004. 7. 3

공구자체

현장합동안전점검

 ∙ 존치 복개구조물(시점측)상부 쓰레기 방치외23건

표 4-3-147. 제2공구 수시점검 현황



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069

연번
점검일

점검주체
지적내용

18 2004. 7. 6~7

건교부

서대일외 4인

건교부 특별안전점검

 ∙ 수해방지 미흡

  우기철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 추진본부에서 지시번호 2004-3-24호로 지

시한 “2004 풍수해 대책” 및 시공사에서 수립한 “2004 수방대책”에 따라 초기단계(5mm/h 이상, 

20mm/일 이상 강우시)에는 공사용 자재 및 장비를 대피하도록 하였으나, 점검일(2004. 7. 7) 현재 호

우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임에도 일부 공사용 자재를 하상에 방치하는 등 수방대책에 소홀.

 ∙ 우기대비 수위영향 검토 미흡

  우기를 대비하여 교량 지점의 벤트 설치에 따른 수위영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였으나, 현 공정상에 남

아 있는 기존 교각(오간수교, 창선방교)을 고려한 수위영향에 대하여는 검토를 하지 않았음

19 2004. 7.19~20

도시관리정책보

좌관외5명

도로점용 공사장 합동점검

20 2004. 9.11

2공구 자체

태풍대비 현장점검

 ∙ 강우에 대비하여 하상 자재 정리정돈 및 반출외 4건

21 2004. 9.20

추진본부

교차점검

 ∙ 복개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 설치외 4건

22 2004.10.20

본청조사과

공사장관리실태 점검

 ∙ 동평화 시장 성지피복앞 가로수 식재를 위한 굴착부분에 뚜껑 및 안전휀스 미설치

23 2004.12.11

감리사 

안전점검팀

본사 안전점검팀 안전점검

 ∙ 동절기 품질 및 시공관리계획서 본부 보고지연 및 보고지연 등 조속조치요망

 ∙ 안전계단설치 미흡(B49R)

 ∙ 콘크리트 면정리 철저(No 0+500)

 ∙ 겨울철 화재예방 철저

24 2005. 1.31

자체

설연휴 대비 환경점검

 ∙ 새벽다리 하류 앙카처리대책 강구외40건

25 2005. 3. 7

임재영

우기대비 하상점검

 ∙ 옹벽 돌붙임공사로 하천내 비계설치(나래교~버들다리)

26 2005. 5

본청 감사과

준공대비 현장점검

 ∙ 조경/토목/전기/기계 시설물, 시공상태 공법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실태점검

제2공구 수시점검 현황 <계속>



IV.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1070

마지막으로 제3공구의 발주처 및 외부기관 등의 수시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표 4-3-148>와 같다. 

연번 점검일 및 점검주체 지적내용

1
2003.07.21

서울시건설 안전본부(시설관리1부)
 ∙ 현장내 차량 불법주차 및 작업수처리 미흡 외 12건

2 2003.07.28 서울시 하수계획과  ∙ 청계고가 폐기물 절단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 요망

3
2003.07.30

청계천복원 추진본부(교차점검)
 ∙ 철거공종에 대한 별도의 세부안전점검항목 보완요망 외 4건

4
2003.08.07

서울시건설 안전본부(시설관리1부)
 ∙ 지적사항 없음

5
2003.08.18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복개철거구간 잔재물 처리 철저

 ∙ 청계8가 하부 스크린 철거 할 것

6
2003.08.22

서울시건설 안전본부(시설관리1부)
 ∙ 지적사항 없음

7
2003.08.25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종점부 램프구간 가림막 정비 할 것

8 2003.09.05 노동부장관  ∙ 현장 안전·보건 점검차(지적사항 없음)

9 2003.09.16 환경부(경인청)  ∙ 환경점검(지적사항 없음)

10 2003.09.23 서울지방노동청  ∙ 종점부 토공반출 작업시 신호수 미배치 외 8건

11
2003.10.09

산업안전공단(서울지역본부)
 ∙ 복개슬래브 단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적기에 설치 요망

12
2003.10.10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하류부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할 것

 ∙ 차량 출입부 수방자재 확보 할 것

13
2003.10.10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본부장)
 ∙ 현장순시(지적사항 없음)

14
2003.10.28

서울지방 노동청(동부사무소)

 ∙ 가설비계상단 작업발판 틈새 발생

 ∙ 물탱크 상부 이동용 승강설비 설치 미흡

15
2003.10.31

서울시건설 안전본부(시설관리1부)

 ∙ 품질 및 안전점검

  (지적사항 없음)

16
2003.11.07

청계천복원 추진본부(공사1팀장)

 ∙ 2003년 하반기 부실벌점 점검

  (지적사항 없음)

17
2003.11.17

산업안전공단(서울지역본부)
 ∙ 작업장내 철재 분전반 미접지 

18
2003.11.28

서울지방 노동청(동부사무소)

 ∙ 인양용 줄거리 로우프 결속부분 풀림방지 조치 미조치

 ∙ 카고크레인 작업시 아우트리거 받침목 미설치

19
2003.11.28

서울시건설 안전본부(외부전문가)
 ∙ 지하매설물(상·하수도등) 준공표지판 설치 철저 외 1건

20
2003.12.22

서울시건설 안전본부(시설관리1부)
 ∙ 동절기 콘크리트공사 보온양생관리 철저 외 1건

21 2003.12.29 서울시조사과 - 청계천복원공사 교통안전관리실태 점검(지적사항 없음)

22 2004.01.05 서울특별시조사담당관  ∙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 외 5건

23
2004.02.24

청계천복원 추진본부(교차점검)
 ∙ 교각 강관Pile 작업구간 추락 위험표지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지시 외 13건

24
2004.03.02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황학교 A1, A2 주변 되메우기 조속 실시 외 4건 

25 2004.03.17 서울시품질시험소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지적사항 없음)

26
2004.03.23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제3세월교 앞 자재 정리요망 외 7건

표 4-3-148. 제3공구 안점점검실시 현황



제3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071

연번 점검일 및 점검주체 지적내용

27
2004.04.12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존치교각 주변 자재정리 및 불필요한 자재반출 외 5건

28
2004.05.04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제1세월교 하부 동바리 해체구간 해체된 동바리 적치하지 말고 반출 할 것

29
2004.06.01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고산자교 하류-신답철교 저수호안 가배수로 폭 협소(유수소통 지장우려)

30
2004.06.04

청계천복원 추진본부(교차점검)
 ∙ 시설관리공단 앞 굴착부 안전시설 미설치 외 6건

31
2004.06.08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고산자교 상류 하류측 기존 복개슬래브 철거 잔재 조속처리 외 2건

32 2004.06.08 소방방제청  ∙ 고산자교 세월교 부근 적치토사 및 콘크리트 잔재물 미반출 외 6건 

33
2004.07.05

청계천복원 추진본부(공사단장)
 ∙ 아스팔트 소파 보수 외 5건

34 2004.07.09 건설교통부  ∙ 품질관리의 적정성, 부실시공 여부(지적사항 없음)

35
2004.07.19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
 ∙ 공사장 주변의 시민불편사항 발생여부 점검(지적사항 없음)

36 2004.09.09 서울시품질시험소  ∙ 품질시험계획서 보완 외 5건

37
2004.09.17

청계천복원 추진본부(교차점검)
 ∙ 자재창고주변 난간에 안전망파손 외 1건

38
2004.10.25

청계천복원 추진본부(공사단장)
 ∙ 보행로 정비 외 2건

39
2004.12.01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

- 정릉천 주변 급커브 구간에 교통안내 표지판(차량속도감속, 화살표 경광등)을 설

치 바람 외 1건

40
2004.12.18

청계천복원 추진본부(교차점검)
 ∙ 두물다리 상류 하상구간에  방치된 안전휀스 및 자재 정리정돈 외 4건

41
2005.01.21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지적사항 없음

42 2005.02.06 서울시장  ∙ 교량별 차량방호책 재검토 외 7건

43
2005.03.21

청계천복원 추진본부(교차점검)
 ∙ 산책로 천변측 식생방틀구간 섬유롤 고정와이어 정비 외 2건

44
2005.05.24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우수토실 기존덮개 열어 놓은 것 즉시 반출 

45 2005.04.16 서울시 치수과  ∙ 성북천 합류부 적치토사 반출하고 유수 소통에 지장없도록 하상 정리 요함

46 2005.04.19 서울시 감사담당관  ∙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외 33건 시정지시

47 2005.04.21 감사원  ∙ 감사원감사 현장수감(지적사항 없음)

48
2005.05.05

서울시 행정2부시장
 ∙ 수문색상 갈색계통으로 추가 시험시공 할 것 외 6건 시정지시

49 2005.05.17 서울시 치수과  ∙ 수방점검(지적사항 없음)

50
2005.06.10

청계천복원 추진본부(교차점검)
 ∙ 황학교 하부구간 자재 및 적치물 방치 외 7건 시정지시

51 2005.06.21 서울시환경과  ∙ 2005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현장점검(지적사항 없음)

52
2005.06.28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성북천 합류부 점토호안블럭 유실부 신속히 복구 할 것

53
2005.07.12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존치교각 데크 앞 폐기물용 마대 제거 할 것

54
2005.08.16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담당과장)
 ∙ 고산자교 하부 탈취설비 작업구간 자재 반입 최소화 하고 신속히 마무리 할 것

제3공구 안점점검실시 현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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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 초기안전점검

시설물 초기안전점검은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준공 시점에서 신설벽체 및 존치복개구조물의 시공 상태를 

조사하고, 재하시험을 시행 처짐과 공용 내하력의 초기치를 설정하여 향후 구조물의 점검 및 진단시에 기

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조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전 공구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제1공구의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외관의 경우 존치시설물은 B급으로 보수·보강 후 특별한 손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신설시설물은 A급으로 신설벽체 전체에 특별한 손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내구성은 좌·우안 각 부재에 대한 반발경도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측정결과 설계기준강도 240kgf/

㎠(신설, 강도비 : 1.029~1.067)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좌·우안 각 부재에 대한 R.C RADAR

에 의한 철근배근조사 결과 설계도면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용내하력은 DB-18이상으로 평가되

었으며 평가결과 향후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점검기관 점검구성원 점검기간 점검내용 및 결과 비 고

주)한맥

도시개발

책임기술자

전재영

참여기술자

유성국

이재용

김현규

조현호

장영근

김창현

김맹신

‘05. 9. 1

~

‘05.10.10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시설물의 외관보사 및 시공상태 점검

다. 주요주재의 내구성 조사

라. 재하시험 및 분석

마. 구조해석 및 내하력평가

바. 보수 필요시 보수방안 제시

사. 종합평가 및 보고서 제출

     ▶ 점검결과 

        지적사항 없음

표 4-3-149. 제1공구 시설물 초기안전점검 실시개요

구  분 위  치
시설물 제원 설계

하중구조형식 연장(m) 폭(m)

제1공구

좌안
청계1가 ~

광장시장
라멘 1,560 1.5~8.5 DB-18

우안
청계2가 ~

광장시장
라멘 940 4.4~10.5 DB-18

표 4-3-150. 제1공구 초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개요

제2공구의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청계천복원건설공사 신설벽체 및 존치 복개구조물의 외관조사, 내구성 

조사 및 내하력 평가 결과 공용내하력이 DB-18이상으로 평가되며, 향후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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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업체
점검

비용

점검

구성원
기간 점검내용 및 결과 비 고

주)한맥도시개발 -

(책임기술자)

전재용

(토목구조기술사)

유성국

이재용

김현규

조현호

장영근

김창현

김맹신

2005. 9. 1

~

2005.10.10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시설물의 외관보사 및 시공상태 점검

다. 주요주재의 내구성 조사

라. 재하시험 및 분석

마. 구조해석 및 내하력평가

바. 보수 필요시 보수방안 제시

사. 종합평가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지적사항 없음

표 4-3-151. 제2공구 시설물 초기안전점검 실시 개요

구  분 위  치
시설물 제원 설계

하중구조형식 연장(m) 폭(m)

제2공구

좌안
청계5가 ~

청계8가
라멘 2,100 3.3~13.5 DB-18

우안
청계5가 ~

청계8가
라멘 2,100 13.5~21.4 DB-18

표 4-3-152. 제2공구 초기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제3공구의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신설벽체 및 존치 복개구조물의 외관조사, 내구성 조사 및 내하력 평가 

결과 공용내하력이 DB-18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점검

대상
용역기간 점검비용 점검업체 점검구성원 비고

청계천 

복개구조물

2005.09.21

~

2005.10.31

90,000,000원 (주)한맥도시개발

 ∙ 책임기술자

  전재영(토목구조기술사)

 ∙ 참여기술자 :

  유성국(토목기사)

  이재용(토목기사)

  김현규(학경력자)

  조현호(토목기사)

  장영근(학경력자)

  김창현(토목기사)

  김맹신(토목기사)

초기

점검

보고서

참조

표 4-3-153. 제3공구 시설물 초기안전점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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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시설물 제원

설계하중
구조형식 연장(m) 폭(m)

좌안
종로구 숭인동 ~ 성동구 

마장동
라멘 1,046 6.7~16.9 DB-18

우안
종로구 숭인동 ~ 성동구 

마장동
라멘 1,046 4.5~17.6 DB-18

표 4-3-154. 제3공구 초기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

좌안 외부 전경 우안 외부 전경

좌안 내부 전경 우안 내부 전경

<그림 4-3-141> 신설벽체 및 존치 복개구조물 전경

5) 민원관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계획과 공사진행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중 공사의 이해관계자, 청

계천변 시민과 공사참여자등에 의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였다. 민원이 제기된 경우 아래와 같이 민원이 

내용을 검토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등 민원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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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일자
민원인

(주  소)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03. 9.17 청계천상권발전협의회  ∙ 공사추진상황 설명 요청
 ∙ 추진본부 상황실(6층)에서 설명

  - 행정기획단장, 상인대표외

2003.11. 5
권영우

(djtowel@hanmail.com)
 ∙ SKY 상가 보도부 정리 민원  ∙ 쓰레기 반출 및 부직포 덮음

2003.11.28 동평화패션타운
 ∙ 굴착작업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상유무

를 검토후 공사시행

 ∙ 동평화패션타운 지역 작업시 사전통보

 ∙ 계측결과 송부 → 이상없음

2003.12.23

2004. 3. 2

김혜연

(hy0330@hanmir.com)

 ∙ 보행자가 천공홀에 다리가 빠져 부상

 ∙ 답변이 없어 재민원

 ∙ 조치결과 제출 및 방치된 개구부 폐쇄(시

공사 지시)

 ∙ 조치결과 제출(시공사에 2차 지시)

 ∙ 민원 보상금 합의 완료(90만원)

2004. 2. 1
동욱주차장

(종로구 종로5가 321-19)

 ∙ 주차장출입구로 차량 진출입불가로 조업주

차면 폐쇄
 ∙ 주차장진입부로 조업주차 1면 폐쇄 반영

2004.02.16
한국도자기

(박권하)
 ∙ 건물전면 화강석 부분 벌어짐  ∙ 보수실시함

2004.03.11
성동사회복지관

(손만길)
 ∙ 진동으로 인한 정화조 가스 배출관 이격  ∙ 피해액 보상

2004. 3.22 2공구 근로자
 ∙ 약 1시간 기다려 식사

 ∙ 세면시설확보 등

 ∙ 식사시간에 기다리지 않도록 조치

 ∙ 현장내 세면시설 확보 등 완료

2004. 4 .6
배관상가

(종로구 숭인동204-11)
 ∙ 택시정차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요구  ∙ 상대민원으로 반영불가

2004. 4.14 평화상사주식회사
 ∙ 건물균열발생

 ∙ 보도부 노면수 고임

 ∙ 건물벽 타일균열부 보수 완료.

  (계측결과 구조적으로 이상없음을 답변)

 ∙ 빗물받이 설치완료

2004. 5. 4
평화상사

(중구 방산동 4-3)
 ∙ 건물붕괴 위험 보도역구배로 우수 침투

 ∙ 계측결과 기준치이하나 민원해소차원서 

보수해줌

 ∙ 보차도 경계석 높이조정으로 해소

2004. 5. 6

윤민영

(관진구 구의동

 651-6, B2호)

 ∙ 가로등 공사시 안전강화조치 필요.

 ∙ 예비용 전선으로 전기는 흐르지않으나 철

거정리하고, 기설치된 누전차단기를 산업

안전관리공단에서 동작시험을 실시함.

 ∙ 가로등 안전기 카바설치등 사용하지 않는 

예비선 일제 정리작업 완료

2004. 5. 7
평화시장

(중구 방산동 4-3)
 ∙ 바닥 종방향 균열발생, 실질적 대책요구

 ∙ 계측결과 이상없음을 송부

 ∙ 균열부는 보수해주기로 합의

2004. 6.15
김우식

(woo009714@hanmail)
 ∙ 어음 지급에 따른 민원  ∙ 믿음건설에서 현황설명 민원인 설득

2004.06.19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 공사로인한 사옥 진동 발생 (진동저감요구)

 ∙ 용량이 작은 장비로 교체하고 진동치를 

규정치 이내로 관리함

2004.07.23 손봉수  ∙ 도로바닥 컷팅 부위에 자동차 바퀴 손상  ∙ 수리비용 지급

2004.10.16 김영기
 ∙ 청계8가~청계9가 사이 기업은행앞 점등지

연으로 인한 보도통행 불편
 ∙ 고장Sensor 수리함

표 4-3-155. 공사진행중 민원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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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일자
민원인

(주  소)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05. 1.12
평화시장

(중구 을지로6가 17)

 ∙ 청계천주변지역 가스발생에 따른 환기구 

설치요청

- 평화시장″라″동 복도에 위치한 배수구에

서 악취, 가스발생

 ∙ 악취발생의 경우·토구정비(Type-B) 관로

와 상가 배수관과의 직접 연결관로를 절

단하여 차집관거 악취가 역류하여 올라가

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검토.(관은 

벽체면에서 절단, 차집관거에서 올라오는 

관은 폐쇄보다는 가스배출구로 활용)

 ∙ 가스발생의 경우·가연성물질의 취급에 

주의를 환기시켜 하수도에 유입되지 않

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하되, 강재 배기

시설(통합폴)을 설치하여 가동.

 ∙ 공사2담당관-457(2005. 1.26) 민원인에 

조치답변

2005. 3.10 김용호
청계천로 동서방향 이용시 교차로마다 좌회전

금지 안내표지가 없어 이용시민들이 많은 불편
공사중 임시 좌회전금지 표지설치

2005.03.16 오기원 주방가구 벽면 균열 발생 손상부분 수리하여 줌

2005. 5.12
평화시장

(중구 을지로6가 17)

 ∙ 평화시장 주출입구(5개소) 및˝가˝동시점 

골목길(1개소)은 상가 이용시민이 많아 물

품운반 및 보행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

로 볼라드를 삭제할 것을 건의함.

 ∙ 상가측의 건의대로 차량진입에 대한 통제

를 하여주는 약속조건으로 볼라드를 삭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 상기 주출입구 및 골목길 대상구간의 볼

라드(23개)는 삭제(미설치)

2005. 3.29
평화시장

(중구 을지로6가 17)
버스정거장 연장설치요구 추가설치 조치

2005. 4.27
양정식, 김선자

(삼일아파트20동)
복개슬래브 철판뚜껑소음

스틸그레이팅 상부 철판덮개를 제거하여 

소음 발생원 차단

2005. 5. 4
숭인상가 아파트

(종로구 숭인동 204-11)
숭인아파트 출입구앞 석재탈락 적극 협조하겠음

2005. 8.11
김영은(동평화시장

지하 나10호)

2005년 7월 28일 우기시 상가바닥침수로 

보상요구

비상주감리, 시공사(기술지원팀, 공사팀), 공

사관자등 합동 점검후 보도측 보수해줌(내부

는 자체 하자로 건물주 보수키로 함)

공사진행중 민원처리내역 <계속>

6) 건설폐기물관리

청계천복원사업은 그 규모만큼이나 폐기물의 양도 상당하였다. 따라서 정확하게 그 양을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및 재활용을 할 별도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러

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① 폐기물 처리 개요

정확한 발생량 예측

▶

관련법규 및 규정확인

▶

재활용 및 처리계획수립

- 철거 공종, 위치, 종류별

- 성상별 발생량

- 폐유등 지정 폐기물 관리

- 운반 및 처리능력조사

-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 수거 및 보관대책

- 운반 및 중간처리계획

- 최종처리계획

- 재활용계획

표 4-3-156. 폐기물 처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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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폐기물 발생량 예측

구분 단위 예상배출량 성상 처리내용 처리목표

폐 콘크리트 tonf 161,523 고상 재활용처리: 골재, 세골재, 기층재 100% 재활용

폐 아스콘 tonf 24,657 고상 재활용처리: 성토, 기층재 100% 재활용

폐금속, 철물류 tonf 8,358 고상 재활용업체에 고철로 매각처리 100% 재활용

폐 철골류 tonf 2,345 고상 재활용업체에 고철로 매각처리 100% 재활용

기타  소량 발생되는 기타 폐기물류는 성상별 현장 집적(Box Car)후 계근·반출

표 4-3-157. 폐기물 발생량 예측 

③ 폐기물 운반

<그림 4-3-142> 폐기물 운반 절차

④ 폐기물 부재별 재활용계획

• 콘크리트 재활용

• 아스콘재활용(신기술지정 제192호) : 폐아스콘을 파쇄하여 상온 재생아스콘(CRM, Cold Mix, 

Recycling, Asphalt Concert)로 재생하여 100% 기출재료 재활용

<그림 4-3-143> 아스콘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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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폐기물 처리방식 : 공사업체와 폐기물관리업체와의 공동도급방식 채택

2002년 12월 14일 주요관계관회의에서 건설폐기물처리발주방법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4조 제1항 상

의 자가처리방식과 위탁처리방식의 선택을 놓고 대안 검토가 이루어졌다. 자가처리방식의 경우 현실적인 

부지확보, 소유차량확보의 어려움과 그를 위한 기간 및 비용발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위탁처리시 구체적인 발주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련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는 저가하도급에 의한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되어야 한다

는 분리발주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분리발주제도는 첫째, 구조물철거와 폐기물 운반·처리는 연

속 공정으로 이루어져야 철거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으나 철거와 반출이 이원화 될 경우 건설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간간 유기적인 협조부족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이 곤란하다는 점, 둘째, 폐기물처리에 의해 

발생되는 재활용 골재 수요부족으로 재활용 골재 적치시 폐기물 반출 및 처리지연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사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간의 공동도급방식이 제안되었다. 이는 첫째, 분리발주 

도입배경인 적정 처리비용을 보장하여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령의 분리발주

제도의 입법취지에 위배됨이 없고, 둘째, 원도급자가 재활용골재를 타 공사장 등에 적극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셋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

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내용 등을 검토할 

때,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하였고, 환경부(산업폐기물과), 조달청(계약과), 건설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도 이러한 공동도급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공동도급방식이 최종 선택되었다.   

⑥ 공동도급 계약과정

  - 2003.02.21 : 조달청 입찰의뢰

  - 2003.02.28 : 입찰공고

  - 2003.06.09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2003.06.16 : 공사계약(1차)

⑦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건설폐기물의 처리능력은 총 11개사, 1일 30,260톤으로 확보 가능한 차량은 모두 166대(자차 117대, 임차 

: 49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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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별(주관사) 업체명(대표자) 처리능력(톤)
운반차량 투입계획(대)

비고
계 자차 임차

대림산업(주)

이용구

소계(3개사) 14,400톤/일 64 64 - -

인선이엔티(주)

(오종석)

6,400톤/일

(800톤/시×8시간)
31 31 - -

삼흥산업개발(주)

(염태욱)

6,400톤/일

(800톤/시×8시간)
13 13 - -

(주)서울재활용)

(조병화)

1,600톤/일

(200톤/시×8시간)
16 16 - -

한빛환경(주)

(김종찬)
- 4 4 - -

GS건설

(김갑렬)

소계(6개사) 10,660톤/일 50 21 29 -

삼흥종합환경(주)

(이호근)

3,200톤/일

(400톤/시×8시간)
38 14 24 -

금강도시환경(주)

(이상훈)

1,200톤/일

(150톤/시×8시간)
3 3 - -

중동환경(주)

(이병득)

1,200톤/일

(150톤/시×8시간)
9 4 5 -

(주)홍명산업

(양경옥)

3,200톤/일

(400톤/시×8시간)
- - - -

(주)필탑개발

(정유균)

1,760톤/일

(220톤/시×8시간)
- - - -

(주) 서원

(리출선)
100톤/일 - - - -

현대건설(주)

(이지송)

소계(2개사) 5,200톤/일 52 32 20

대길환경(주)

(김구회)

2,000톤/일

(250톤/시×8시간)
20 20 - -

(주)인광환경

(이순영)

3,200톤/일

(400톤/시×8시간)
- - - -

(주)장형산업

(소환순)
27 7 20 -

(주)다원환경

(조재석)
2 2 - -

성도건설산업(주)

(도문길)
3 3 - -

표 4-3-158.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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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폐기물처리관련 공구별 계약현황

항목 1공구 2공구 3공구 비고

처리업체

3개 업체

인선 ENT(고양)

삼흥산업개발(화성)

서울재활용(강서)

6개업체

삼흥종합환경(양주)

금강도시환경(양주)

중동환경(연천)

흥명산업(파주)

필탑개발(남양주)

서원(용인)

3개업체

대길환경(파주), 

인광한경(인천서구), 

장형산업(인천중구)

수집운반

업체

4개업체

인선 ENT(고양)

삼흥산업개발(화성)

서울재활용(강서). 한빛환경

3개업체

삼흥종합환경, 

금강도시환경,

중동환경

4개업체

대길환경,

장형산업,

다원환경,

성도건설산업

발생량

폐콘크리트 261,996

아스콘 41,972

철근류 12,005

폐토사 14,219

계 330,192

폐콘크리트 230,766

아스콘 9,997

철근류 5,954

계 246,717

폐콘크리트 281,380

아스콘 29,380

철근류 17,235

계 327,995

(톤)

처리비
처리비 1,477백만원

운반비 1,661백만원

처리비 1,282백만원

운반비 1,205백만원

처리비 2,127백만원

운반비 2,127백만원
철근류매각

재활용율 95%이상 95%이상 95%이상 (   )는 업체 제시치

표 4-3-159. 폐기물처리관련 공구별 계약현황 

 

⑨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청계천 고가철거 잔재의 95%를 복토용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 관련법

령(75%이상 재활용)에 의한 것으로, 철재류는 전량 재활용하였으며, 콘크리트와 아스콘은 95%정도를 재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활용량의 7.5%는 청계천복원공사에 자체 사용되었으며, 9.4%는 청계천복원공

사 참여시공사 자체의 타현장에서, 83%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의해 재활용되었다.  

• 건설폐기물 총량 : 907,000톤(15톤 D·T 65,500대분)

• 콘크리트 및 아스콘 : 872,000톤 (재활용율 96%)

• 철재류             : 35,000톤 (전량 재활용)

공구별
총발생량(톤) 재활용량(톤) 재활용율(%)

계 폐콩트리트 폐아스콘 계 폐콩트리트 폐아스콘 계 폐콩트리트 폐아스콘

전공구 872,394 790,171 82,223 839,003 763,953 75,050 96.2% 96.7% 91.3%

1공구 306,421 262,921 43,500 289,234 251,869 37,365 94.4% 95.8% 85.9%

2공구 240,480 231,083 9,397 230,786 221,840 8,945 96.0% 96.0% 95.2%

3공구 325,493 296,167 29,326 318,983 290,244 28,739 98.0% 98.0% 98.0%

표 4-3-160. 콘크리트 및 아스콘 처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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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발생예정량(톤) 현발생량(톤) 고재발생량(톤) 비고

전공구

계 35,194 35,194 35,194

철근 25,739 25,739 25,739 100% 고재처리 완료

강재 9,455 9,455 9,455 100% 고재처리 완료

1공구

소계 12,055 12,005 12,055

철근 8,237 8,237 8,237 100% 고재처리 완료

강재 3,768 3,768 3,768 100% 고재처리 완료

2공구

소계 5,954 5,954 5,954

철근 3,900 3,900 3,900 100% 고재처리 완료

강재 2,054 2,054 2,054 100% 고재처리 완료

3공구

소계 17,235 17,235 17,235

철근 13,602 13,602 13,602 100% 고재처리 완료

강재 3,633 3,633 3,633 100% 고재처리 완료

표 4-3-161. 철근 및 강제 처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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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별 업체별 성상
폐기물

처리량(톤)

재활용

처리량(톤)
용도별 활용실적(톤)

전공구

합계

계 872,394 839,003 성토용 보조기층용 벽돌
제조용

도로
기층용

도로
포장용

업체
보관용

콘크리트 790,171 763,953 431,335 341,526 21,648 12,910 7,134 24,450 

아스콘 82,223 75,050 

1공구

소계 306,421 289,234 75,804 197,667 10,910 4,853 0 

콘크리트 262,921 251,869 

아스콘 43,500 37,365 

2공구

소계 240,480 230,786 38,548 143,859 21,648 2,281 24,450 

콘크리트 231,083 221,840 

아스콘 9,397 8,946 

3공구

소계 325,493 318,983 316,983 0 2,000 

콘크리트 296,167 290,244 

아스콘 29,326 28,739 

1공구

합계

계 306,421 289,234 성토용 보조기층용 벽돌
제조용

도로
기층용

도로
포장용

업체
보관용

콘크리트 262,921 251,869 75,804 197,667 0 10,910 4,853 0 

아스콘 43,500 37,365 

인선ENT

소계 201,757 187,185 37,990 149,195 

콘크리트 181,103 172,365 

아스콘 20,654 14,820 

서울
재활용

소계 46,439 44,051 35,105 2,196 6,750 

콘크리트 40,094 38,001 

아스콘 6,345 6,050 

삼흥
산업개발

소계 58,225 57,998 2,709 46,276 4,160 4,853 

콘크리트 41,724 41,503 

아스콘 16,501 16,495 

2공구

합계

계 240,480 230,786 성토용 보조기층용 벽돌
제조용

도로
기층용

도로
포장용

업체
보관용

콘크리트 231,083 221,840 38,548 143,859 21,648 0 2,281 24,450 

아스콘 9,397 8,946 

삼흥
종합환경

소계 197,479 189,524 23,897 137,024 21,648 6,955 

콘크리트 190,478 182,859 

아스콘 7,001 6,665 

서원

소계 2,396 2,281 2,281 

콘크리트 0 0 

아스콘 2,396 2,281 

홍명

소계 18,074 17,351 2,105 6,835 8,411 

콘크리트 18,074 17,351 

아스콘 0 0 

필탑

소계 22,531 21,630 12,546 9,084 

콘크리트 22,531 21,630 

아스콘 0 0 

3공구

합계

계 325,493 318,983 성토용 보조층용 벽돌
제조용

도로
기층용

도로
포장용

업체
보관용

콘크리트 296,167 290,244 316,983 0 0 2,000 0 0 

아스콘 29,326 28,739 

대길환경

소계 183,666 179,993 177,993 2,000 

콘크리트 164,763 161,468 

아스콘 18,903 18,525 

인광환경

소계 141,827 138,990 138,990 

콘크리트 131,404 128,776 

아스콘 10,423 10,214 

청석TRC

소계

콘크리트

아스콘

표 4-3-162. 용도별 재활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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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 발주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

 -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관련 규정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근거 : 환경부와 건교부의 공동고시(환경부 99-117, 건교부 99-128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하위지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방법(제4조), 재활용계획의 수립(제5조), 발주자의 의무(제9조)

 - 건설폐재류의 재활용 용도(별표 1)

   보수공사용, 도로기충용, 보조기충용, 콘크리트 제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포장타르, 아스팔트 혼합물, 도로포장용 아스

팔트, 유화아스팔트, 파쇄골재이용, 건축토목공사의 자재이용,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 등

 - 용도별 규격 ∙ 지침(별표 2)

 - 건설폐재류 재활용 권고기준 설정(별표 3)

연도별
목표율

토사 콘크리트 및 벽돌 아스팔트콘크리트 폐재목

02.1.1부터 75%이상 75%이상 75%이상 50%이상

표 4-3-163. 건설폐기물 관련 법규

2. 유지관리 및 업무이관

1) 청계천복원이후 유지관리방안

(1) 청계천 관할청 변경

청계천복원 이전에는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표 4-3-164>와 같이 관리

청이 다양하였다. 특히, 기존의 청계천은 종로구 서린동~성북천 합류점(4.45km)은 종로구와 중구가, 성

북천 합류점~중랑천(3.67km)은 성동구가 관할청이었다. 

기존 시설물 관       리       청 

하천 및 하천시설물 구청(종로,중구,성동)

하천복개구조물 주기능별 점용기관장

도로시설물 건설안전본부(보도부분은 구청) 

하수도 시설물 하수처리사업소장(유입토구는 구청)

표 4-3-164. 청계천복원이전 기존 시설물 유형과 관할 관리청

그러나 복원이후의 청계천은 그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과 계속성, 통일성 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들이 2004년 5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2005년 10월 이후에는 청계천 

전 구간(종로구 서린동 148 태평로~중랑천 합류점 : 연장 8.12㎞)의 하천, 접근로, 저수 및 고수호안,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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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가로수 등 조경시설, 기전시설, 뚝도정수장 및 자양취수장, 유지용수 공급시설 등과 청계광장, 청계천 

문화관, 청계천 안내센터 등의 시설관리 등 청계천의 유지관리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청계천관리센

터에서 맡기로 하였다. 

(2) 복원 후 청계천 유지관리방안 추진과정

청계천복원 이후의 청계천 유지관리방안들은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청계천복원공정회의를 중심으로 논의되

었으며,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청계천의 통합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방향이 모아졌고 이에 대한 후속방안들이 모

색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4. 5.20  청계천복원공정회의(시장주재)시 유지관리방안 보고

  - 청계천유지관리사업소 신설 결정

• 2004. 6.22  청계천복원후 유지관리방안 검토 협의(시설물 관리청 결정)

  - 도로관리과 등 17개 부서

• 2004. 7.28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방안 보고(시장주재)시 지시사항

  - 시설관리공단에 유지관리운영권을 주는 것이 서비스 향상 등에 효과적일 것임.

  - 9월말쯤 발족할 청계천본부 조직개편에 미리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2004. 7.29  청계천복원공정회의(시장주재)시 지시사항

  - 복원후 청계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됨 

  -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본부, 조직담당관 등 관계부서와 협의 후 보고할 것.

    ※ 복원총괄담당관 - 3303(2004. 8. 3)호로 시설관리공단 통보 

• 2004. 7.30  청계천복원후 가로수 유지관리방안 관계자 회의

  - 조경과, 해당구청 공원녹지과장

  - 유지관리 주체 결정 : 상가변 가로수는 해당구청, 천변측 가로수는 유지관리사업소

• 2004. 8. 5  관계자 합동회의 개최(업무협의 및 관련 자료 인수인계)

  - 유지관리 예산 편성 관련 자료

  - 청계천유지관리사업소 신설(안) 관련 자료

  - 시설물별 관리방안에 관한 자료

  - 관리사업소 기구 인력 신설(안) 관련 자료

  - 청계천복원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 등

• 2004. 12.23  복원후 청계천시설 관리·운영계획(시장방침 817호)

  - 관리 주관부서 지정 : 건설기획국

   ∙ 준공후 : 건설기획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 준공전 :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시설관리공단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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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및 인력(시설관리공단) 

   ∙  조직 : 1처 3팀(1관리소)

   ∙  인력 : 54명(유지용수 공급 인력 16명 포함)

  - 2005년 예산 : 37억 원

• 2005. 8. 5 살곶이공원 관리방안 검토보고

  - 2005. 8. 4 관계부서(치수과, 성동구청, 시설관리공단) 협의결과에 따라 시민편익 증진 및 효율적

인 유지관리를 위해 성동구에서 일괄 관리

• 2005. 9.15 청계천 주요시설물 관리범위 조정 검토보고(본부장방침 234호)

  - 검토방향

   ∙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조례” 개정안 내용 기준

   ∙ 세부 관리범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

(3) 주요시설물 관리범위

청계천관련 도로, 도로부속물, 하천, 하수도, 복개구조물, 시점부 광장, 가로수등 주요 시설물 관리범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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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주  관 (관리기관)

도
로
시
설
물

청계천 양안도로
∙ 차도부분

건설안전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

∙ 보도부분(안전통로, 상가측보도, 측구) 자 치 구 청 장

교          량 
∙ 청계천 교량 22개소 구조물  
∙ 성북천교, 정릉천교 구조물

건설안전본부장
(시설관리2부)

도

로

부

속

시

설

물

기 전 시 설 ∙ 상가측 가로등 및 부대시설 자 치 구 청 장

도 로 표 지
∙ 청계천 교량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건설안전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

∙ 양안도로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자 치 구 청 장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 등)

∙ 청계천 교량상의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관리
건설안전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

∙ 양안도로상의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관리 자 치 구 청 장

도로부속시설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차
량 진입금지시설·과속방지시
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
시설·맨홀 등)

∙ 청계천 교량상의 도로부속시설 설치 및 관리
건설안전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

∙ 양안도로상의 도로부속시설 설치 및 관리
   (태평로에서 고산자로까지 청계천로 천변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제외)
자 치 구 청 장

∙ 태평로에서 고산자로까지 청계천로 천변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하

천

시

설

물

청  계  천

∙ 지방1·2급 하천 
∙ 청계천 내 모든 시설
  - 교량구조물, 복개구조물, 차집관거 제외
  - 시점부, 삼각동, 황학동의 탈취설비 포함
  - 시점부, 삼각동의 유량계 설비 포함
  - 청계천 관련 조명설비 포함(교량조명 포함)

건설기획국 치수과
(시설관리공단)

유지용수
공급시설

∙ 취수에서 공급까지 유지용수 공급시설 일체
  - 성북천 200m 구간 포함 

건설기획국 치수과
(시설관리공단)

하
수
도
시
설
물

차 집 관 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건설기획국
하수계획과

(중랑하수처리사업소) 

하 수 관 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 치 구 청 장

복
개
구
조
물

하천복개구조물 ∙ 하천복개구조물
건설안전본부장
(시설관리2부)

시
점
부
광
장

청 계 광 장 ∙ 청계광장 및 시설물 일체 건설기획국 치수과
(시설관리공단)

가
로
수

가로수

∙ 상가측 가로수 자 치 구 청 장

∙ 천변측 가로수(녹지대 포함)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 성북천 및 정릉천 정비구간은 해당구 관리(단, CCTV, 수위계는 건설기획국 치수과(시설관리공단) )

 ※ 청계천복원구간 내 문화재(유구 포함)는 해당구에서 관리

표 4-3-165. 청계천 주요 시설물 관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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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관리를 위한 조례개정

청계천복원이후 청계천의 유지관리 및 시설이용 등에 대비하여 2004년 12월 23일 복원 후 관리기관을 건

설기획국(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복원 후 청계천 시설 관리운영계획(시장방침 817호)이 수립되었고, 청계

천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제 126차 청계천복원 공정회의에서 검토되었다. 

이와 관련된 청계천관리를 위한 조례는 크게 사무위임조례,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위임조례 

① 개정 과정

2005년 들어 본격적으로 조례개정 작업이 착수되어 2005년 9월 30일 조례가 공포되어 청계천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들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구체적인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 사무위임조례 개정 방침(부시장방침 제62호) : 2005. 2.14

  -  자치구 위임사무 일부 회수 (청계천 유지관리)

• 사무위임조례 개정 의뢰(혁신분권담당관) : 2005. 2.16

• 제126차 청계천복원 공정회의(사용료 징수조례 추진) : 2005. 4. 9

• 조례(사무위임조례) 변경개정 건의(시설관리공단) : 2005. 4.12

• 조례 개정 관련 의견 통보(치수과) : 2005. 4.22

  - 청계천 제외지에 한하여 자치구 위임대상에서 제외(제내지는 자치구 관리)

•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변경 방침(부시장방침 제209호) : 2005. 4.28

  - 청계천 제외지 관리 및 태평로~고산자로 천변측 가로수 및 녹지 관리 제외

•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변경 요청(혁신분권담당관) : 2005. 4.29

  ※ 조직개편 관련 사무위임조례 개정 공포후(2005.6.16) 조례 개정 추진

•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혁신분권담당관) : 2005. 7.21~ 8.10

  - 가로수 녹지대 관련조항은 시설물관리조례에 포함되므로 제외(법무담당관)

•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2005. 8.18

•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시의회 재정경제상임위 의결 : 2005. 9. 6

•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 2005. 9.13

•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5. 9.28

•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시보) : 2005.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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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청계천 주변 4개 구청에서 분담관리하던 청계천 관리를 전문성 있고 효율성 

있게 서울시(건설기획국)로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인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 점용료등의 감면

  -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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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① 개정 과정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의 주요 개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 방침(부시장방침 제63호) : 2005. 2.14

  - 청계천 관리기관 일원화(건설기획국장)

•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 의뢰(도로관리과) : 2005. 2.16

• 조례개정 의뢰 대한 회신(도로관리과) : 2005. 3. 9

  - 유지관리부서 재검토

• 시설물 관리 및 관련규정 개정관련 관계부서 회의 : 2005. 3.21

  - 양안 복개구조물 관리는 주기능이 도로이므로 청계천 신설교량과 연계하여 건설안전본부에서 전

문적인 관리 시행(현행유지) - 본부장 방침 67호(3.23)

• 조례개정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 통보(도로관리과 등) : 2005. 3.24

• 주요시설물관리조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2005. 6. 8

• 주요시설물관리조례 개정(안) 시의회 건설교통상임위 의결 : 2005. 9. 2

  - 심의중 교량의 방호울타리는 제외, 구조물 관리부서에서 통합 관리

• 주요시설물관리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 2005. 9.13

• 주요시설물관리조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5. 9.28

• 주요시설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시보) : 2005. 9.30

② 개정안 주요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당초 청계천 주변 4개 구청에서 분담관리하던 청계천 관리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 서울시(치수과)로 일원화시킨다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의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 청계천 제외지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 수문

  -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부분을 말한다) 천변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와 

가로수·녹지대

(3)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① 제정 과정(치수과)

청계천복원이후 시민들의 청계천 이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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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 제정 계획 방침(시장방침 제462호) : 2005. 8.26

  - 청계천 시설물 사용료 징수와 안전 및 공익을 위한 행정지도사항 명문화

  - 의원입법 병행 추진

• 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안) 시의회 건설교통상임위 의결 : 2005. 9. 2

• 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 2005. 9.13

• 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5. 9.28

• 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안 공포(시보) : 2005. 9.30

② 제정안 주요내용

제정안의 내용 중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청계천 시설물 사용료징수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한 행정지도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표 4-3-166>와 같다.  

∙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①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지도)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 할 수 있다.

1.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2. 수영·목욕 및 알몸노출행위

3.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4.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5.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6.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7. 동물동반 출입행위 및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이용행위

표 4-3-166. 시민이용 관련규정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구체적인 이용시설 사용료(제9조 제1항 관련)는 <표 4-3-167>과 같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초과시간당

26,000원

13,000원

청계광장 

사   용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시 (1시간 기준, 1㎡당) 10원

수변무대 등 

사   용

 1회당

  - 주 간

  - 야 간

    (주간 08:00~18:00, 야간 18:00~익일 08:00)

80,000원

160,000원

  비고 : 사용시간은 행사관련시설을 설치 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표 4-3-167. 청계천관련 시설별 사용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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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계천의 위탁관리

복원이후 청계천의 관리는 2006년 1월 현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관리공

단에서는 청계천관리센터(경영관리팀, 시설관리팀, 생태관리팀)를 설치하여 청계천 전 구간의 하천 관리

(하천, 접근로, 저수 및 고수호안, 천변가로수 등 조경시설, 기전시설, 뚝도정수장 및 자양취수장, 유지용

수 공급시설 등 포함)와 청계광장, 청계천 문화관, 청계천 안내센터 등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다. 

청계천 유지관리 개요

• 위    치 : 청계천(종로구 서린동~중랑천 합류점)

• 시설개요 : 하천연장 L=8.12km

  - 청계천내 각종 시설물(하천, 기전, 환경, 조경시설물 등)

  - 유지용수 공급시설(120,000톤/일 공급)

• 관 리 자 : 건설기획국장

위탁근거

• 복원후 청계천시설 관리·운영계획(시장방침 817호, 2004.12.23)

  - 준공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 청계천 주요시설물 관리범위 조정 검토보고(본부장방침 234호, 2004.9.15)

  - 청계천 주요시설물 세부 관리범위 조정 유지관리 추진

• 서울특별시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6조 2항

  - 관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

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 제4조

  - 시장은 설치된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추 진 경 위

• 2004.12.23  복원후 청계천시설 관리·운영계획(시장방침 817호)

• 2005. 2.16  사무위임조례 및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조례 개정 의뢰

• 2005. 7~8  청계천 관리 위·수탁협약(안) 협의

  ※ 시설관리공단과 주요 협의내용 : 위탁관리 범위 및 관리계획

• 2005. 8.11  위·수탁협약서(안) 제출(시설관리공단)

• 2005. 8.26 청계천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시장방침 462호)

• 2005. 9.13  조례(안) 제158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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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9.26  청계천 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

위탁관리 주요사항

• 위탁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협약체결주체 : 서울특별시(시장)·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위탁관리기간 : 위탁협약 해지시까지

• 위탁사무의 범위

  - 청계천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이용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자의 배치·운영

  - 청계천 관리·운영에 따른 민사소송업무의 수행 등

• 비용 부담 :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위탁관리비 지급

  - 2005년 예산 : 3,984백만원 (2006년도 69.6억 원 예산편성)

청계천 시설물 위탁관리 범위

구    분 시설물 위탁관리 범위
주  관

(관리기관)

도로부속

시 설 물

도로부속

시 설 물
∙ 태평로에서 고산자로까지 청계천로 천변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하  천

시설물

청 계 천

∙ 지방 1·2급 하천 

∙ 청계천 내 모든 시설

  - 교량구조물, 복개구조물, 차집관거 제외

  - 시점부, 삼각동, 황학동의 탈취설비 포함

  - 시점부, 삼각동의 유량계 설비 포함

  - 청계천 관련 조명설비 포함(교량조명 포함)

건설기획국 

치  수  과

(시설관리공단)

유지용수

공급시설

∙ 취수에서 공급까지 유지용수 공급시설 일체

  - 성북천 200m 구간 포함 

건설기획국 

치  수  과

(시설관리공단)

시점부

광  장
청계광장 ∙ 청계광장 및 시설물 일체

건설기획국

치  수  과

(시설관리공단)

가로수 가 로 수 ∙ 천변측 가로수(녹지대 포함)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 성북천 및 정릉천 정비구간은 해당구에서 관리(단, CCTV, 수위계는 건설기획국  치수과(시설관리공단)) 

※ 청계천복원구간 내 문화재(유구 포함)는 해당구에서 관리

표 4-3-168. 청계천 시설물별 위탁관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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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천 유지관리 관련 주요 시설물

(1) 청계천변 방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청계천추진본부에서는 방송 및 CCTV를 설치, 청계천복원 후 천변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홍보 및 각종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각종 긴급 상황 발생시 

시민 안내 및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복원사업 준공 후엔 음악방송을 통해 천변 산책시민에게 

문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구분 내용

방송설비

∙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테마가 있는 지역위주로 스피커 설치(수변데크, 수경시설 등 11개소)

∙ 스피커 설치위치 : 사면벽체 상부 역 사면

∙ 스피커 : 110개 

∙ 앰  프 : 18대

CCTV 설비

∙ 천변 전 구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교량마다 하류부에 카메라 설치 

 - 총 21대(시점부 1대, 교량 20대)

 - 카메라 설치위치 : 교량 교각과 근접한 벽체코너

∙ 중앙감시실 모니터 설치 : 3대

  ※ 방송 및 CCTV 감시·제어 시스템은 청계천 유지관리사업소 내에 설치

소요공사비

∙ 약 577백만원

 - 방 송 설 비 : 187백만원

 - CCTV 설비 : 390백만원

출처 : 서울시, 2004,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내부 자료

표 4-3-169. 청계천변 방송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방안 및 소요비용

① 방송 및 CCTV 설치

• 방송설비(185백만 원) : 스피커는 비상 방송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우안) 하되 하폭이 넓은 하

류부 일부구간은 좌안에도 지그재그로 설치

  - 설치간격 : 50m

• CCTV 설비(129백만 원) : 홍수대비 모니터링용

  - 카메라는 하천 모니터링 위주로 주요지점에 설치 : 총 8개소 (8대)

  - 설치위치 : 교량 교각과 근접한 벽체코너 (교량상류부)

설치 기본 방향

• 스피커는 음악방송 기능을 제외하고 비상 방송용으로만 설치

• CCTV설비는 하천 모니터링용으로 국한하여 설치

• 청계천변 유량변화를 신속히 감지를 위해 주요 지점에 수위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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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세부 사항

• 방송설비

  - 스피커는 비상 방송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우안) 하되 하폭이 넓은 하류부 일부구간은 좌안

에도 지그재그로 설치

   ∙ 수    량 : 약 116개(설치간격 50m)

   ∙ 설치위치 : 사면벽체 상부 역사면 

• CCTV 설비

  - 카메라는 하천 모니터링 위주로 주요지점에 설치 : 총 10개소

   ∙ 시점부 벽천 등 다중이용지점, 대형토구(박스) 위치 지점

   ∙ 방재시스템구축 학술용역 중간보고 반영 2개소 추가(성북천, 중랑천)

  - 설치위치 : 교량 교각과 근접한 벽체코너 (교량상류부)

연번 위   치 설    치    사    유 비고

1 모  전  교 
 수방목적(시점부 토구 감시)

 유지용수 유출지점(시점부) 감시, 물놀이사고 등 관찰

2 장  통  교
 삼각동 박스, 관철동 박스 감시

 유지용수 유출지점(삼각동) 감시

3 배오개다리  수방목적(종로3가, 을지로3가, 세운상가 대형관, 종로4가 박스 감시)

4 나  래  교  광장시장, 방산동 박스 감시

5 오간수교
 수방목적(종로6가 박스, 구민회관 박스, 동대문운동장 박스 감시), 유지용수 유출지점(동대문) 

감시

6 영  도  교  수방목적(신당동, 창신동, 황학동 박스, 신설동, 난계로 대형관 감시)

7 무  학  교  수방목적(성북천 합류부 감시) 유지용수 유출지점(벽천) 감시

8 고산자교  수방목적(정릉천 합류부 감시)

9 성  북  천  수방목적(성북천 감시) 추가

10 정  릉  천  수방목적(정릉천 감시) 추가

 ※ 백운동천, 중학천, 삼각동천 보안용 CCTV 별도

표 4-3-170. 청계천주변 CCTV설치 현황

CCTV 카메라는 청계천 산책로 및 시점부, 삼각동 박스에 설치되었으며 LOCAL CCTV 카메라부를 원격으

로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CCTV MAIN CONTROL SYSTEM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 8F 종합상황실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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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44> 촬상부(LOCAL) 및 제어부(종합상황실)

청계천 산책로 영상을 서울시 방재센타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8F 종합상황실

에 MULTI STREAMING SERVER를 구축하여 KT 전용선을 이용하여 산책로 영상을 전송하였으며 서울시 

방재센타에는 REMOTE CLIENT MONITORING SOFTWARE를 설치하여 방재센타에서도 청계천 산책로 

감시영상을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3-145>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위쪽) 및 서울시종합방재센타

② 수위계 설치

수위계(초음파 수위계)는 청계천본류 및 구조물 BOX내 수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요지점 총 6개소에 8대

를 설치하였으며, 해당 교량 하부 중간지점에 설치하였다. 한편, 방송 및 CCTV, 수위계의 감시제어시스

템은 청계천 관리센터내 종합상황실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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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위  치 설  치  사  유
설치수량

(대)
비고

1 모전교  수방목적 (홍수시 시점부 토구유출시 수위상승 측정) 1

2 장통교  수방목적 (홍수시 삼각동 토구유출시 수위측정) 1

3 오간수교
 하천 중류부 수위측정(본류 및 사면벽체 내부 천정에 설치하여 홍수시 토구유

출시 수위측정)
3

4 무학교  수방목적 (홍수시 성북천 합류부 수위측정) 1

5 고산자교  수방목적 (홍수시 정릉천 합류부의 수위측정) 1

6 성북천용미교  수방목적 (홍수시 성북천 수위 측정) 1

※ 기설치된 용두교(정릉천), 제2마장교(하류구간) 활용

표 4-3-171. 수위계 설치 위치

③ 유량계 설치

청계천내 유입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복개된 백운동천, 삼각동천과 청계천내 무학교 양안 박스내 총 5개

소에 레이더 유량계 설치하였다. 

(2) 대피시설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접근시설은 당초 설계시의 총 54개보다 6개가 많은 총 62개의 접근로가 마련

되었다. 이는 방재차원에서 도심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이며, 서울시는 향후 운영과정에서 안전상 추

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검토할 예정에 있다.  

① 접근시설 현황

다음은 공구별 접근로 현황을 간략히 제시한 것이다. 

• 접근로 현황

공구별

도로 ↔ 고수부지 고수부지 ↔ 저수부지

계
좌    안 우    안

계
좌     안

계 단 경사로 계 단 경사로 계 단 경사로 비상사다리

계 31 9 4 14 4 31 10 5 16

1공구  9 2 1 5 1 16 5 2 9

2공구 11 4 2 5 - 15 5 3 7

3공구 11 3 1 4 3 - - - -

※ 고수부지와 저수부지 사이 접근로는 복복단면 구간임

표 4-3-172. 공구별 접근로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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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설치 과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방재용역 중간보고(2005.7.7) 결과, 하천설계기준상 진출입로 간격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도심하천의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돌발강우시 유량 도달시간이 짧고, 진·출입시설 간격이 멀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진·출입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하였고,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로 진·출입로 13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공구별 설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1공구(5개소) : 광교(좌), 장통교(좌), 수표교(좌), 관수교(좌), 세운교(우)

• 2공구(6개소) : 새벽다리(좌·우), 나래교(좌·우), 버들다리(우), 맑은내다리(좌)

• 3공구(2개소) : 무학교(우), 청계천문화관(우)

이후 하천단면, 개구부 수문, 기존 시설물, 생태둔치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옹벽 구조물 철거를 수반하

지 않는 진·출입로 7개소를 현실여건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제1, 2공구는 일반형 계단으로, 제3공구는 회

전형 형태로 공구별 실정에 맞게 설치하였다. 

• 1공구(2개소) : 장통교(우안), 수표교(우안)

• 2공구(3개소) : 새벽다리(우안), 나래교(우안), 버들다리(우안)

• 3공구(2개소) : 무학교(우안), 청계천문화관(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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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문화재 발굴 및 복원

제1절 광통교(廣通橋) 및 광통교지(廣通橋地)

1. 광통교 개요

청계천이 복개되고 청계천 고가도로가 건설된 후 청계천 공구상가, 세운상가, 평화시장, 황학동 시장 등으

로 이어지는 청계천 복개도로 주변은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

다. 그러나 청계천을 덮었던 구조물과 그 위에 덧쌓인 구조물, 청계천 양안에 늘어선 구조물 모두가 수명

을 다하여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 복원공사 구간 내 소재하고 있던 

옛 역사문화유적을 복원하여 600년 고도 서울의 정체성 회복과 역사문화유적을 복원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가 부각됨으로써 청계천 복개구간에 대한 해체 및 복원공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문화재 발

굴 및 복원은 이러한 청계천복원사업의 시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업인 동시에 청계천 복원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계천 복개공사 시행과정에서 개발의 논리에 밀려 땅속에 묻힌 옛 다리의 

흔적을 확인하고, 청계천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옛사람들의 자취를 확인하고자 청계천 다리 유구 중 광통

교에 대한 현황 및 해체, 정밀실측조사를 비롯한 광통교 발굴⋅이전복원을 시행하였다.

1) 광통교 현황

• 문화재 지정 :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2004년 4월 9일 ~ 2005년 10월 8일)

• 위치 : 조흥은행본점 앞 광통교사거리 북동쪽 지하

• 크기 : 길이 약 12.3m, 폭 14.37m, 높이 3.756m

• 잔존유구

  - 교각 : 총 16개 (2행 8열), 교각 중 1개는 콘크리트

  - 교대 : 북측(길이 20.36m, 높이 2.85m), 남측(길이 18.87 높이 2.7m)

  - 귀틀석 15기, 멍에석 2열 (북측 6개, 남측 7개), 난간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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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평면도 측면도

북측교각도면 남측교각도면

<그림 4-4-1> 광통교 규모

• 위치도

<그림 4-4-2> 광통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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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통교 연혁

• 1410년 : 태종10년 큰비로 인해 토교를 석교로 개축

• 1899년 : 광통교 동측으로 전차선로 가설

• 1910년 : 광통교 상부로 성토후 전차선로 가설(복선화작업)

• 1918년 : 광통교 양측을 철근콘크리트로 확장

• 1923년 : 광통교 교대에 콘크리트 하수관 설치

• 1959년 : 청계천 복개공사로 복개

• 1960년~2002년(42년 여간) : 복개구조물 내부에 보존된 상태로 지내 왔음

• 2003년 09월 01일~2003년 09월 21일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실측 작업

• 2003년 09월 22일~2003년 09월 26일 : 실측대장 정리 및 문헌조사

• 2003년 09월 27일~2003년 10월 15일 : 도면작성 및 해체실측 작업

• 2003년 10월 16일 : 문화재 사적분과 자문회의

• 2003년 10월 17일~2003년 10월 24일 : 관련도면 작성

• 2003년 10월 25일~2004년 08월 14일 : 도면작성 및 해체실측 작업

• 2004년 11월 20일~2005년 08월 23일 : 복원공사 완료 개통

<그림 4-4-3> 광통교 원경

  

<그림 4-4-4> 광통교 근경

3) 광통교 계획안

광통교 계획안은 크게 원위치 원형복원, 상류 형태복원이라는 2가지로 복원방법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 4-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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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안 2안

복원

방법
원위치 원형복원

상류 형태복원,

원형 해체 후 서울역사박물관에 보존

교통
교통 혼잡(8차선→4차선) 축소,

광통교 상·하류에 교량 2기 추가 설치 

남 문로 8차선 확보,

보도교로 이용

하천단면 

및 홍수

도로 밑 통수단면 확보 곤란,

하천폭 축소로 수위가 상승하고 교량의 침수 위

험 발생

통수단면 확보,

교각 기초부 높이 보완

문화재

보존
원형 훼손 예상

원형 해체 후 박물관 보관으로 보존 양호, 

차후 원형 복원전시 가능

역사적

의미
복원의 역사적 의미 충실 복원의 역사적 의미 다소 미흡

복원 

평면도

하천중앙복원 하천측안복원

복원 

입면도

하천중앙복원 하천측안복원

표 4-4-1. 광통교 계획안

4) 광통교 복원 방안

• 복원계획 확정 : 광통교 상류 서린 공원 앞으로 155m 이전하여 원형복원

• 복원방법

  - 북측호안 쪽에 복원하되 남측에 진입로처럼 연결 광장 설치

  - 원부재를 최대한 활용하되, 멸실된 부재는 신재로 보완

  - 광통교 원래 위치는 향후 원위치 복원에 대비해 보존

2. 광통교 안전진단

서울시와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은 광통교가 청계천 옛 교량의 보존이라는 청계천복원계획에 맞추어 현 위치

에서 대상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태와 현황 및 주변 환경 요인이 대상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조사 및 

분석을 하여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재료적 결함 및 훼손 양상, 구조적 기능 장해 등의 원인을 공학적으

로 규명하고 이전·복원에 따른 단위부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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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태 조사 결과

귀틀석

- 귀틀석은 총 24개 중에 15개가 남아 있으나 후 에 증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계천 상류측 2개열의 교각석 라

인의 6개 귀틀석을 제외하면 옛 형태의 귀틀석은 콘크리트 복개구조물 시공시에 18개 중에 절반인 9개가 소실

되었고 이 가운데 2개는 제 위치에서 이탈된 상태임

- 콘크리트 복개공사로 인해 가장 심한 피해를 받음

- 후 에 증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계천 상류측 2개열의 교각석 라인의 귀틀석 6개를 제외하고는 체로 오랜 

경과년수에 따른 가장자리의 형태적 마모와 손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귀틀석의 측면 및 하부면에서는 표리박리현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상부면은 단부측에서 콘트리트 잔류물

의 제거로 인한 박락 및 손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음

- 귀틀석에 발생된 구조적 균열은 총 3개의 부재에서 확인됨

멍에석

- 멍에석은 북측 7경간, 남측7경간, 총 14경간에 13개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음. 이는 청계천 상류측의 남측 2경간

이 한부재로 이루어져 있어 경간 수에 비해 부재가 1개 작음.

- 후 에 증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계천 상류측 2개열의 교각석 위에 올려진 멍에석 3개를 제외하고는 체로 

오랜 경과년수에 따른 가장자리의 형태적 마모와 손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북측 멍에 6석을 제외하고는 분리된 면의 내부표면에 풍화가 심하게 발생되었음

- 구조적 균열은 총 5개의 부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중에 북측 멍에 2석을 제외하고는 4개의 부재에서 수직관통

균열로 확인됨

- 상부 귀틀석이 인위적으로 원래 위치를 벗어나 많이 흐트러지면서 귀틀석의 단부가 놓이는 위치는 홈도 재위치

를 찾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파여져 있음.

교각석

- 광통교의 단위석재 배치형태와 가공상태를 보면 청계천 상류측 교각 2열은 후 에 증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

존 6열의 교각석에 비해 상부교각석의 길이는 길고, 하부교각석의 길이는 짧아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교각은 횡 8열, 종 2열로 16개의 교각의 상·하로 나누어 있으나 상·하 1개의 콘크리트 통부재로 만들어져 있

는 북측 N-7교각을 제외하고 석재 통부재로 만들어져 있는 N-8교각을 포함하면 15개의 교각에 총 29개의 교

각석이 남았음

- 상·하부 교각석과의 맞댐면은 가장자리에서 외견상 풍화에 의한 마모나 구조적 손상이 비교적 적고 외곽 테두

리선을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어 체로 하부교각석 위에 상부교각석이 안정감 있게 올려져 있음.

- 교각석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균열 7개소, 박락 13개소, 박리 6개소, 면이 바스러질 정도의 풍화 3개소, 콘

크리트 구조물의 복개 이후 보수·보강 시 잔유물의 흡착에 의한 오염 4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오랜 경과년수에 

따른 석재표면의 형태적 마모와 손상이 두드러지고 검게 변색된 흑화현상이 현저함. 뿐만 아니라 충격에 의한 

표면 박락이 다수 발생되어 있음.

- 7개소에 발생된 균열은 구조적 수직균열 3개소와 원인불명의 수평균열 4개소가 남측 교각석에 집중적으로 나타

나고 있음.

교 석

- 광통교의 남·북측 양안 교 석은 총 190개로 확인되었으며 북측 100개, 남측 90개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정릉호석을 석재로 일부 사용되었으며, 남·북측으로 나누어 주로 1, 2 단매의 중앙에 집중

적으로 배치되어 있음

- 교재석도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화의 진행으로 가장자리의 형태적 마모와 손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다양한 성능저하 현상들이 발생되어 있으며, 박락 및 파손이나 박리와 같은 현상은 면적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북측 7개소, 남측 4개소에 편중하중에 의한 균열이 발생되어 있음.

표 4-4-2. 광통교 상태조사 결과

3. 광통교 수리모형실험

한국수자원학회는 서울시의 의뢰로 2003년 8월부터 1월까지 광통교에 대한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광통교는 교각을 계획하상고 부분까지 연장(2~3m) 설치시 1m 정도 수위 상승은 있으나 홍수위

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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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통교 해체 및 보존

광통교의 해체는 2003년 9월 25일 현장외부주변 조립식 가설울타리 설치로 시작되었다. 9월 28일 아스팔

트를 제거하여 지중파이프까지 노출시켰고 29일에는 광통교를 덮고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 절단준비를 시

작으로 상부 콘크리트 슬라브를 제거하였다.

<그림 4-4-5> 콘크리트 슬래브 절단

  

<그림 4-4-6> 철근 절단

슬라브를 제거하면서 석재면에 대한 보양을 실시하였으며, 보양이 완료된 일부석물을 해체하여 미리 준비

해 둔 석재보관소로 운반하였다. 석물에 대한 보양 및 귀틀석, 멍에석, 교각석을 일부 해체하고 현장 주변 

정리 및 해체 석물을 정리하였다. 또한 남아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마저 제거하였다.

<그림 4-4-7> 보양작업중인 교각

  

<그림 4-4-8> 보양작업중인 석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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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보양이 완료된 석물

  

<그림 4-4-10> 해체중인 광통교 전경

해체된 석물은 석재보관소로 운반하고, 귀틀석과 멍에석은 상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제거작업을 실시하

였다. 북측 교대 상부에 해당하는 3, 4단석을 먼저 해체하고 교대와 교대사이 중간부 바닥석의 일부를 들

어내어 H빔을 설치하고 상부에 대한 복개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복개공사는 광통교의 위치가 교차로의 

북동 측에 위치하여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되었다. 그 후에 남측 교대 상부 

3,4단석에 대한 해체가 이루어졌고, 바닥석에 대한 해체도 실시되었다. 바닥석을 해체한 밑에 말뚝지정이 

발견되었으나, 일부구간에만 사용되었다. 말뚝지정이 사용된 구간은 교각이 있던 지대석으로 동사방향으

로 지정되어 있었다. 바닥석 해체 후 북측교대와 남측교대의 남아있는 1,2단 교대석을 동시에 해체하였다. 

먼저 교대 뒤쪽의 잡석다짐을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한 후 교대에 대한 해체를 실시

하였다. 해체된 교대의 하부에는 잡석다짐이 되어 있었으며, 잡석다짐 밑에 말목지정이 설치되어 있었다. 

북측교대의 잡석다짐상이에서 횡말뚝이 발견되었으며, 북동측 일부에 사용되었다. 양측의 교대 1,2단석은 

3,4단석에 비해 크기가 크고 뒷뿌리의 길이도 길다. 또한 신장석과 우석이 교대석으로 사용되어 있어 역

사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

광통교의 해체작업은 교대 해체를 마지막으로 석물에 대한 해체를 마무리하였으며 해체된 석물은 경희궁 

석재보관소로 옮겨져 정밀실측조사 및 복원계획에 따른 준비가 시작되었다(광통교 복원설계보고서, 

2005).

5. 광통교 복원계획 및 이전복원공사

1) 각부 복원

(1) 지대석

현존하는 지대석은 총 16개로, 이중 재사용되는 부재는 증축된 교각 2열을 제외한 교각 6열 지대석 12개

이고, 동서측으로 상류 교각 2열 4개의 지대석은 강도나 부식상태는 양호하여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하류 교각 6열의 지대석보다 작고 상부면이 고르지 않아 구조적으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신재로 교

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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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1> 지대석(신재)

  

<그림 4-4-12> 지대석(구재)

(2) 바닥박석

현존하는 바닥박석(장대석 및 자연석)은 모두 원래 위치에 재활용하고, 상류 교각열 위로는 하류와 같은 

형태의 자연석으로 청계천 복원 공사 중 채취된 석재를 하류 교각열 아래의 자연석 박석과 대칭을 이루도

록 보충하였다.

<그림 4-4-13> 상류 자연석 박석

  

<그림 4-4-14> 바닥박석 전경

(3) 교각석

현존하는 교각석은 상부교각 15개와 하부교각 15개임. 추후 광통교 발굴 당시 발견된 교각 추정부재 1개

를 포함해 총 31개였다. 동서측으로 상류2열의 상부교각 3개(1개는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하였고, 하부교

각 중 북측 상류 2번째 콘크리트를 교각을 제외한 하부교각 3개는 신재로 교체가 필요하였다.

교각의 7개소에서 균열이 발생되었다. 특히 응력집중에 따른 구조적 취약 부위인 모서리에 발생되어 있는 

구조 균열은 향후 진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강조치 후 재사용하고, 상부 교각과 하부교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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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점을 최대한 맞추어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에 의해 교각에 편심이 걸리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4-4-15> 상류 교각(교각 하-신재)

  

<그림 4-4-16> 교각 전경(상류→하류)

(4) 멍에석

교각 상부에 배치될 멍에석은 총 14개소로, 단위부재 건전성 평가 및 현황부재를 바탕으로 신재보충 2개

소, 치석 2개소, 보강석 처리 2개소, 절단면 보강처리 1개소로 계획하였다.

<그림 4-4-17> 멍에석(시공 후-신재)

  

<그림 4-4-18> 북측 멍에석 전경(시공 후)

(5) 귀틀석

귀틀석은 현존하는 15개를 모두 재사용하고, 부족한 9개는 신재로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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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9> 귀틀석(시공 후-신재)

  

<그림 4-4-20> 귀틀석(시공 후-구재)

(6) 상판석

상판석은 광통교 해체당시 발굴된 유구를 바탕으로 형태를 계획하되, 귀틀석과 상판석이 만나는 지점의 

높이, 귀틀석의 길이, 크기 등을 고려하여 21가지 유형으로 계획하였다.

<그림 4-4-21> 상판석 상부(시공 후)

  

<그림 4-4-22> 상판석 하부(시공 후)

(7) 난간석

광통교에 필요한 난간석은 엄지기둥 4개, 난간주석 10개, 난간동자 12개, 돌란대 12개였다. 부족한 엄지

기둥과 난간주석은 보존되어 있던 유구를 기초로 하여 계획하고, 난간동자와 돌란대는 현존하는 것이 없

으므로 사진자료와 기존 난간석 유구와 발굴된 유구를 통해 그 형태와 크기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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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3> 엄지기둥

  

<그림 4-4-24> 삿갓형

  

<그림 4-4-25> 보주형

<그림 4-4-26> 난간동자(신재)

  

<그림 4-4-27> 광통교 난간 전경(시공 후)

(8) 교대석

일부 석재의 풍화정도와 돌의 형태,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복원계획에서는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석 교

대를 화강석 장대석의 신재로 교체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교대의 일부를 신재로 교체하였다.

<그림 4-4-28> 신재로 교체된 북측교대 하류

  

<그림 4-4-29> 신재로 교체된 남측교대 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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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통교 이전복원공사

서울시는 2003년 7월 광통교 복원방침을 확정한 이후 정밀조사, 안전진단 및 해체공사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에 따른 수정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

영하여 2004년 12월 이전복원공사를 시작하였다.

(1) 공사의 개요

한국 전통 평석교 양식의 광통교 이전복원공사는 삼부토건이 시공을 맡고, 한인건축사사무소와 원양건축

소사무소가 책임 감리를 맡았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계약 개요

청계천문화재복원공사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삼부토건이 시행하였으며 주요사항

은 <표 4-4-3>과 같다.

구분 내용

공 사 명 청계천문화재복원공사(청계천복원건설공사 제1공구)

공사현장 종로구 청진동 ~ 예지동 일

공사종류 문화재

사업개요 광통교 복원공사, 하량교지·효경교지 보존, 양안석축 복원

소요예산 59억 원(해체·이전 12억 원, 복원설계·수리검토 5억 원, 복원공사 42억 원)

계약일자 2004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일자 2005년 9월 30일

시행청명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 추진본부

시공자명 삼부토건(주)

표 4-4-3. 청계천문화재복원공사 계약 개요

② 시공사 조직표

<그림 4-4-30> 청계천문화재복원공사 시공사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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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책임감리용역 개요

청계천문화재복원공사의 감리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4월 7일까지 2차년도에 걸쳐 (주)한인건축

사사무소, (주)원양건축사사무소가 시행하였으며 주요사항은 <표 4-4-4>와 같다.

구분 내용

용역명 청계천문화재복원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위치 종로구 서린동 ~ 광장시장

감리기간 2005. 1. 4 ~ 2005. 8. 4(7개월)

용역개요
광통교 복원

광통교 ~ 장통교(삼일교)간 석축복원

계약일자
1차 : 2004년 12월 31일

2차 : 2005년  4월  7일

감리회사 (주)한인건축사사무소, (주)원양건축사사무소

표 4-4-4. 청계천문화재복원공사 책임감리용역 개요

④ 감리단 조직표

<그림 4-4-31> 청계천문화재복원공사 감리단 조직표

(2) 설계변경 사항

공사과정에서 광통교 복원 설계 변경의 검토과정을 거치거나 실제로 변경된 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

면 <표 4-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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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설계변경사유 검토내용 검토결과

광통교 초기초과 

월류수관로 변경

(2005.4)

문화재청 사적과-2439호 광통교 복

원공사 변경허가통지에 의거 광통교 

하부의 초기초과 월류수관로 이설에 

따른 적정성 검토

- 초기초과 월류수관로와 위치 : 광

통교 교각기초석과의 이격거리 

검토

- 초기초과 월류수관로의 깊이 : 광

통교 바닥박석설치를 위한 마감

두께 검토

- 초기초과 월류수관로와 광통교 교

각 기초석의 이격거리

 ·기준 : 이격거리가 교각기초석의 

1/2보다 크면 적합함

 ·남, 북측 모두 적합

- 초기초과 월류수관로의 깊이

 ·기준 : 최소 마감두께가 변경설

계보다 작으면 적합함

 ·비교결과 적합

광통교 연결교량 

바닥박석 

설치공사 

설계변경

(2005.8)

연결교량 바닥박석의 수량이 도면과 

내역서가 상이하여 계약문서의 우선

순위에 의해 도면의 수량으로 시공하

였고, 연결교량 기초에 매몰관로가 

설치가 되어 기초지정이 변경되었으

며, 연결통행로 설치에 따른 면적이 

증가되어 공사비에 한 적정성 여부

를 검토

- 당초 : 바닥박석 수량 60EA, 생

성회다짐 THK=1,470, 바닥면적 

138.08㎡

- 변경 : 바닥박석 수량 160EA, 생

성회다짐 THK=300+CON´N

T H K = 2 0 0 +잡석깔기지정 

THK=970, 바닥면적 145.54㎡

연결교량 바닥박석의 수량이 도면과 

내역서가 상이하고 기초에 매몰관로

가 설치되어 기초지정이 변경이 되

었으며, 연결교량에 통행로가 설치

되어 있어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공

사비를 증가

광통교 표면 

고색처리 삭제 

(2005.8)

광통교 표면 고색처리를 제7회 문화

재 복원자문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공

사비 증감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

- 당초 : 교 서 및 답도석 고색처리

- 변경: 교 석 및 답도석 고색처리 삭제

자문위원의 의견에 의거하여 표면 

고색처리 삭제되어 공사비 감소

광통교 양안석축 

석루조 삭제 

설계변경

(2005.8)

양안석축의 석누조는 상부의 우수를 

통과시키는 구조체로 설계하였으나 

내부석축을 통과하는 흄관을 맨홀에 

직접 연결함으로 석누조의 배수 역할

이 상실하여 삭제됨에 따라 공사비 

증감에 한 적정성 여부 검토

- 당초 : 양안석축 석누조 2개소 설치

- 변경 : 양안석축 석누조 2개소 삭제

양안석축의 석누조가 배수의 역할을 

상실하여 삭제됨에 따라 공사비 감소

광통교 양안석축 

상단부 옥개석 

설치

(2005.8)

제2회 문화재자문회의 결과에 의거 

양안석축 옥개석을 설치함에 따라 공

사비 증감에 한 적정성 여부 검토

- 당초 : 옥개석 없음

- 변경 : 옥개석 설치

자문위원의 의견에 의거하여 양안석

축 상단부에 옥개석을 설치함으로써 

공사비 증가

광통교 연결교량 

바닥 경계석 설치

(2005.8)

광통교의 연결교량 경계석이 누락되어 공사

비의 증감 여부 검토

- 당초 : 연결교량 바닥 경계석 산출 없음

- 변경 : 연결교량 바닥 경계석 산출

   (600*300*1200)

광통교 연결교량 바닥 경계석의 산

출서 누락에 해 공사비 증가

표 4-4-5. 설계변경 사유 및 결과

(3) 광통교 복원 공사 변경허가사항

• 서울시는 문화재청에 청계천 광통교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2005년 3월 31

일 차집관거 이설 등에 관해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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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당초 허가사항 변경 허가사항

광통교 북측교각 

기초석 및 바닥석 

설치 계획 변경

- 차집관거 위에 교각 기초석 및 바닥석 

설치

- 차집관거 이설, 원부재 사용

 ·북측교각 기초석과 남측 교각기초석 사이 바닥석 아래

광통교 연결교량 

상부 바닥 및 

난간재료 교체계획

- 상부 : 보도와 같은 점토블럭깔기

- 난간 :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AL난간과

  동일하게 설치

- 상부 : 붉은색 계통의 석재 깔기

광통교 탑골공원 

난간부재 활용계획

- 잔존부재 최  활용, 멸실된 부재는 신재

보충

  ※신재보충수량

- 난간주석 : 6개, 

- 난간동자 : 12개

- 변경내용 및 사유 : 난간주석 2개, 난간동자 2개 신재에서 탑

골공원 구재로 교체

  ※신재보충 수량 축소 

- 난간주석 : 당초 6개 → 4개

- 난간동자 : 당초12개 →10개

광통교 연결교량 

하부 목재테크 

설치계획

- 계획없었음

- 설치내용 : 연결교량 하부 목재테크 설치

 ·설치규모 : 길이 37m, 폭 2m

 ·설치방법 : 구조H형 강, 상판은 목재

광통교 조명등 

설계계획
- 계획 없었음

- 설치내용

위치 구분 규격 수량

광통교 

부분

배관 PVC 배관 18 70m

조명등
벽부형투광등

HAL50W
28개

연결

교량

부분

배관 PVC 배관 36 24m

조명등

벽부형투광등

HAL.PAR 30

75w

18개

라인조명 LED

지정컬러TR별치형
24m

광통교 주변 

고수부지 포장재 

변경계획

- 위치 : 모전교 하류~복원 광통교 상류 

131 구간

- 포장재

 ·모전교 하류부터 88m지점가지는 화강석 

판석포장

 ·모전교 하류 88m지점부터 43m(광통교 

상류) 지점까지는 경화토 포장

- 위치 : 모전교 하류~복원 광통교 상류 131m 구간

- 포장재 변경

 ·당초 경화토 포장 43m 구간을 화강석 판석포장으로 변경

표 4-4-6. 광통교 복원공사 변경허가사항

• 변경허가조건

  - 광통교 복원에 사용하는 원부재는 원위치에 원형대로 사용하고, 이설하는 차집관거로 인해 바닥

석 등 원부재를 가공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함.

  - 광통교 연결교량 상부에 사용할 석재는 국산의 붉은색 계통의 상주석을 사용하되, 모양과 형태는 

광통교와 인도를 구별하게 하고, 사전 우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함.

  - 경관조명은 원부재 및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조명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시공상 발생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청과 협의하고 발굴기관의 전문가와 관련기술전

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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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 기술지도 자문회의

문화재 기술지도 자문위원는 2005년 1월부터 공사준공 시까지 광통교 복원에 있어서 원형고증 및 수법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지도를 자문하고, 신재 보충석재 재질 선정시 자문 등의 역할을 하였다.

회의

일시
참석자 회의 안건 자문위원 의견 조치계획

2005.

02.14

추진본부,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자문위원

광통교 남·북측 교 석 중 신재 보충석의 

가공품질

교 석 신재 보충석재는 거칠게 보완 가공

하며 양안석축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할 것

자문위원 

의견따라

시행

광통교 교 석 설치완료 후 나타나는 석재

와 석재사이에 발생하는 틈에 한 마감처리

틈이 큰 것은 틈 모양으로 석재를 가공하여 

충진 마감하고 작은 틈은 그 로 두는 것이 

좋음

북측교 석중 배수로로 인하여 일부 훼손된 

부분의 신재접착면에 한 마감처리 

신장석 문양가공은 하지 말고 약간 거칠게 

가공하여 마감함

북측 차집관로 상부 교각 지 석의 높이가 

낮아짐에 따른 보강

차집관로는 수정할 수 있으며 하고 할 수 

없으며 기존의 박석중 두께 400가량의 것

으로 지 석 크기와 비슷한 것으로 교체 사용

북측 양안석측 상부면 마감처리 옥개석을 덮는 것으로 함

남측 연결교량 상하류의 날개벽 제거
교 석 보호를 위해서 없는 것이 좋으나 연결

교량의 구조에 해서는 검토 후 판단

검토결과

추후 보고

2005.

03.03

추진본부,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자문위원

교각 및 멍에석과 귀틀석의 구배와 관련된 

세부적인 설치수법

-교각 주칸에 관한 것은 기존 귀틀석에 맞

추어 설치하되 세부적인 설치수법은 원설

계자인 (주)삼성건축사사무소와 시공자, 감

리자가 협의하여 조정 처리함

-다리상면의 구배는 설계 로 시행

자문위원 

의견따라

시행

상판석 가공상태

-상판석의 가공정도는 비교적 양호하고 맞

닿는면을 좀더 자연스럽게 가공

-남 측 교 석중 상판석은 원래 사용처인 

상판석으로 사용하고 교 석은 뒷길이를 

길게 하여 신재로 보충

설계변경

조치함

난간석 가공정도 난간석은 가공정도가 양호함 

훼손이 심한 구재의 사용여부
남측교  부분 훼손은 시정된 로 하되 면 처

리는 기존 구재면과 같이 가공하도록 함 자문위원 

의견따라

시행목재테크 설치여부
연결교량 하부 목재테크는 일반이용객들의 통

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탐골공원에서 발견된 난간석 재사용 여부
탑골공원 내 보관중인 광통교 난간석은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화재청

의 현상

변경 허

가에 따

라 조치

예정

양안석축 상부 및 연결교량 난간 알미늄 난

간을 석재로 변경여부

연결교량의 철재난간과 바닥토석벽돌을 석

재로 변경하는 안은 광통교 원형을 돋보이

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 사적분과 위원회에

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현설계 로 시행하

는 것이 바람직함

표 4-4-7. 청계천문화재복원 자문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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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4.22

추진본부,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자문위원

상판석 폭 조정
-상판석 폭은 1자반내외 이상으로 자연스럽

게 배치하여 설치

자문위

원 의견

에 따라 

시행

기타

-광통교 상·하류 바닥 마감중 상류 바닥마

감만 화강석 설치를 하기로 하였으나 하류

바닥마감도 상류와 칭되게 화강석설치로 

마감하는 것이 타당

문화재

청 협의

결과에 

따라 시

행

2005

.05.12

추진본부,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자문위원

멍에석, 귀틀석, 상판석 가조립

-상판석 및 난간석 가조립 상태는 양호

-상판석의 가공 및 크기는 양호

-난간기둥과 귀틀석이 접하는 부분은 기존귀

틀석이 평활하지 않으므로 의석처리 하여 설

치하고, 안전조치차원에서 접합부를 보강처리

-귀틀석중 훼손이 심한 부분은 의석처리

-신재 난간동자 1개를 문양이 있는 구재난간

동자의 문양과 동일하게 가공하여 설치 

자문위

원 의견

에 따라 

시행

2005.

06.17

추진본부,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자문위원

접합부에 한 고임 및 충진

-접합부의 고임재료

 ·기초석과 교각석: 납, 갈바스틸

 ·교각석과 멍에석: 납, 갈바스틸

 ·멍에석과 귀틀석: 납, 석재

 ·귀틀석과 상판석: 납, 갈바스틸

 ·교 와 귀틀석: 석재

-접합부의 충진재료

 ·전통적인 방법인 강회몰탈 충진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기초석과 교각

석 및 교각석 사이는 무수축몰탈로 충진

자문위

원 의견

에 따라 

시행

2005.

07.07

추진본부,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자문위원

북측교  상부 답도석면에 난간설치
광통교 북측 답도석면 난간설치 당초설계 로 

알루미늄 난간 설치

당초설

계 로 

시행

북측답도석면에 차량 통행방지턱 설치
도로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결정하

여 시행

자문위

원 의견

에 따라 

시행

북측답도석상면과 도로와 레벨차이에 따

른 답도석을 경사로 설치하는 안건

-북측 답도석은 다리의 귀틀석 경사와 동일

하게 하고 도로와 레벨차이는 도로포장 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장애자용 램프 시설도 답도석을 경사처리하

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문위

원 의견

에 따라 

시행

표면 고색처리 및 의석처리 보완사항

표면 고색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상류쪽 변귀틀의 상면에 불규칙한 부분은 의

석처리 하여 고르게 함

자문위

원 의견

에 따라 

시행

상류쪽 증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각의 

구조에 한 안건

증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각부의 구조는 하

류쪽 원래 광통교의 구조와 같은 형식인 1단

의 초석위에 2단의 교각으로 구성된 구조로 

봄(단, 초석의 높이는 하류쪽 원형교각의 초

석과 같은 높이로 설치)

당초설

계 로 

시행

청계천문화재복원 자문회의 내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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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통교지 보존

1) 광통교지 개요

2004년 4월 9일 사적(史蹟)으로 가지정되고, 2005년 3월 25일에 사적 제461호로 지정된 광통교지는 광통

교의 이전 복원이 확정됨에 따라 보존방안이 요구되었다.

<그림 4-4-32> 광통교지 배치도

광통교지를 보존하기 위해 새로 설치되는 신광교 요량의 연장이 길어졌고 광통교지 중앙을 가로 질러 신

교량의 북측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광통교지가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교지 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신교

량의 구조 변경이 요구되었다. 또한 교지의 보존을 위해 북측 교대를 뒤로 이동하였고, 그로 인해 광통교

지 밖으로 교각을 추가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광통교가 상류로 이전 복원되면서 기존 유구가 있던 위치를 표시하게 되었고, 이곳이 광통교지임

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 방법으로 광통교의 남북측 교대와 교각지대석이 있던 위치에 검은 계열의 석재

를 사용하여 원형의 형태대로 제작하여 배치하였다. 석재의 배치는 다른 주변 바닥마감재보다 약 30~40

㎜정도 위로 돌출시켜 차별화함으로써 광통교지를 찾는 모든 사람이 유구의 위치와 형태를 쉽게 알 수 있

도록 하였다(광통교 복원설계보고서, 2005).

2) 광통교지 설계변경사항 : 광통교지 중요유구 표시

광통교지 석축 및 교각 위치를 광교 하부 및 상부 포장부에 표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당초 광통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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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로 이전 복원되면서 기존 유구가 있던 위치를 광교 하부와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면에 표시하도록 하

는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광교 상⋅하부에 유구 표시를 하여 이곳이 광

통교 자리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 교량하부 표시 

광통교의 남북측 교대와 교각지대석이 있던 위치에 검은 계열의 석재를 사용하여 원형의 형태대로 제작하

여 배치하였다. 석재의 배치는 다른 주변 바닥 마감재보다 약 30~40㎜정도 위로 돌출시켜 차별화하였고, 

이는 광통교지를 찾는 모든 사람이 유구의 위치와 형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유구 부분 : 화강석판석(검은색계열, 두께 120mm)

  - 유구 주변 : 화강석판석(흰색  계열, 두께 120mm)

<그림 4-4-33> 하부 광통교 교각위치 표시

  

<그림 4-4-34> 광통교 교각열

• 교량상부 표시

당초 문화재청의 허가조건으로 문화재인 “광통교지”의 중요유구 부분을 교량상부에 금속선(동 등)으로 외

곽선을 구분 표시하라는 조건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을 수차에 걸쳐 검토하였으나 광교는 을지로와 종

로를 통행하는 남북방향 차량과 청계천을 따라 운행하는 동서방향 차량으로 항상 붐비는 곳으로서, 도로

교통 관련기준에 부적합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며, 교면포장의 내구성을 해치고 유지관리의 어려

움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금속선 표시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칼라아스콘을 이용한 표

기방법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여 현재 노면에 붉은색의 아스콘으로 광통교 유구 표시를 

하여 일반인도 광통교의 위치를 쉽게 알도록 하였다.

  - 유구 부분 : 용융분사식 칼라포장(붉은색계열)

  - 유구 주변 외곽선 : 흰색계열의 외곽테두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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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5> 광통교 유구표시1

  

<그림 4-4-36> 광통교 유구표시2

제2절 수표교

1. 수표교 개요

수표교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43번지와 종로구 관수동 20번지 사이에 놓였던 다리로 현재는 청계 2

가 수표다리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수표교는 청계천의 옛 다리 가운데 광통교와 함께 가장 주요한 

다리에 속하는데, 답교놀이, 연날리기 등의 민속놀이로 잘 알려져 있으며, 청계천의 수위를 재는 기준점 

구실을 하는 다리였다.

세종 2년(1420)에 최초로 놓여진 이후에 여러 차례의 개보수 과정을 거쳤다. 수표교라는 이름은 수표교의 

서쪽 하천 중앙에 세워졌던 수표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표석은 세종 23년(1441)에 목조로 세워졌다. 수

표석이 세워지기 전까지 수표교는 마전교라 불렸는데, 이는 수표교 근처에 마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표

교의 보수 및 증축기록을 살펴보면 영조 36년(1760)에 57일간 20여만 명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개천을 

준설하고, 수표석도 다시 만들어 세웠다. 현재 남아있는 수표는 순조 때 다시 세운 것으로 돌기둥 양면에

는 1척에서 10척까지 1척(21.895㎝)마다 눈금을 새기고, 3·6·9척에는 구멍을 파서 각각 갈수(渴水)·평수(平
水)·대수(大水)라고 표시하였다. 6척 안팎의 물이 흐를 때가 보통 수위이고, 9척이 넘으면 위험수위로 보

아 하천의 범람을 미리 예고하였다.

이후, 영조 44년(1768) 3월 6일 당시 호조참판 김시묵은 수표교 개수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표교는 (청계

천의) 여러 다리에 비해 매우 낮아 적은 양의 수량에도 걸핏하면 물이 넘치므로 개수하겠다”고 아뢰었다. 

당시 수표교가 낮았던 것은 원래 수표교의 교각이 1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개수공사는 교각을 2단으

로 들어 올려 다리를 높게 함으로써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수표교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와 함께 장충단공원으로 이전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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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표교 현황

• 문화재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8호(1973년 6월)

• 크기 : 길이 27.6m, 폭 7.5m, 높이 3.4m

• 위치 : 중구 장충동 장충단 공원내

• 교각 : 총 45개 (9행 5열)

• 관련유적 : 수표(보물 제838호, 세종대왕기념관 내 소재)

• 규모

<그림 4-4-37> 수표교 규모

• 유구발견현황

<그림 4-4-38> 수표교 유구발견현황

• 위치도

<그림 4-4-39> 수표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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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표교 연혁

• 1420년(세종 2년) : 최초로 다리 건립이후 여러 차례의 개보수과정을 거쳤음.

• 1441년(세종23년) : 수표석 건립 (수표석 설치이전에는 마전교(馬廛橋) 라고 명명함.)

• 1760년(영조36년) : 보수 및 증축하고 20여만 명을 동원하여 준설.

• 1760년(영조36년) : 대대적인 준설공사 실시후 하부 교각에 “경진지평(庚振地坪)” 표시를 설치함.

• 1768년(영조44년) 03월 06일 : 호조참판 “김시묵”이 개수(改修)의 필요성을 상소함.

• 1768년(영조44년) 03월 09일 : 준설 및 개수공사시작 교각을 2층으로 증축함.

• 1887년04월07일~10월 19일(고종24년 정해년) : “정해개축”으로 돌난간 등을 개보수 하였음.

• 1888년(고종25년, 무자년) 03월 11일 : 친군해방영에서 수표교를 보수하였음.

• 1894년(고종31년) : 다리 보수공사 실시 일제강점기 기록 없음.

• 1959년 : 청계천복개공사와 함께 장충단공원으로 이전복원 보존

• 2004년 04월 03일~2004년 04월 25일 : 유구현황 조사 및 실측 실시함.

• 2004년 04월 09일~2004년 06월 14일 : 유구해체 실측 및 도면화

• 2004년 06월 15일~2005년 03월 31일 : 보완실측 및 도면수정 보완

• 2005년 03월 14일~2005년 04월 30일 : 보고서 작성

3) 수표교 계획안

수표교 계획안은 복원방법에 따라 원위치 이전 원형복원, 원위치 형태 복원, 차도교 수표교 형태 반영 등

의 3가지 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 4-4-8>과 같다.

구분 1안 2안 3안

복원

방법
원 위치 이전 원형복원 원위치 형태 복원 차도교 수표교 형태 반영

교통
보도교로만 이용, 보도 축소(미확보) 

서울시안 주변 조업 주차공간 축소 
보도교로만 이용

차량 통행

양측 보도 이용

하천단면 

및 홍수
교각보완 통수단면 확보 곤란

교각, 다리 길이 조정 가능

하천폭에 맞게 축소 복원(약85%)
-

문화재

보존
원형 훼손 예상 원형 보존 원형 보존

역사적

의미
복원의 역사적 의미 가장 충실 복원의 역사적 의미 비교적 충실 복원의 역사적 의미 미흡

복원 

평면도

복원 

입면도

표 4-4-8. 수표교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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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표교 복원 방안

• 청계천 수표교지에 원형으로 복원

2. 수표교 정밀실측조사 및 복원기본설계

수표교는 정밀한 실측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도면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고 안전진단 시 우선

적으로 현 상태파악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현 구조물에 대한 상태와 향후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의뢰하여 2004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수표교 정밀실측조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1) 실측범위

수표교 정밀실측 조사범위는 크게 교각받침석을 포함한 하부의 잔존유구가 발굴된 청계천 복원공사구간내

의 수표교지(水標橋地)와 현재 수표교의 교각을 포함한 상부구조가 보존되어 있는 장충단의 수표교로 나

눌 수 있다.

2) 실측조사 내용

수표교 규모는 길이로 10칸, 너비로 4칸의 널다리 형식으로써 귀틀석을 기준으로 다리규모를 측정한 결과 

폭이 최대 7.569m, 최소 7.464m, 평균 약 7.5m 이며, 길이방향 최대 27.614m, 최소 27.553m, 약 

27.6m였다.

다리 높이는 현재 교각의 일부가 흙이나 콘크리트에 묻혀 있으므로 정확한 높이를 측정할 수 없었다. 따

라서 현 상태에서 교각이 드러난 높이를 측정한 결과 교대측이 2.468~2.612m이며, 중앙부 최대가 

3.387m로 중앙부가 볼록한 곡선으로 놓일 수 있게 높이를 정교하게 맞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표교의 교각하부는 조사할 수 없어 초석의 존재 여부는 밝힐 수 없으나 교각과 교각사이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교각의 하부를 구속하고 있으며, 교각은 하부교각과 상부교각 2부재로 구성된다.

멍에석은 교각상부에 종 방향으로 걸치고 귀틀석은 횡 방향으로 걸쳐 귀틀석과 멍에석에 의해 교각의 상

부가 종·횡방향 모두를 지지하는 구조형식을 취하고 있음. 또한 귀틀석과 귀틀석 사이에 상판석을 4줄로 

우물마루 깔 듯 끼워 넣었고, 정교하게 가공된 난간석은 11칸씩 최외곽 귀틀석 상부에 위치하여 수표교의 

수려함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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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측조사 결과

• 수표교는 길이가 10칸, 너비가 4칸의 보다리(일명 널다리) 형식으로써 귀틀석을 기준으로 다리규모

를 측정한 결과 폭이 평균 7.5m이며, 길이가 약 27.6m, 최대 높이가 약 3.4m로 조사됨.

• 교각간의 평균 횡방향 거리는 약 2.6m, 종방향 거리는 약 1.85m로 횡방향이 0.75m 넓게 배치되었

으며, 교각은 종방향 5열, 횡방향 9열로 상·하부교각의 부재수는 총 90개임. 교각의 평면형태는 물

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종방향으로 긴 마름모 형태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하부교각은 계류방향으로 

교각과 교각사이를 콘크리트로 연결하여 수평저항력을 높였고 상·하부 교각 사이에는 철편을 삽입

하여 수직도를 맞추었음. 상부교각석은 하류 측면만 정다듬되어 있는 상류 측에서 2번째 열을 제외

하고는 대체로 4면이 잘 다듬어진 형태로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획일화된 방향성을 보이는 반면 하

부 교각석은 풍화에 의한 마모로 상부모서리가 둥글게 변모한 상태가 많고 상부 교각석과 형태적으

로 방향성이 다른 부재도 많아 상·하부교각의 중심 간에 편심이 많이 발생되어 있음.

• 상·하부교각의 중심간 편심거리는 최대 236mm정도로 외측열(A열과 E열)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고 

200mm이상 8개소를 포함하여 45개의 교각석 중에 50%정도인 23개가 100mm이상의 편심을 보이고 

있으며, 편심하중의 작용은 구조적 취약부위에 응력을 집중시켜 장기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

을 끼칠 우려가 있음. 상·하부교각 상면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한 결과 하부교각은 대체로 교대에 

가까운 열(1열과 9열)을 높게 배치하였고 내부열(2열~8열)은 대체로 비슷한 높이로 맞추었으며 상부

교각 상면의 높이는 중앙부가 교대측보다 높아 중앙부가 볼록한 것으로 조사됨.

• 상부교각에 얹혀 지는 멍에석은 총 36개의 부재로 외부로 노출되는 곳은 잔다듬을 하였고 내부는 거

친 다듬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멍에석 단면은 높이에 대한 폭의 비가 1.32로 폭이 다소 넓은 직

사각형 형태의 단면을 취하고 있음. 외측열(A열과 E열)의 교각 상부에 얹혀 지는 멍에석은 둥글게 

다듬하여 교각 밖으로 약 100mm 정도 내어 걸쳤고, 멍에석간 이격부위에 작은 석재와 몰탈로 메꾸

어 놓은 상태임.

• 귀틀석은 멍에석 상부에 횡 방향으로 얹혀져 상판석의 하중을 받아 하부에 전달하는 휨재의 역할을 

하는 부재로서 총 50개의 부재가 있음. 외측 귀틀석의 종단면은 형태로, 내측은 형태로 가공

하여 상판석을 끼워 넣을 수 있게 가공하였으며, 횡단면은 대체로  형태로 양단부는 멍에석 상

부에 걸쳐놓았음. 부재 단면은 외측열에서는 정사각형에 가깝고, 내측열에서는 폭이 높이에 대해 약

3배 정도 넓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조사됨.

• 상판석은 귀틀석 사이에  형태로 가공하여 약 150mm를 양측으로 얹혀놓아 보행이 가능하게 하

였으며, 상부면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잔다듬이 된 반면 하부측은 형태만 거친 다듬을 사용함.

• 난간석은 11칸씩 좌우 22칸이 있으며, 난간 양끝에 4개의 엄지주석과 20개의 난간주석은 A열과 E열 

귀틀석 상부에 구멍을 내고 긴 촉을 내어 꽂았고, 돌란대를 걸치기 위해 홈을 파 8각형의 돌란대를 

난간주석 사이에 끼웠으며, 가늘고 긴 돌란대 중앙부를 동자주석을 이용해 받치고 있음. 난간석재들

은 모두 정교하게 다듬을 하였으며 실측된 치수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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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실측치

부재수 단면적 (㎠) 비고
가로 (mm) 세로 (mm) 길이 (mm)

교  

각

상부교각 856 1,007 1,161 45 개 8,619 -

하부교각 906 947 952 45 개 8,580 -

멍 에 석 637 486 1,925 36 개 3,096 -

귀 틀 석 730 470 2,814 50 개 3,431
상부 돌출부는 

높이에서 제외

상 판 석 483 1,370 - 214 개 - 높이 측정불가

표 4-4-9. 주요부재 평균실측치 비교

조선시대 영조척과 현재 수표교의 폭, 길이, 교각의 간격 및 주요구조부재의 치수를 기준으로 건립당시 

용척을 추정하면 1尺=312.63~317.41mm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이에 있는 값인 315mm로 수표

교의 용척을 추정하였다.

4) 수표교 복원방안

(1) 배치

복원되고 있는 청계천의 하상선형과 발굴유구로 확인된 수표교의 위치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수표교 복

원시 남측의 선형이 약 15m 정도 남측으로 변경되는데, 이에 따라 남측의 19필지가 선형변경구간에 포함

되었다. 또, 실시설계 시에는 공사공간확보와 안전을 위해 좌안(북측)과 우안(남측) 모두 추가적인 토지수

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표교 복원 공사구간의 양안에는 각각 홍수를 대비한 통수박스 설치되는데, 좌안(북측)에 너비 10m, 우

안(남측)에는 너비 12의 통수박스가 매입되도록 계획되었다. 수표교 중앙부분에도 통수박스가 설치되는데 

이는 상시유량 통수를 위한 박스로 평상시 청계천 통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수표교의 남·
북측 교대는 양안의 석축과 일직선상으로 구축되며, 수표교 중심에서 상·하류 방향으로 각각 20m 구간

에 장대석을 바르게 쌓아 양안석축을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 평면

① 수표교

  - 동·서 방향으로 약 40m, 남·북 방향으로 약 32m 범위에 복원됨.

  - 남·북측 교대는 통수박스와 면한 옹벽을 설치하고 장대석을 쌓아 올려 교대를 구축하고, 옹벽과 

장장대석 교대사이에는 잡석으로 뒷채움을 하도록 계획함.

  - 하부기초부분은 발굴유구와 동일한 위치에 재사용 가능한 교각받침석 22기와 수표받침석 1기, 이

외에 바닥석과 잡석을 재설치하고, 부족한 부재는 신재로 보충하도록 계획함.

  - 복원구간 40m의 동·서측 경계는 경계석을 설치하여 문화재 복원구간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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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쪽의 상시유량 통수박스를 일부 개방하여 상시유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유량 통수박스 개방부분은 문화재 구간에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절개부위를 

전통양안석축과 같이 재현하고, 바닥에는 자연석 판석을 깔도록 함.

  - 상판부분은 증축된 귀틀석이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교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신재로 8개의 

청판석을 보충함. 또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귀틀석 4개, 멍에석 9

개, 청판석 25개는 신재로 교체하도록 함.

  - 상·하부 교각석은 총 26개의 교각석이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시설계시 석재의 재

질과 강도에 따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② 수표석

  - 발굴유구와 동일한 위치에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수표교지에서 발굴된 수표받침석에 대한 제원은 조사되었으나, 세종대왕기념관의 수표받침석은 

지면에 대부분이 묻혀 있어서, 정확한 제원을 알 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실시설계에서 정확한 

제원을 확인하고 반영해야 함.

(3) 단면

  - 수표교지 단면 계획은 유수량에 대한 통수박스설치와 기초콘크리트, 교각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

요 내용임.

  - 수리검토를 통해 하상의 좌안(북측)과 우안(남측)에 각각 너비 10m, 12m의 통수박스를 매설하여 

홍수에 대비하도록 계획함.

  - 교대는 하천선형과 평행하도록 설치하고 장대석을 이용하여 양안석축의 형태를 재현하도록 계획

하였으며, 구조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부기초와 교대 후면을 일체화시킨 콘크리트 기초

를 설치하도록 함.

  - 현재 장충단공원의 수표교 높이를 고려할 때, 복원되는 청계천의 수표교는 지반선에서 약 2.6m의 

차이를 보임. 이러한 높이차는 수표교의 기초를 전체적으로 청계천의 저수면보다 높게 설치하여

야 극복할 수 있음.

(4) 입면

  - 복원되는 수표교의 입면에는 총9개소의 부재를 신재로 교체하게 됨(상류측에는 하부교각 3개소, 

귀틀석 1개소를 신재로 교체하며, 하류 측에는 하부교각 4개소, 귀틀석 1개소를 교체하게 됨).

  - 구조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재를 대상으로 교체부재를 선정하

였으며, 장충단공원의 수표교 정밀실측결과를 통해 위치를 추정하였음. 그러나 현재 장충단공원의 

수표교는 부재들이 상당히 교란된 상태여서 차후 해체실측조사를 통하여 신재로 교체해야할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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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야 함.

  - 상류측 귀틀석의 경우, 자료조사를 통해 ‘무자금영개조(戊子禁營改造)’, ‘정해개축(丁亥改築)’이 두개

의 귀틀석에 나뉘어 각자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현재는 ‘영개조, 정해개축’이 새겨진 한 개의 

귀틀석만 그대로 남아있고 ‘무자금’이 각자되었던 귀틀석은 유실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임. 

원형복원공사와 더불어 석재의 상태가 불량하여 교체되는 부재뿐만이 아니라, ‘무자금’이 각자된 

귀틀석 신재를 추가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수표교 정밀안전진단

서울시는 청계천 수표교 복원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학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모형복원에 대비한 정

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의뢰하여 2003년 9월 22일부터 2003년 12월 10일까

지 수표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4. 수리검토 및 하천선형 변경설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서울시의 의뢰로 2004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수리검토 및 하천선형변경설

계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수표교 (No. 71+32) 및 좌우의 통수박스 설치 계획에 대한 수위 및 유속변동 

등 제반 수리영향의 분석을 1차원 부등류 분석모형인 HEC-RAS 모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검토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경계조건(청계천 하천정비기본계획 2003)은 <표 4-4-10>과 같다.

계획홍수량
- 50년 빈도 홍수량  177㎥/sec

- 200년 빈도 홍수량  217㎥/sec

조도계수
- 저수로 구간 : 0.035 적용

- 통수박스 구간 : 0.020 적용

하천횡단 자료
- ㈜선재건축에서 제공한 수표교 제원 적용

- 청계천복원 건설공사에서 적용한 청계천 횡단자료 활용

수리검토 - 수표교와 통수박수를 좌우로 설치하여 수표교 설치에 따른 통수단면 확보에 한 검토를 시행

표 4-4-10. 검토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경계조건

1) 수리영향 검토

• 양안 통수박스 B=5m, 8m, 10m, 12m에 대하여 수리영향분석 시행 ⇒ B=10m를 최적단면으로 

채택함.

• 수표교 지점에 통수박스(B=10m) 설치로 인한 수위, 유속변동, 여유고 검토를 실시함. 

• 수위비교

  - 50년 빈도  0.19m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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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년 빈도  0.23m 상승

• 유속비교

  - 50년 빈도 : 기존 2.43m/sec에서 -0.98m/sec 감소하여 1.45m/sec

  - 200년 빈도 : 기존 2.53m/sec에서 -1.04m/sec 감소하여 1.49m/sec

• 여유고 검토

  - 50년 빈도 기준(교량부) 

   · 여유고 : 1.21m , 교량저판표고 : 23.56 EL.m,  수위 : 22.35 EL.m(하천설계상 여유고 기준 

0.6m임)

  - 200년 빈도 기준(제방고) 

   · 여유고 : 1.50m , 도로고 : 24.35 EL.m , 수위 : 22.85 EL.m(하천설계기준상 여유고 기준 

0.8m임)

• 통수단면검토(50년 빈도)

  - 실시설계 : 80.49㎥ 
  - B=10m 통수박스 설치 시 : 122.31㎥ 

2) 검토결과

  - 통수박스 설치시(B=10m) 수표교 원형복원에 따른 수위 상승효과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수표교의 원형복원에 따른 평면배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기존 우안측 도로를 약 11m(연장 

200m, 면적 1,020㎡)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함.

5. 수리모형 실험

한국수자원학회는 서울시의 의뢰로 2003년 8월부터 1월까지 수표교에 대한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수표교의 50년 주기, 200년 주기의 홍수위에 대한 여유고를 계산한 결과는 <표 

4-4-11>과 같다.

재현주기
좌안통수박스 폭

9m 설치시 여유고 12m 설치시 여유고 15m 설치시 여유고

50년 0.50m 0.72m 0.81m

200년 0.25m 0.36m 0.46m

검토결과 부족 충분(50년 빈도) 충분(50년 빈도)

표 4-4-11. 수리모형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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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0> 수표교 주변모형

  

<그림 4-4-41> 수표교 월류시험

6. 수표교지 현상변경허가 사항

1) 수표교지 하천공사

• 목적 : 홍수대비 긴급가설공사 및 수표교 원위치복원 전제하에 임시시설로서 하천공사 시행

• 위치 : 서울시 중구 수표동 43번지~종로구 관수동 20번지 (청계2가 수표다리길 사거리)

• 공사기간 : 2004. 12. 21(허가일)~2005. 9. 30

• 허가내용 : 청계천복원 하천공사 전 공종

2) 수표교 임시교량

• 위치 : 서울시 중구 수표동 43번지 일대

• 임시교량 설치 사유

  - 수표교의 원위치 복원에 따른 고증설계 및 공사시행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주변상가의 민원해소를 위해 횡단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임시교량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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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오간수문

1. 오간수문 개요

오간수문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가에 있는 동대문(흥인지문)에서 중구 을지로(乙支路) 6가로 

가는 성벽 아래 청계천 6가에 있던 조선시대의 수문(水門)이다. 오간수문은 수문이 5칸, 즉 5개의 수문으

로 이루어졌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언제 세워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선 초기 도성을 수축하면서 물길을 낼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

된다. 동대문 남쪽 성벽 아래로 흐르는 냇물이 도성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치한 수문이다. 사

람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수문마다 쇠창살로 만든 철문을 설치하였다. 각 수문의 크기는 1.5m 정

도이다. 그러나 쇠창살에 부유물이 걸리고 토사가 쌓여 2개의 나무문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 역시 영조 

때에 이르러 거의 막혔다. 이 때문에 1760년(영조 36) 청계천을 준설하면서 수문 앞에 쌓인 토사를 걷어

내고 복원하였다.

그 후 1907년(융희 1) 중추원에서 청계천 하수의 원활한 소통을 이유로 수문을 헐고, 이듬해 3월에는 동

대문 근처의 성벽과 함께 오간수문의 성벽마저 헐었다. 대신 같은 자리에 콘크리트로 만든 다리를 세웠는

데, 오간수문을 오간수다리·오간수교·오간수문교로 부르게 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따라서 오간수문과 

오간수교는 엄연히 다른 별개의 것이다. 오간수교는 1926년 다시 확장·건설되었으나,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청계천 복개공사로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다 2003년 7월부터 청계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청계천 

역사유적을 발굴할 때 오간수문의 아래쪽 끝받침과 홍예(虹霓:무지개 모양의 구조물) 기초부, 돌거북 등이 

발굴됨에 따라 2004년부터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새롭게 만들어진 오간수교는 오간수문의 전통적인 모

양을 살려 5개 수문과 무지개 모양의 홍예 아치를 재현하였다.

<그림 4-4-42> 오간수문(五間水門)(190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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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간수문 현황

• 문화재지정 : 사적 제461호(2005년 3월 25일)

• 유구규모 : 길이 32m, 폭 37m(교대 및 홍예석 기초, 판석 등 잔존)

  ※ 현재 해체·이전하여 중랑사업소에 보관 중

• 위치 : 청계 6가 사거리 지하

<그림 4-4-43> 오간수문 위치도

2) 오간수문 연혁

• 오간수문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도성축조 1차 공사 때인 태조 5년(1396) 2월 28일 

이전에 축조되었을 것이라 추측됨.

• 1760년(영조 36) 경진준천의 모습을 담은 준천도(濬川圖)에 성벽 아래 다섯 간의 수문이 있고, 수문 

앞에 긴 돌로 다리를 놓아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함.

• 조선조까지 수문의 역할을 해오던 오간수문은 대한제국(1907) 때 하천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헐림.

• 2004년 2월 11일 ~ 2004년 3월 31일 : 지표조사(전구간)

• 2003년 12월 11일 ~ 2004년 5월 15일 : 발굴조사

• 2003년 6월 27일 : 유구 잔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퇴적층 양호한 지역 발굴(시굴)조사

• 2004년 3월 13일 : 오간수교 설계변경 지시

  - 아치형 수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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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 19일 : 오간수문지는 현장에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이전·
보관할 것.

• 2004년 3월 26일 : 제3차 청계천 문화재보존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 오간수문지에서 발굴된 유구는 해체, 이전

  - 유구 전반에 대한 공학적인 현황 실측조사를 시행할 것

• 2004년 3월 26일 ~ 4월 15일 : 유구를 해체 중랑하수처리사업소부지로 이전

• 2004년 4월 9일 : 오간수문지 중요문화재 사적 가지정

• 2004년 4월 19일 : 현상변경허가(문화재청)

  - 오간수문지 발굴조사

  - 오간수문지 유구해체 이전

• 2004년 4월 22일 : 홍수대비 긴급공사 현상변경허가(문화재청)

  - 교량 교대공사 등

• 2004년 10월 20일 : 오간수문지 교량 및 하천공사허가(문화재청)

  - 하상에 저수로 박스를 설치 후 유구를 수평으로 복원

  - 다리 상판은 홍예교각 등 중요 유구부분 금속으로 구분표시

• 2005년 3월 25일 : 오간수문지 사적 461호로 지정됨

• 2005년 3월 29일 : 청계천 오간수문지 유구보존설계 추진계획

  - 복원대비 설계비 반영[59,900천원]

• 2005년 9월 21일 ~ 9월 29일 : 오간수문지 교량상부에 유구표시 완료(도로 및 녹지구간)

2. 오간수문지 공사

1) 오간수문지 문화재 발굴조사

  - 오간수문지 문화재 발굴조사 후 해체, 이전방침에 따라 문화재공사 업체인 원택건설에서 중랑

하수처리사업소 부지로 유구를 이전해체 하였음(규모 길이 35m, 폭 27m).

  - 실정보고시 유구(석재)가 1,280㎥를 예상하였으나, 정밀실측조사결과 941㎥로 공사비 정산보고 후 

반영함(청이감 제25-68호 : 2005. 1.26).

구분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석재물량 m3 1,280 841 △323 공극차이

공사비 천원 518,200 441,000 △80,800

표 4-4-12. 오간수문지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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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4> 오간수문 평면도

  

<그림 4-4-45> 오간수문 유구현황

<그림 4-4-46> 오간수문 단면도

2) 오간수문지 수문 형상변경

당초 설계된 고수호안에 오간수교를 모티브로 하는 5개의 아치를 재현하기 위해 수경시설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오간수문이 개방되어 있어 내부 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악취가 개방부로 방출되어 이용

시민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이 예상되어 수문 형상을 변경하였다[공사3담당관-591호

(2003. 3.13)].

<그림 4-4-47> 설계단면

  

<그림 4-4-48> 준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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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 복원에 따른 수로박스 시공

• 관련근거 : 2004년 10월 20일 오간수문지 교량 및 하천공사허가 조건

  - 하상에 저수로 박스를 설치 후 유구를 수평으로 복원함.

표 4-4-13. 오간수문지 교량건설 및 하천공사 허가조건

• 공사규모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시설규모

U형 옹벽(B×H)

3.95m×3.93m

연장, L = 26.0m

3련 BOX(16.0×3.745)중

일부 9.5m × 3.7m 시공

연장, L = 26.0m

오간수교 하류

표 4-4-14. 공사규모

• 복원대비 3련 수로박스의 일부를 시공함.

"B"기존옹벽"A"

<그림 4-4-49> 수로박스 단면도

4) 오간수문지 상부 유구 표시

• 관련근거 : 2004년 10월 20일 오간수문지 교량 및 하천공사허가 조건

  - 다리 상판은 홍예교각 등 중요 유구부분 금속으로 구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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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녹지부 잔디식재 72m2 포천석 유구 표시 72m2

차도부

아스콘 포장

186m2

융착식 칼라포장 +

커팅라인 줄눈재 주입

186m2

금속표시는

사적과-6567호

(2005. 9.27)에 의거 줄눈재주입으로 변경

표 4-4-15. 공사개요

<그림 4-4-50> 평면도(실제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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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1> 하랑교(1957년경)

제4절 기타유적

1. 하랑교(河浪橋) 개요

하랑교지는 입정동 5번지와 20번지 사이에 

놓였던 다리로 현재 청계3가 센츄럴 호텔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하랑교는 준천사실, 

한경지략, 대동지지, 동국여지비고 등 고문헌

과 한양도 성도 등의 고지도에 나타난다.  

‘신교’, ‘하랑위교’, ‘하랑교’, ‘화리겨다리’, ‘화

교’ 등의 이름으로 역사에 표기되어 있다. 한

경지략에 의하면 다리 명칭과 관련하여 근처

에 하랑위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

르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하랑위가 구체적으

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이 다리를  

‘화교’ 또는 ‘화리겨다리’라고 부른 것은 부근에 화류장을 파는 장롱집이 있어 화류교라 하였고, 이것이 변

하여 ‘하리굣다리’ 또는 ‘하랑교’, ‘하교’, ‘화교’라고 불렀다고 한다.

하랑교의 모습은 대체로 장통교와 비슷하며, 일제강점기 확장된 청계천 하폭에 맞추어 다리 양쪽 끝을 콘

크리트로 연장하였다.

1) 하랑교 현황

• 위치 : 서울시 중구 입정동 5번지~종로구 장사동 20번지(청계3가 센츄럴호텔 동편)

• 복원기본방향 : 복원하천에 맞게 유구 높이를 조정, 보존함.

• 유구현황

  - 기초보강공법

   ·직경 10㎝ 내외의 말뚝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군항 중앙부에 직경 60㎝~70㎝되는 지정말목이 항

타 되어 있음.

   ·지정말목은 2열 6행으로 남북간 2.1m 동서간 2.7m 형성됨.

  - 쇄굴방지시설 : 기초말목위에 잡석포설 후 60㎝내외의 바닥석을 연하게 맞춰 포설, 돌과 돌 사이

에는 유황 섞인 쇳물을 이용하여 일체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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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2> 효경교 모습(1935년경)

2) 하랑교 연혁

• 1750년경 건립으로 추정

• 2004년 04월 03일~2004년 04월 25일 : 유구현황 조사 및 실측 실시

• 2004년 04월 09일~2004년 06월 14일 : 유구해체 실측 및 도면화

• 2004년 06월 15일~2005년 03월 31일 : 보완실측 및 도면수정 보완

• 2005년 03월 14일~2005년 04월 30일 : 보고서 작성

2. 효경교(孝經橋) 개요

장사동 153번지와 주교동 125번지·산림동 

30번지 사이에 다리로 현재, 청계 4가 세운

상가 옆 아세아전자상가(구 아세아극장) 동

편에 위치하고 있다. 효경교는 역사문헌에 

영풍교와 효경교를 병기하고 있고 있으며, 

「수선전도」에는 ‘효경다리’라고 표기하고 

있다. 「경조오부·북한산성부도」에는 ‘맹교’

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부근에 소경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일명,  

‘소경다리’, 또 이것이 변하여 ‘새경다리’, 

‘효경다리’ 라 하였다.

효경교도 다리 형태는 장통교, 하랑교와 비슷하며, 일제강점기 확장된 청계천 하폭에 맞추어 다리 양쪽 

끝을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연장하였다.

1) 효경교 현황

• 위치 : 청계4가 아세아전자상가 부근

• 복원기본방향 : 복원하천에 맞게 유구 높이를 조정, 보존함.

• 유구현황

  - 기초공사 : 나무말뚝을 군항으로 형성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였으며, 수표교의 기초와 유사함

  - 교각 받침석  : 비교적 큰 60㎝~95㎝의 석재로 형성

  - 쇄굴방지시설 : 수표교 및 하랑교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공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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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경교 연혁

• 영풍교, 효경다리, 맹교, 새경다리, 소경다리 등으로 고지도에 표기되어 있음

• 2004년 04월 03일~2004년 04월 25일 : 유구현황 조사 및 실측실시

• 2004년 04월 09일~2004년 06월 14일 : 유구해체 실측 및 도면화

• 2004년 06월 15일~2005년 03월 31일 : 보완실측 및 도면수정 보완

• 2005년 03월 14일~2005년 04월 30일 : 보고서 작성

3. 양안석축(兩岸石築) 개요

청계천은 건천으로 평상시에는 대부분 말라 있었으나 우기가 되면 주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났으며, 조금만 큰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가옥들이 침수되거나 다

리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조선왕조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후 도성건설과 함께 천거를 정비하여 배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었다. 따라서 태종 6년(1406) 1월을 시작으로 청계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청계천 양안에 돌

을 쌓는 석축 작업은 영조 49년(1773)에 시작되었다.

<그림 4-4-53> 전통석축(청계천 천변길)

  

<그림 4-4-54> 일제강점기에 개수된 청계천 석축

이후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하수도 개수 계획과 1958년부터 1977년까지 시행된 청계천 복개공사에 의해 

청계천변의 석축과 교지 등이 모두 복개구조물 아래로 묻혀버렸는데, 이번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하여 복

개구조물 아래에 묻혀있던 석축유구들이 발견되었다.

청계천 호안석축은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우선 적심석 위에 치석한 화강석을 매 켜마다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어 바른층쌓기한 석축이 있고, 적심석 위에 1단 또는 2단의 석재를 가로로 바르게 

쌓은 다음 장대석의 석재로 일정한 구간을 표시하듯 세로로 세워 쌓은 석축이 있다. 전자는 전통석축의 

일반적인 축조방식으로 청계천 호안석축뿐만 아니라, 창경궁 옥천교 옆 석축과 창덕궁 금천교 옆 석축 등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지만, 후자의 방식은 청계천의 호안석축 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방식이다. 

발굴된 호안석축의 위치는 크게 모전교사거리 시점부 석축, 광통교 상류 남편 석축, 광통교 하류 남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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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으로 나누어진다.

1) 양안석축 현황

• 위치 : 시점부~삼일교

• 복원기본방향 : 복원되는 광통교 주변 일정구간에 복원함.

  - 동일구간의 저수호안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성

  - 광통교 하류는 석축발굴 지점에 1단으로 발굴위치를 표시

• 유구현황 (석재 분포)

  - 시점부 북측유구 : 6.32m - 5개

  - 모전교~시점부 북측 석축 1 : 50.680m - 101개

  - 모전교~시점부 북측 석축 2 : 32.825m - 201개 

  - 모전교~시점부 남측 석축 1 : 49.740m - 46개

  - 모전교~시점부 남측 석축 2 : 8.8m - 4개

  - 광교 상류 남측 석축 : 87.295m - 163개

  - 광교 하류 남측 석축 : 234.69m - 627개

   

2) 양안석축 연혁

• 1406년(태종6년) 1월 : 평상시에는 乾川이나 홍수시는 범람할 정도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기록 있

음(川渠 공사의 기록 존재).

• 1773년(영조49년) 06월 10일 : 개천 양안석축시작

• 1897년~1898년 : 안경수 등이 설립한 馬車會社에 위탁하여 대단위 준설실시

• 1918년~1924년 : 조선총독부가 청계천 5.9㎞ 전 구간 개수공사

  - 17개지선 개수 및 석축

• 1925년 10월 : 청계천 제2기 하수도개수사업 실시.

  - 상류인 종로구 신교동~도렴동까지 1,395m의 백운동천 옥류 누각 동천 및 사직동천 27m 복개

• 1933년~1936년 : 제3기 하수도 개수계획 수립

• 1937년~1943년 : 제4기 하수도 개수계획 수립

• 1937년 : 태평로~무교동구간 복개공사 실시

• 1958년 ~ 1977년12월 : 청계천 모든 구간 복개완료

• 2004년 04월 03일~2004년 04월 25일 : 유구현황 조사 및 실측실시

• 2004년 04월 09일~2004년 06월 14일 : 유구해체 실측 및 도면화

• 2004년 06월 15일~2005년 03월 31일 : 보완실측 및 도면수정 보완

• 2005년 03월 14일~2005년 04월 30일 :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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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청계천복원사업의
평가와 전망

바람이 땅과 하늘 사이를 열고 물이 사람 사이로 푸른 길을 내었으니, 오늘, 2005년 10월 1일, 

어둠에 갇혀 있던 청계천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살아서 돌아왔다

………………………………………………

마침내 ‘청계천복원’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것은 청계천을 문화와 전통이 깃든 본래의 자리로 되

돌려 놓자는 것이었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살림터 서울을 생명가치와 문화가치 중심의 

세계적인 터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뜻이었다. 세계는 이를 가리켜 ‘꿈의 계획’이라 불렀다. 

………………………………………………

오늘‘꿈의 계획’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보라, 죽었던 청계천에 푸르고 맑은 물이 살아 돌아와 우리의 살림터를 쓰다듬어 적셔 주고 있

다. 물은 생명의 높은 자리를 다 쓰다듬고 낮고 그늘진 자리를 또한 다 채워 품으니,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영원한 모태이다. 오늘 청계천에 흐르는 푸른 물은 우리의 수도 서울이 환경·문

화·현대적 안락함이 한데 어우러진 생명 중심, 사람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상징이자 

그 발화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청계천 푸른 물의 싱그러운 파장이 서울 중심에 머물지 않고 

조국의 먼 변방까지, 또 세계 속으로 도도히 흘러나가기를 바라마지않는다.

박범신의 준천사 中에서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청계천복원사업이 2년 3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

다. 청계천의 새물맞이는 청계천복원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청계천은 상류 백운동천, 중

랑천을 복원하는 일, 청계천의 발원지를 연결하고 청계천의 좌·우에서 내려오는 10개가 넘는 지천을 복원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는 청계천에 물이 흘러 최고 0.8 ℃까지 주변온도가 내려가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

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청계천에 청둥오리와 잉어가 찾아오는 등 식생이 풍부해지고 자연성이 풍부해져 생태현

장으로서의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생태적인 면뿐만 아니라 청계천복원사업이 앞으로 전통을 간직한 현대 도

시로서의 서울 이미지를 살려내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 주변 상가의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 중

심 지구로서 가꿔가야 할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 제4부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청계천의 모습을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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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청계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제1절 청계천복원사업의 1차 모니터링 결과

1. 도시계획 

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계획 모니터링은 청계천복원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도심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건축동향과 용도 

및 지가 등 다양한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를 관련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 하여 복원사업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연구범위 및 내용

공간적 범위는 청계천복원의 직접 향권인 청계천 주변 22개 블록과 간접 향권인 도심부 지역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2002년 7월 복원계획 발표시점부터 2003년 11월 현재까지로 한다. 또한 내용적 범위는 주

요 시점별로 도심부 및 청계천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및 건축동향을 파악한다. 특히, 재개발 미시행지

역의 토지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변화 건축물들에 대한 용도변화특성을 분석하며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전후별로 청계천 주변지역의 주요 간선가로변의 보행량 변화를 조사하여 복원공사의 향을 파악하

고, 그 외에 지가변화와 인구변화를 파악한다. 

<그림 5-1-1> 연구의 범위 (도심부 및 청계천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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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1) 토지 동향분석

① 지역별 토지거래동향

2002년 7월 이후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의 위치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청계천 주변지역에서는 재

개발미시행지역의 토지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외 관수동, 동대문

종합시장, 창신동지역의 토지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심부에서는 경희

궁주변, 종묘주변, 광희동, 삼풍·진양상가 주변지역의 토지거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2>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 토지거래동향

② 분기별 토지거래동향

청계천 주변의 토지거래는 일상적인 거래량을 유지하다가 2002년 7월 청계천복원 발표이후 하반기의 청

계천변 토지거래량이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하 다. 이것은 세운상가 및 왕십리 뉴타운 지역의 토지거래

가 급상승한 결과이다. 특히, 재개발 미시행지역의 토지거래량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서울시에

서 관리하고 있는 세운상가, 을지로, 왕십리 뉴타운지역의 토지거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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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청계천주변 재개발 미시행지역의 토지거래동향

(2) 건축동향 변화

2002년 7월 청계천복원 발표 이후 청계천 주변지역의 건축행위가 상대적으로 증가추세를 보 으며 이것

은 이 시기 청계천 주변 외곽지역의 신축행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계천 주변지역의 신축행위 분

포를 보면, 도심부에서는 관수동 등 일부지역에서 신축이 일어나고 있으나, 외곽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지

역에서 신축행위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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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도심 및 청계천주변지역 건축동향

<그림 5-1-5> 청계천주변지역 건축동향

<그림 5-1-6> 테헤란로 주변지역 건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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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변화

신축건축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간선 변에는 오피스텔 신축이 두드러지며, 도심부 이면지역은 숙박용도 

신축이 우세하고, 외곽지역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5-1-7> 건축대상(2002. 7~2003. 10)

 

<그림 5-1-8> 변경전의 용도 

<그림 5-1-9> 변경후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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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량 변화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2003년 4월과 11월 청계천로의 주요 보행지점 130여개소의 보행량

을 조사하 다.

<그림 5-1-10> 보행량 조사지점 

조사결과 도심부 지역은 상승추세이며, 숭인동 이하 외곽지역은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곽지역

의 보행량 감소는 청계천변 노점상 단속에 따른 황학벼룩시장이 사라진 데 그 원인이 있다. 

(단위 : 인·시)

구분
4월 

평일 

11월 

평일 

증감률

(11월·4월)

4월 

토요일 

11월 

토요일 

증감률

(11월·4월)

4월 

일요일 

11월 

일요일 

증감률

(11월·4월)

청계천로 

북측
9,554 9,792 2% 9,472 9,152 -3% 5,896 5,158 -13%

청계천로 

남측 
10,730 11,346 4% 12,752 14,720 15% 11,630 7,648 -34%

청계천로 

종합
20,284 21,138 6% 22,224 23,872 7% 17,526 12,806 -27%

표 5-1-1. 청계천로의 보행량 변화 비교 

보행량은 상가매출과 직접 관계되는 방문고객수를 나타낸다고 볼 때, 복원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고객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설문결과의 매출액 감소는 다른 경제요인이 더 많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지가변화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의 매물자료(부동산114 자료)를 중심으로 지가변화를 분석한 결과, 상업지역의 

경우 38%가 상승하여 테헤란로변 평균지가상승률 1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42%

가 상승하여 테헤란로변 지가상승률 28% 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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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주변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도심권에서는 토지가격변화가 없다는 응답자가 80%, 상승

하 다는 대답이 16.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지만, 외곽권에서는 숭인동, 황학동, 신설동, 용두동, 왕십

리동 응답자의 50% 이상이 지가가 상승하 다고 대답하여 지가상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11> 상업지역(상)과 주거지역(하)의 지가변화 

(6) 인구변화

도심부 지역에 대하여 2002년 7월 청계천복원 발표시점과 2003년 현재의 인구수를 법정동 단위로 분석한 

결과, 도심부 전체지역 인구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지역은 일부 정비지역을 제외하

고는 전체지역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심부내 인구감소추세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심

화되어 왔으며, 청계천복원이 발표된 2002년 7월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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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2> 2002년 7월대비 증감률(2003년 11월 기준) 

3) 시사점

청계천복원에 따라 청계천 주변지역의 토지거래 및 건축동향, 용도변화, 지가 등 각종 지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보행량은 오히려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청계천복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변지역 활성화에 따른 개발수요를 계획적

으로 잘 관리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하며, 도심부내 인구감소는 서울시의 지속적

인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도심산업

1) 설문분석의 개요

(1) 업체규모

청계천 종사자는 평균 3.69명이며 82.6%가 4명 이하의 업체(업주와 임시직 포함)이다. 섬유·의류 제조

업과 출판·인쇄 제조업, 가구업 등이 4인 정도 규모이며 나머지 도소매업체 대부분 2∼3명인 소규

모 세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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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구조와 영업형태

제조업이 19%, 서비스업이 81%(도소매업이 55%를 차지)이며 업형태는 판매업체가 78.7%, 생산과 판매

를 겸하는 업체 16.5%를 차지한다. 

업종구조 2002 영업형태 2002

제조업 19% 12.4% 생산 15.5% 4.8%

서비스업 81% 87.6% 판매 71.5% 78.7%

생산 및 판매 13.0% 16.5%

계 100% 100% 계 100% 100%

표 5-1-2. 업종구조와 영업행태

(3) 업력

69%가 2000년 이전 설립된 업체이며 2000년 이전 설립된 업체 가운데 46%는 1994년 이전에 설립된 것

이다. 주요업체는 기계장비·관련용품 도매, 건축자재·철물도매업, 기타 상품전문소매업, 운수업 등의 순서

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의 업력을 소유하여 자연발생적 업종변경이나 폐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점포소유형태

84.9%가 임대(재임대 및 부분임대 포함)이며 자가 소유는 13.4%에 불과했다.

2) 설문대상업체의 특성

(1) 입지요인  : 영업사유

중복응답을 허용한 후, 현 위치에서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51.7%의 업체는 주변에 거

래처, 즉 고객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응답하 고, 40.4%의 업체는 통행인구가 많다는 점에 응답하 다. 

두 요인 사이에 밀접한 상관성을 고려해 볼 때 수요요건이 입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술적 도움의 용이성이나 저렴한 임대료는 입지요인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입지요인에서 기술적 도움의 용이성이 사소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조사대상업체들이 대다수 판매를 

위주로 하는 업체인데다가 매우 세하고 기술적 집약도가 낮아 기술자문에 대한 필요가 크지 않으며, 있

다 하더라도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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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년 설문결과

2002 설문결과
최우 중복응답

거래처의 집중 30.0 51.7(26.6) 22.7

통행인구 19.0 40.4(20.8) 20.5

장소애착(지역성) 12.0 28.5(14.7) -

원부자재 수급 15.6 26.4(13.7) -

교통편리 13.4 26.2(13.5) 15.2

기술적 도움 용이 4.7 10.4(5.4) 6.5

임대료 4.7 9.1(4.7) 3.0

주  : ()는 100%로 환산한 값

표 5-1-3. 업체들의 청계천 일대 입지요건  

(2) 하도급 현황

26%가 타업체와 하청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제조업체는 54.3%가 하청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응답하 다. 

구분
2003년 조사결과 2002년 조사결과

(생산 혹은 생산판매 겸)제조업만 전체

하청관계가 있음 54.3 26.0 77.6

하청을 주는 업체 10.3 6.4 41.6

하청을 받는 업체 20.3 7.3 21.6

하청을 주고받는 업체 23.7 12.3 14.3

하청관계가 없음 45.7 74.0 22.4

계 100.0 100.0 100.0

표 5-1-4. 업체간 하도급 현황 

3) 연구결과  :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주요 변화요소

(1) 복원사업 이후 변화 요소

복원사업 이후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업체 가운데 77%가 복원사업 이후 사업

상의 변화를 경험하 다고 응답하 다. 변화의 내용으로는 업손익의 변화를 느끼는 업체가 40.3%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수요변화를 느끼는 업체가 28.5%를 차지하 다. 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 사업방식이나 규모, 수송·물류 등 생산시스템 자체에는 큰 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1장 청계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157

구분 빈도

영업손익(매출, 순익, 생산비 등) 40.3

수요변화(고객수와 계층, 고객행태) 28.5

사업방식(하청·거래관계, 기술변화 등) 4.6

사업규모(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등) 2.1

물류수송 1.3

기타 0.4

없다 22.5

무응답 0.3

계 100.0

표 5-1-5. 복원사업 이후 사업상의 변화 요소 

(2) 입지요소비용

복원사업 이후 변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임대료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체들 가운데 83.4%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6.3%에 불과하 다. 이는 전반적으로 임대료에 변화

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지가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지가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80%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19%는 지가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지가 또한 뚜렷한 변화가 관측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상승에 대한 응답률이 

16.4%로 하락에 대한 응답률 2.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의 변화가 일정한 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임대료 변화 토지가격 변화

변화양상 평균변화율 변화양상 평균변화율

상승 11.3 20.12 상승 16.4 50.0

불변 83.4 - 불변 80.0 -

하락 5.0 24.21 하락 2.4 35.36

모름·무응답 0.3 - 모름·무응답 1.2 -

계 100.0 계 100.0

표 5-1-6. 임대료 및 지가변화 양상 

(3) 매출액의 변화

복원사업 이후 매출액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37%가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한 반면, 63%는 

매출액이 하락한 것으로 응답하 는데 절반 이상의 업체가 복원사업 이후 다소간의 매출액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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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변화

변화양상 평균 변화율

상승 0.1 50.1

불변 36.9 -

하락 62.8 35.4

모름·무응답 0.2 -

계 100.0

표 5-1-7. 매출액 변화 양상 

실제, 평균적인 하락응답률인 62.8%를 기준으로 할 때, 산업용 중간재·재생재료도매업(92.5%), 금속기계

제조업(85.7%), 금속제품도매업(83.3%), 기계장비·관련용품도매업(82.1%), 건축자재·철물도매업(80.0%), 

가정용품도매업(79.2%) 등이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다른 대부분의 업종은 40~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업종에 따른 차별적인 매출액 효과는 제조업의 경우 섬유·의류제조업

이나 출판인쇄업이 각각 48.6%, 39.2%를 응답한 반면, 금속기계제조업이 85.7%로 두 배에 달하는 응답을 

보이는데서 특히 두드러지며 심지어 시장의 수요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향을 받기 쉬운 소매업의 응답률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업종 상승 불변 하락 모름·무응답 계

제조업 0 44.4 55.6 0 100

섬유·의류 0 51.4 48.6 0 100

출판·인쇄 0 60.8 39.2 0 100

금속·기계 0 14.3 85.7 0 100

가구기타 0 48.0 52.0 0 100

기타제조 0 47.4 52.6 0 100

도매업 0 19.6 80.4 0 100

가정용품도매 0 20.3 79.2 0.5 100

건축자재·철물도매 0 20.0 80.0 0 100

금속제품도매 0 16.7 83.3 0 100

산업용중간재·재생재료 도매 0 7.5 92.5 0 100

기계장비·관련용품 도매 0 17.9 82.1 0 100

기타 도매업 0 35.0 65.0 0 100

소매업 0 40.2 59.8 0 100

섬유·의류·신발·가죽제품 소매 0 46.3 53.7 0 100

기타상품 전문소매 0 43.6 56.4 0 100

기타소매 0 30.6 69.4 0 100

숙박·음식점업 0 47.1 52.0 1.0 100

운수업 0 56.0 44.0 0 100

금융·보험업 0 64.3 35.7 0 100

부동산·임대업 0 76.5 23.5 0 100

사업서비스업 0 55.6 44.4 0 100

기타서비스업 1.4 40.5 58.1 0 100

표 5-1-8. 업종별 매출액 변화 



제1장 청계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159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매출액의 변화를 유발했던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업체들은 제시된 요인들에 대해 

다양한 응답을 나타냈는데 여기에는 청계천복원사업이라는 지역적 요인 외에,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와 같은 국제경제적 요인으로부터 국내경제 전반의 침체와 같은 국가적 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매출액의 하락을 응답한 업체 가운데 36.1%는 교통 불편에 따른 고객수의 감소를, 33.5%는 국내경

제 전반적인 악화를 응답하 으며 이외에 청계천 지역의 산업경쟁력 악화 요인에 대해 13.1%, 대외경쟁력 

악화에 대해 13.1%, 화물 선·하적 등 도로여건 불리에 대해 6.6%, 보도내 상품 적재진열 기회상실에 대

해 2.1%를 각각 응답하 다.

구분 최우 중복

교통 불편에 따른 고객 수 감소 48.4 36.1

국내경제 전반적인 악화 33.9 33.5

청계천 지역의 산업경쟁력 악화 추세 4.3 13.1

대외경쟁력의 약화 4.5 8.3

화물 선·하적 등의 도로여건 불리 6.5 6.6

보도 내 상품 적재진열 기회상실 2.1 2.1

기타 0.3 0.3

계 100.0 100.0

표 5-1-9. 매출액 감소 이유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객수 감소, 선․하적 여건 불리, 상품 진열기회 상실 등과 같이 복원사업 자체로 인

한 매출감소는 44.8%에 이르고 이 경우에도, 교통 불편과 같은 간접적 요인이 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로여건 불리나 상품 적재진열 기회상실등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 향은 8.7%에 불과하 다. 나머지 

54.9%는 사업 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업체들이 복원사업과는 별개로 최근의 경기침체

나 경쟁력 악화와 같은 요인들이 복원사업 이후에 매출액 변화에 상당한 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은 복원사업에 의한 향을 모니터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4) 영업장 이전

현재 업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7%의 업체가 업종변경이나 이전이 예상되는데, 

특히, 업종 변경이나 이전 의사를 가진 업체의 경우에도 11.5%는 적절한 지원이 있을 경우 업종변경이나 

이전하겠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어, 순수하게 업종변경이나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업체는 5.6% 정도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업체는 69.5%로 조사되었고, 다른 13.4%는 복원의 추이변화나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라 업종 변경이나 이전을 고려하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업종변

경이나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서 현재의 사업을 계속하려는 업체가 대다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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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중

업종변경이나 이전 예상 17.1

업종변경이나 이전 예정 5.6

조건부 업종변경이나 이전 11.5

비 이전 예상 69.5

이전 생각 없음 59.3

이전 불가 10.2

여건변화에 따른 업종변경이나 이전 13.4

계 100.0

표 5-1-10. 영업장 이전의사 

이미 2002년에도 업체들에게 이전 여부를 묻는 설문이 수행된 바 있는데, 당시의 설문결과와 이번 조사결

과 사이에 일정한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실제, 2002년 조사 당시 ‘이전할 생각이 없다’에 조사대상업체 

가운데 77.3%가 응답하 고, 이 가운데 제조업의 이전반대 의사가 상대적으로 강력했다. 특히, 금속기계

제조업은 93.3%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 다. 반면, 복원사업 착수 이전에 77.3%에 달하는 이

전의사가 없는 업체의 비율은 복원사업이 착수된 이후 실시된 본 조사에서 69.5%로 감소하 는데 특히, 

한때 이전에 대해 강한 반대를 보 던 금속기계제조업과 같은 경우 93.3%에서 51.4%로 이전에 대한 반대 

응답이 현저한 감소를 나타냈고, 건축자재·철물도매업의 경우에도 69.1%에서 53.3%로 상당히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복원사업 이전(2002) 복원사업 이후(2003)

이전을 고려중인 업체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업체
이전 예상업체 비이전 예상업체

전체 22.7 77.3 30.5 69.5

제조업 17.0 83.0 32.7 67.4

금속기계 제조업 6.7 93.3 48.5 51.4

도매업 24.0 76.0 30.3 69.7

건축자재·철물도매업 30.9 69.1 46.6 53.3

소매업 19.3 80.7 30.6 69.4

주  : 1. 2003년 이전예상업체에는 여건변화에 따른 업종변경이나 이전을 포함함

    2. 2002년 조사에서는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을 포함하지 않음

표 5-1-11. 이전여부에 대한 설문조사(2002년)

(5)　주변지역 활성화 지원책

업체들에게 주변지역 활성화에 효과적인 지원책을 질문한 결과, 주민과 사업체 모두로부터 다양한 응답이 

있었는데 다양한 지원책들 가운데 넉넉한 공 주차공간 확보가 47.7%로 지원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

고, 그 다음이 도심을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개조하는 지원책(25.6%), 저렴한 임대료의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건물 설치(25.4%), 노후건축물 개보수 지원(22.6%) 등의 선호 순위를 나타났다. 그러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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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사자를 위한 기술교육센터 건립(3.3%), 공용보관창고 건립(2.2%), 교육시설 확보(0.3%) 등은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하 다.

구분 전체 사업체 주민

충분한 공영주차공간 47.7 53.8 35.4

보행자중심의 공간 개조 25.6 22.0 32.8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 건물 설립 25.4 38.1 -

노후건축물 개보수 지원 22.6 13.9 40.0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19.7 15.2 28.6

저렴한 토지제공이나 건물임대 14.8 22.2 -

지하 광역 급행철도건설 13.9 10.8 20.0

금융·법률·세무·무역지원센터 설립 12.4 10.5 16.2

토지이용규제 완화 3.8 - 11.4

주상복합건물 주차상한제 완화 3.6 - 10.8

기술교육센터 설립 3.3 4.9 -

공용보관창고 건립 2.2 3.3 -

교육시설 확보 0.3 - 1.0

기타 1.1 1.0 1.4

모름·무응답 0.2 0.3 -

표 5-1-12. 주변 지역 활성화 지원책 

3. 교통

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통부문의 모니터링은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한 주변의 교통상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교통문제로 인

한 민원문제 소지를 미연에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청계천주변지역의 장기적 교통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참고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연구 범위는 시간, 공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간적 범위

  - 청계천복원 공사 전·후
  - 교통량, 속도  : 오전 첨두(07:00~09:00)·오후 첨두(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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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 전일

• 공간적 범위

  - 교통량, 속도  : 도심 주변 주요 가로 및 입·출입 가로

  - 대중교통  : 서울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서울시 및 도심 속도변화 분석

  -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서울시 및 도심 유. 출입 교통량 변화 분석

  -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서울시 및 도심 대중교통 이용객수 변화 분석

2) 연구결과

(1) 교통흐름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 도심의 차량 평균 시속은 공사 전인 6월의 20.3kph에서 7월 20.2kph, 8월 

19.7kph, 9월 19.3kph, 10월 19.8kph, 11월 19.6kph로 교통흐름 분석시 적용되는 서비스수준(LOS) 측면

에서 “E”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평균 시속 또한 6월 22.5kph, 7월 

22.8kph, 8월 23.6kph, 9월 21.5kph, 10월 22.1kph, 11월 22.2kph로 공사 전후 별반 차이가 없었다.

구분 6월(착공 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도심 평균속도

(km/h)
20.3 20.2 19.7 19.3 19.8 19.6

표 5-1-13. 오전 첨두시 도심평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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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3> 오전 첨두시 도심평균 속도  

구분 6월(착공 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서울시 평균속도

(km/h)
22.5 22.8 23.6 21.5 22.1 22.2

표 5-1-14. 오전 첨두시 서울시평균 속도  

<그림 5-1-14> 오전 첨두시 서울시평균 속도  

반면, 퇴근시간대(오후 6시~8시) 도심의 차량 평균 시속은 공사 전인 6월의 15.2kph에서 9월 11.9kph, 

10월 12.1kph, 11월 11.7kph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계절적인 요인과 더불어 분산되었던 출근 통행이 퇴근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체구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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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월(착공전) 9월 10월 11월

도심 평균속도

(km/h)
15.2 11.9 12.1 11.7

표 5-1-15. 오후 첨두시 도심평균 속도 

<그림 5-1-15> 오후 첨두시 도심평균 속도  

(2) 대중교통 이용객 

도심으로 진출입하는 지하철 이용객수는 공사전인 6월 1,516천인/일에서 10월 1,699천인/일, 11월 1,701

천인/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예년과 비교해 볼 때 계절적인 증가 요인도 포함되어 있으나 청계천 주변의 

상인, 주민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사전후 지하철 분담률이 32.0%에서 35.6%로 늘어난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서울시의 대중교통 장려 정책이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분 6월(착공 전) 10월 11월

이용승객

(천인/일)
1,516 1,699 1,701

표 5-1-16. 도심 지하철 이용 승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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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6> 도심 지하철 이용 승객 수

반면, 버스 이용객수는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하여 조사한 결과, 공사 전인 6월 3,381천인/일에서 9월 

3,439천인/일, 10월 3,429천인/일, 11월 3,375천인/일로 별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버스

노선체계 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 우선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버스 이

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6월(착공 전) 9월 10월 11월

버스 이용승객 수

(천인/일)
3,391 3,439 3,429 3,375

표 5-1-17. 버스 이용승객수(교통카드 이용자)  

<그림 5-1-17> 버스 이용승객 수(교통카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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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심 진입 교통량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의 도심 진입 평균 교통량은 청계천 착공 전인 6월 42,380대/시에서 9월 

41,334대/시, 10월 41,866대/시, 11월 41,126대/시로 감소 추세를 보 다. 

<그림 5-1-18> 도심 진입 교통량(오전 7시~9시)  

구분 6월(착공 전) 9월 10월 11월

도심 진입 교통량 (대) 42,380 41,334 41,866 41,126

표 5-1-18. 도심 진입 교통량(오전 7시~9시)  

이는 청계천 주변의 상인, 주민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사전후 승용차 분담률이 19.9%에서 17.4%로 

감소한 결과와 부합하며 그 차이만큼이 지하철 이용으로 흡수되었음을 반 한다. 

전체 도심 진입 교통량의 도로별 분포를 살펴보면 청계천 착공전후 청계천로의 분담률은 5%대에서 2%대로 

낮아진 반면, 두무개길의 분담률은 1%대에서 5%대, 마장로는 1%미만에서 1.5% 대로 증가하여, 서울시가 청

계천로의 용량 감소에 대비해 대체도로로 정비한 두무개길과 마장로가 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6월 (착공 전) 11월

청계천로 5.13% 2.14%

두무개길 1.28% 4.91%

마장로 0.78% 1.47%

표 5-1-19. 도심 진입 주요 도로별 교통량 비율(오전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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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9> 도심 진입 주요 도로별 교통량 비율(오전7시~9시) 

(4) 청계천 착공 후 공사로 인한 교통영향

도심도로의 오전, 오후 평균 속도에 대한 이동추세선으로 청계천 착공 후 5개월간의 교통 서비스수준

(LOS)을 분석한 결과 각각 “E”, “F”로 동일 수준을 유지하 다. 복합적인 대규모 공사를 시행함에도 불구

하고 교통서비스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된 것은 적절한 공사 중 교통처리 대책으로 인해 특정 지점의 공사 

향이 주변도로로 파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계천 착공 3개월 후인 10월부터 청계로 U턴 17개소 → 7개소로 축소, 광교발굴조사로 인한 광교 교차

로 축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의 안정화를 나타내는 일별속도변동의 표준편차가 청계천 착공 직후 7, 8

월에는 0.89kph에서 10월 이후에는 0.60kph로 감소하는 등 도심교통패턴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구분 오전 오후 

청계천 착공 직후 (7,8월) 0.89kph 1.41kph

안전화 이후 (10월 이후) 0.60kph 1.17kph

표 5-1-20. 도심평균속도 기간별 표준편차 

(5) 도로별 소통상태 상관 확인

청계천 착공 후 기간을 삼일고가 철거공사 전(청계천 착공 직후), 삼일고가 철거완료 이후(안정화 이후)로 

구분하여 도로별 소통상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들 

간에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도시고속도로의 소통상태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

을 나타내는 바, 현행 도로별 교통관제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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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1.00 0.40 0.71 0.72 0.34 

강변북로 0.40 1.00 0.65 0.45 0.37 

올림픽대로 0.71 0.65 1.00 0.73 0.37 

내부순환로 0.72 0.45 0.73 1.00 0.55 

북부간선도로 0.34 0.37 0.37 0.55 1.00 

표 5-1-21. 도시고속도로간 상관관계(삼일고가 철거 전)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1.00 0.45 0.77 -0.22 0.25 

강변북로 0.45 1.00 0.36 0.39 0.58 

올림픽대로 0.77 0.36 1.00 -0.31 0.12 

내부순환로 -0.22 0.39 -0.31 1.00 0.68 

북부간선도로 0.25 0.58 0.12 0.68 1.00 

표 5-1-22. 도시고속도로간 상관관계(삼일고가 철거 후) 

또한, 안정화 이후 천호대로-하정로, 왕십리길, 마장로 동호로 등 동남부 지역 도로와 화랑로, 안암로-종

암로, 목계로, 미아로-동소문로, 제기로-지봉터널 등 동북부 지역 도로가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와 정(+)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천호대로

-하정로
광나루길 왕십리길 마장로 동호로 두무개길

동부간선도로 -0.20 0.25 -0.29 0.55 -0.15 0.12 

강변북로 0.39 0.29 0.24 0.23 0.37 0.50 

올림픽대로 -0.15 0.37 -0.33 0.65 -0.12 0.06 

내부순환로 0.66 -0.05 0.50 -0.29 0.73 0.33 

북부간선도로 0.57 0.10 0.37 0.02 0.64 0.46 

표 5-1-23. 동남부 지역과 도시고속도로 속도 상관관계(안정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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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로 안암로 목계로
미아로-

동서문로

제기로-

지봉터널
망우로 왕산로

동부간선도로 0.66 0.69 0.59 0.55 0.02 0.57 0.49 

강변북로 0.37 0.49 0.53 0.38 0.62 0.10 0.24 

올림픽대로 0.69 0.65 0.74 0.65 -0.02 0.61 0.69 

내부순환로 -0.12 -0.01 -0.07 -0.16 0.57 -0.37 -0.35 

북부간선도로 0.33 0.29 0.31 0.15 0.55 0.07 -0.11 

표 5-1-24. 동북부 지역과 도시고속도로 속도 상관관계(안정화 이후) 

이는 서울시 동남부, 동북부 도로의 소통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도시고속도로의 소통상태도 함께 변

화함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의 주 이용자가, 타 지역에 비해 간선도로 시설이 열악

한 서울 동남부와 동북부에 집중됨을 반 한다. 또한 서울 동남부,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이 지역의 승용차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한다면, 이지역의 교통상황 뿐 

아니라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의 소통상태까지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주변상인 및 거주민 여론조사 결과

청계천복원공사와 관련하여 불편한 점을 설문한 결과, 교통정체 79.4%, 불편한 대중교통 36.7%, 주·정
차 공간 부족 25.3%등 교통문제에 대한 지적이 높게 나타났다.

설문내용 비율

교통정체 79.4%

불편한 대중교통 36.7%

주.정차 공간부족 25.3%

매출액 감소 19.6%

먼지 15.0%

소음 14.0%

기타 5.8%

표 5-1-25. 청계천복원 공사와 관련된 불편한점 설문 결과(중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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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0> 청계천복원 공사와 관련된 불편한 점 설문결과(중복 결과)  

청계천지역이 청계천복원 전에도 무질서한 주정차, 도로를 점유한 상업행위 등으로 극심한 혼잡을 겪었음

을 감안하면 설문결과에서 표출된 교통에 대한 불만을 단지 청계천복원공사의 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항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복원사업 이후 크게 변화한 요소를 설문한 결과에서

는 교통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상인은 전체의 1.3%에 그치고 있다.

설문내용 비율

영업손익 40.3%

수요변화 28.5%

사업방식 4.6%

사업규모 2.1%

교통문제 1.3%

기타 0.4%

없음 22.5%

무응답 0.3%

표 5-1-26. 청계천복원사업이후 가장 크게 변화된 점에 관한 설문 결과(사업체 대상) 

버스노선체계 개편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 실시되고 청계천복원공사가 완료

되어 주·정차 문제 등이 안정화되면 현재 교통 혼잡으로 인한 청계천 주변 상인, 주민의 불만사항은 다

소 해소될 전망이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이다. 

주변 상인, 주민 대상 설문에서 청계천복원 공사 이후 통근교통수단을 변경했다는 답변은 13%로 비교적 

높게 나타 나타났는데, 대부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지하철)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 혼잡

을 인식한 시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서 승용차 억제·대중교통 우선정책에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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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1> 청계천복원사업이후 가장 크게 변화된 점에 관한 설문 결과(사업체 대상) 

공사 착공 전 공사 착공 후
변화율

(착공 후- 착공 전)

도보 16.5% 16.6% 0.1%

자가용 19.9% 17.4% -2.5%

지하철 32.0% 35.6% 3.6%

버스 19.7% 18.1% -1.6%

대중교통 - 0.1% 0.1%

마을버스 0.1% 0.1% 0.0%

오토바이·자전거 1.3% 1.7% 0.4%

화물차 0.3% 0.3% 0.0%

영업용차량 0.4% 0.4% 0.0%

택시 0.9% 0.9% 0.0%

변화없다 2.1% 2.1% 0.0%

이용안함 6.1% 6.1% 0.0%

모름·무응답 0.7% 0.7% 0.0%

표 5-1-27. 청계천 공사 전·후 교통수단 변화 설문결과(전체)  

4. 대기환경·열화상

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기환경·열화상 연구는 청계천복원사업의 환경·생태적 가치회복 가능성을 복원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복업사업의 효과를 한층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청계천복원에 따른 분야별 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향후 도심발전계획 수립시 활용하고 향후 청정한 도심 

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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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대기환경·열화상은 청계천복원사업 단계별 대기환경 변화 모니터링, 청계천 및 주변지역 휘발성유기화합

물질(VOCs) 농도변화 모니터링,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열화상 변화 비교분석,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시민

의식변화 비교분석을 연구내용으로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계천복원사업 단계별 대기환경 변화 모니터링 

  - 청계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의 개편에 의해 예견되는 대기오염도의 변화분석

  -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도심 대기환경의 개선효과 분석

• 청계천 및 주변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농도변화 모니터링 

  - 청계천 및 주변지역에서의 자동차 및 상업시설에 의한 VOCs 배출패턴의 변화분석 

  - 청계천 및 주변지역 시민 및 상업·업무시설 종사자의 인체건강 위해도 비교분석

•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열화상 변화 비교분석

  - 청계천복원공사 시행에 따른 온열환경의 개선효과 비교분석

  - 열화상(Thermal Image) 분석을 통한 청계천 지역의 온열환경 분석

•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시민의식변화 비교분석

  - 청계천복원공사 시행이전 및 복원공사 단계별 시민인식의 변화 분석

  -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민의 기대인식을 정책적 함의로서 승화

2) 연구결과

(1) 청계천복원에 따른 대기오염 월별 변화분석

① 변화분석 모니터링 방법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단계별 도로변 대기오염 변화 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대기환경보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청계천 도로변 지역의 대기오염농도 변화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주변지역과 비교 분석하

다. 또한 청계천복원사업의 대기환경 향을 복원공사 전·후 시점으로 구분하여 복원공사 시행단계별 

대기오염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년도의 월별 대기오염도 수준과도 비교 분석하 다. 

대기오염도 모니터링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이며 자료는 서울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및 

도로변 측정자료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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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기오염 항목별 모니터링 분석결과

서울 일반지역 및 청계천 지역에서의 일반 대기오염물질별 월별 농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을 나타내

며, 특히 2002년 7월~9월 기간과 비교하여 미세먼지 농도는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지역 평균 58㎍
/㎥에서 53㎍/㎥ 수준으로 감소하 다. 

청계천복원공사 이전(2003년 1월~6월)과 복원이후(2003년 7월~9월)를 비교할 경우에는 청계천 지역의 

오염물질별 평균치 감소효과가 뚜렷하게 보 다. 이러한 경향은 도심 진입 교통량과 관련하여 2003년 6

월 오전 첨두 교통량 42,830대/시에 비해, 9월 오전 첨두 교통량은 41,334대/시로서, 6월 대비 증감률이 

2.47% 감소한 경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전 평균 공사후 평균

이산화황 0.007 ppm 0.004 ppm

이산화질소 0.055 ppm 0.049 ppm 

일산화탄소 0.93  ppm 0.67 ppm

미세먼지 86 ㎍/㎥ 64 ㎍/㎥

표 5-1-28. 청계천 복원공사 전·후 오염물질별 평균

청계천 및 일반지역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휴가철을 제외한 평

달 가운데 9월의 농도가 연중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 일반오염물질의 농도도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청계고가 철거로 인한 교통량 감소가 대기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단 ] PM10  : ㎍/㎥, SO2, NO2, CO  : ppm

구분

지점

200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일

반

지

역

시

청

앞

PM10 100 108 103 82 103 87 55 50 59

SO2 0.007 0.006 0.004 0.004 0.005 0.006 0.004 0.005 0.004

NO2 0.043 0.049 0.046 0.040 0.045 0.038 0.035 0.029 0.022

CO 1.1 0.9 0.7 0.7 0.7 0.6 0.6 0.7 0.7

이

화

동

PM10 - - - - 91 79 55 44 53

SO2 - - - - 0.005 0.004 0.003 0.002 0.002

NO2 - - - - 0.041 0.038 0.034 0.028 0.023

CO - - - - 0.7 0.7 0.6 0.4 0.5

신

설

동

PM10 87 85 - 50 76 67 42 36 47

SO2 0.008 0.008 - 0.007 0.007 0.006 0.004 0.006 0.005

NO2 0.046 0.048 - 0.040 0.045 0.039 0.031 0.028 0.030

CO 1.3 1.2 - - 0.8 0.7 0.6 0.6 0.6

도

로

변

지

역

청

계

천

PM10 86 91 91 74 93 80 70 60 63

SO2 0.007 0.009 0.012 0.006 0.005 0.005 0.004 0.004 0.003

NO2 0.048 0.053 0.056 0.059 0.061 0.054 0.048 0.047 0.052

CO 1.0 1.1 1.1 0.7 0.9 0.8 0.7 0.7 0.6

표 5-1-29. 서울시 지점별·도로변 대기오염도 변화(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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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2> 청계천 및 일반지역 미세먼지 농도변화  

<그림 5-1-23> 청계천 및 일반지역 일산화탄소 농도변화 

<그림 5-1-24> 청계천 및 일반지역 이산화질소 농도변화 



제1장 청계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175

<그림 5-1-25> 청계천 및 일반지역 이산화황 농도변화 

(2) 청계천 및 주변지역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측정분석

① 측정분석 개요

청계천 및 주변지역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측정분석을 통해 청계천복원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농도

변화를 파악하고 과거 측정치와 비교 분석을 통해 도심 환경·생태 회복의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또

한 청계천 주변 및 주변 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농도변화를 감안한 시민의 보행 환경성을 평가하여, 

향후 도심 환경회복의 의미를 가늠한다. 

②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측정지점 및 기간

청계천 및 주변지역(청계2가, 청계4가, 종로2가, 동대문)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측정하며 측정

지점은 청계2가, 청계4가, 종로2가, 동대문 4개 지점이다. 또한 측정기간은 2003년 11월로 연속 3일동안 

측정하 다. 

③ 측정분석 결과

청계천복원 공사전과 공사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농도를 비교측정 분석한 결과, 벤젠 항목을 제외한 

여타 항목에서 뚜렷한 농도 감소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벤젠 항목은 동대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자동

차 교통량 집중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하여, 청계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항목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생활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도심환경 

개선사업에서 시민의 보행여건 향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본사항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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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ppb)

구분
청계천주변지역

(공사 중, 2003)

청계천주변지역

(공사 전, 2002)

서울시

(주거지역)1)

대구시

(도시 밀집지역)2)
전국 평균3)

Toluene 25.4 37.3 11.8 18.6 10.4

Ethyl-benzene 2.4 5.0 1.0 1.8 1.1

m+p-Xylene 3.1 5.4 1.0 3.9 2.7

Benzene 1.9 1.0 0.8 1.8 3.8

주 : 1) 광화학 대기오염의 생성과정 규명과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종합 조사연구(Ⅰ), 환경부, 2002, 문지영 등(2000).

   2) 광화학 대기오염의 생성과정 규명과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종합 조사연구(Ⅰ), 환경부, 2002, 백성옥 등(2000).

   3) 광화학 대기오염의 생성과정 규명과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종합 조사연구(Ⅰ), 제2권 측정분야, 환경부, (2002)

표 5-1-30. 서울시 주요 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농도

<그림 5-1-26> 청계천 지역 VOCs 농도변화 

3) 시사점

청계천 도로변 대기환경 수준의 모니터링 결과, 당초 복원공사 진행에 따른 도심 교통체계의 급격한 변화

에 의한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의 부정적 효과가 일부 제기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동차 운

행억제 협조로 인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계천복원에 따

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농도는 복원공사 이전과 비교하여,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친환경적 도

심공간을 창출하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의미를 더욱 제고하고, 시민의 보행환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도심 오염물질 저 배출지역(Low Emission Zone) 설정에 의한 대중교통체계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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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동향

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언론동향분석은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 신문,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보도된 청계천 관련 자료를 분

석하여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언론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계열자료를 이용

하여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보도의 빈도 및 우호도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관련 보도 자료들을 14개 분야의 주제로 분류하고, 자료 분석을 위해 EXCEL과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 다. 

(2)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2003년 5월 1주부터 2003년 12월 4주까지이며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전체 신문과 방송 보도 

자료를 활용하 다. 

2) 분석방법

(1) 신문기사분석

① 빈도분석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의 6대 일간지 보도내용의 빈도와 성향을 

분석하 으며 경제, 공정, 교통, 문화, 보상, 상인, 시민, 역사, 재개발, 재원, 정치, 학술, 환경, 기타의 

14개 분야로 주제별 분류를 하 다. 

② 우호도 분석

관련기사의 우호도에 +2(적극찬성), +1(찬성), 0(중립), -1(비판), -2(적극비판)의 점수를 부여하여 시기

별로 분석하 다. 

③ 심층 분석

6개 일간지 중 보도빈도가 특히 높은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두개 일간지를 선정해 복원직후인 7월부터 

기사의 보도면, 보도단 단위까지 살펴봄으로써 언론사의 청계천사업 관련 기사의 비중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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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보도 분석

방송보도는 주제별·매체유형별 보도빈도, 내용, 성향 및 우호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 으며 신문기사분석

과 동일한 주제로 분류하 다.

3) 분석내용

(1) 빈도분석

① 보도의 빈도

 신문보도 분석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청계천 관련 전체 보도수는 총 668회이며 이는 6개의 신문이 8개월(245일)동

안 1일 평균 2.73회의 보도를 한 셈이다. 각 보도당 평균 글자수는 946.02자이며 1개의 보도가 복수의 내

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하나의 기사에서 교통대책과 상인대책, 역사와 문화 등의 주

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월별 보도빈도에 있어서는 5월에 98회, 6월 160회, 7월 184회, 8월 80회, 9월 50회, 10월 32회, 11월 

20회, 12월 44회로 나타나 착공일(7월1일) 전후인 6월과 7월에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있었다.

<그림 5-1-27> 월별 신문보도 빈도 추이

유형별 보도빈도를 살펴보면, ‘기사’의 빈도가 668회 중 615회로 92.1%를 차지해 신문보도 대부분이 ‘기사’ 

형태로 보도되었고, 다음으로 논단, 사설, 기고, 시론 순이었다.

 방송보도

방송보도 분야의 빈도분석 결과는 총 보도횟수 1,368회(5.58회·일)에 주제수 1,615개(1.18개·회)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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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분석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착공일 전후인 6월(523회)과 7월(408회)에 집중적인 보도가 있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신문보도와 구분되는 점은 6~7월 보도가 활발할 때는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할 때는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이다. 5월에 101회, 6월 523회, 7월 408회, 8월 150회, 9월 31회, 10월 35회, 11월 

69회, 12월 42회 보도되었다. 

<그림 5-1-28> 월별 방송보도 빈도 추이

방송보도 유형별 빈도를 살펴보면 총 1,368회 보도 중 라디오에서 930회(68.0%), TV에서 438회(32.0%) 

보도되었다.

단위  : 회(%)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라디오 53 395 281 101 24 21 35 20 930(68.0)

TV 48 128 127 58 7 14 34 22 438(32.0)

계 101 523 408 159 31 35 69 42 1,368(100)

표 5-1-31. 유형별 방송보도 빈도

② 보도분야

 신문보도 분석

신문보도에서 주제어별 빈도는 교통분야에서 총 248회의 압도적 빈도를 나타냈고, 역사(115), 공정(99), 

상인(97), 환경(78)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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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회(%)

구분 경제 공정 교통 문화 보상 상인 시민 역사 재개발 재원 정치 학술 환경 기타 계

착

공

전

5월 2 8 61 4 - 13 7 4 5 - - - 17 1 122

6월 - 23 93 14 - 17 7 13 3 - 4 1 16 1 192

소계 2 31 154 18 - 30 14 17 8 - 4 1 33 2 314

착

공

후

7월 4 22 64 13 2 32 13 41 13 - 4 - 21 3 232

8월 3 24 16 8 - 6 8 17 1 - - 9 11 1 104

9월 - 11 6 7 - 6 2 17 9 - - - 3 2 63

10월 2 5 5 - 2 1 11 2 1 - 6 5 - - 42

11월 1 2 2 - 1 - 1 1 8 2 - - - 2 20

12월 2 4 1 4 - 20 5 4 5 - - 1 3 2 51

소계 12 68 94 32 5 65 40 82 37 2 10 15 38 10 512

계 14 99 248 53 2 97 44 115 40 1 8 17 78 10 826

(비율%) (1.7) (12.0) (30.0) (6.4) (0.2) (11.7) (5.3) (13.9) (4.8) (0.1) (1.0) (2.1) (9.4) (1.2) (100)

표 5-1-32. 주제에 따른 월별 신문보도 빈도

보도월별 빈도를 착공 전과 후로 구분해서 비교하면 착공전인 5~6월에 총 258회, 주제수 314개(1.22개/

회)이며 교통 154, 환경 33, 공정 31, 상인 30 순으로 나타나 교통 관련 보도빈도가 월등히 높았고, 착공

후인 7~10월까지의 보도빈도는 총 410회, 주제수는 512개(1.27개/회)로 교통 94, 역사 82, 공정 68, 상인 

65, 시민 40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교통 관련 빈도가 가장 높으나 착공전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가장 급

격히 감소한 분야이다. 착공 후에는 역사와 공정에 대한 보도가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그림 5-1-29> 착공전후 주요 분야별 신문보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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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0> 신문보도 월별 주제 빈도

 방송보도 분석

전체보도 1,615회 중 교통분야의 빈도가 659회로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

를 공정 365회, 상인 215회, 환경 96회, 역사 77회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회(%)

구분 경제 공정 교통 문화 보상 상인 시민 역사 재개발 재원 정치 학술 환경 기타 계

착

공

전

5월 1 9 59 - - 17 7 1 9 - - 4 9 3 119

6월 4 73 370 19 8 72 11 12 11 7 17 - 55 6 665

소계 5 82 429 19 8 89 18 13 20 7 17 4 64 9 784

착

공

후

7월 8 146 182 11 - 50 5 17 24 - - 3 17 2 465

8월 - 96 35 - - 9 1 15 1 - - 8 2 1 168

9월 - 5 5 8 - 1 - - 6 - - - 6 - 31

10월 - 15 7 - - 2 - 11 - - - 2 3 - 40

11월 - 15 1 3 - 36 - 21 3 - - - - - 79

12월 - 6 - 2 - 28 8 - - - - - 4 - 48

소계 8 283 230 24 0 126 14 64 34 0 0 13 32 3 831

계

13 365 659 43 8 215 32 77 54 7 17 17 96 12 1,615

(0.8) (22.6) (40.8) (2.7) (0.5) (13.3) (2.0) (4.8) (3.3) (0.4) (1.1) (1.1) (5.9) (0.7) (100)

표 5-1-33. 주제에 따른 월별 방송보도 빈도

보도월별 방송빈도를 착공 전과 후로 구분해서 비교하면, 착공전인 5~6월에 총 보도빈도 624회, 주제수 

784개(1.26개/회)이며 교통 429, 상인 89, 공정 82, 환경 64 순으로 나타나 신문보도와 마찬가지로 교통 

관련 보도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7~12월까지의 빈도는 총 744회 보도에 주제수 831개(1.12개/회)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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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교통 230, 상인 126, 역사 64 순으로 나타나, 착공 후 공정분야의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착공전에 비해 특히 더 급격히 감소한 교통분야가 뒤를 이었다.

<그림 5-1-31> 착공전후 주요 분야별 방송보도 비율

<그림 5-1-32> 방송보도 월별 주제 빈도

(2) 우호도 분석결과

① 빈도 분석

신문보도

신문보도의 우호도를 분석한 결과 5~12월까지 청계천사업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립적인 보도

가 230(34.4%)회로 가장 많고, 찬성 182회와 적극찬성 51회를 더하면 우호적인 보도가 233회(34.8%)이

고, 비판 111회와 적극비판 94회를 합친 비판적 보도는 총 205회(30.7%)로 나타나 우호적 보도의 비율이 

비판적 보도보다 약 4% 더 높았다.



제1장 청계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183

방송보도

방송보도의 우호도를 분석한 결과 청계천사업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립적인 보도가 748회

(54.7%)로 가장 많았다. 찬성 286회와 적극찬성 67회를 더하면 우호적인 보도가 353회(25.8%)이고, 비판 

134회와 적극비판 133회를 합친 비판적 보도는 총 267회(19.5%)로 나타나 우호적 보도의 비율이 비판적 

보도보다 약 6% 더 높았다. 또한 방송보도는 신문보도에 비해 중립적 보도의 비율이 더 높았다.

② 주제별 분석

신문보도의 우호도를 주제별로 살펴본 결과 교통, 보상, 상인, 역사분야에서 음의 우호도를 나타냈고, 방

송보도의 경우 우호도 분석결과는 보상, 상인분야에서 음의 우호도를 보여 주로 대민분야에서 비판적인 

어조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33> 주제별 우호도 평균 

③ 보도기간별 분석

신문보도의 월별 우호도 추이를 살펴보면 총 평균우호도 -0.02로 사업에 대하여 중립 내지 매우 약한 비

판어조를 보 다. 월별 우호도는 음의 우호도와 양의 우호도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양상을 보 는데, 5

월의 우호도는 -0.26, 6월은 +0.22로 잠시 회복했다가 7월에 -0.10으로 떨어졌고, 8월에 +0.09로 회복

했다 9월에 다시 -0.08로 떨어졌고, 10월과 11월에 +0.22와 +0.25로 높아졌다 12월에 다시 -0.43으로 

하락했으나 그 변화 정도는 크지 않았다. 

방송보도의 경우 우호도 추이는 총 평균우호도 +0.01로 사업에 대하여 중립 내지 매우 약한 긍정어조를 

보이고 있었다. 월별 우호도를 살펴보면 5월 -0.19, 6월 +0.09, 7월 +0.11, 8월 -0.02, 9월 +0.2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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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0.11로 나타났다 11월과 12월에 각각 -0.58, -0.52를 기록하며 하락했으나, 전체적인 변화정도는 신

문보도와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이다.

보도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평균

신문보도 -0.26 0.22 -0.10 0.09 -0.08 0.22 0.25 -0.43 -0.02

방송보도 -0.19 0.09 0.11 -0.02 0.29 0.11 -0.58 -0.52 0.01

표 5-1-34. 월별 우호도 평균

(3) 심층 분석결과

① 신문보도 단 분석

신문보도 중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보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대상인 6대 일간지 

중 관련 기사의 보도빈도가 가장 높았던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를 대상으로 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앙

일보 46회, 한겨레신문 74회로 총 120회의 빈도를 보 다.

단위  : 회

구분 전면보도 1단 2단 3단 사진보도 계

중앙 3 22 10 4 7 46

한겨레 - 44 26 4 - 74

계 3 66 36 8 7 120

표 5-1-35. 신문보도 단 분석 

<그림 5-1-34> 신문보도 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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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보도에서의 TBS 포함시와 제외시 비교분석

방송보도 중 서울시 소속의 TBS (교통방송)가 전체 보도의 평균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

송보도 전체와 TBS 제외시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총 1,368회 중 TBS가 550회로 40.2%를 차지해 TBS의 

보도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보도빈도(회) 평균우호도

TBS 포함 시 1,368(100%) +0.01

TBS 제외 시 818(59.8%) -0.17

TBS 550(40.2%) +0.30

표 5-1-36. TBS 포함 시와 제외 시의 평균우호도 

<그림 5-1-35> TBS 제외 시 방송보도 우호도 추이 

4) 시사점

첫째, 교통 분야의 보도는 공사전후 모두 빈도가 매우 높았던 분야로 착공전과 착공초기에는 서울시의 안

일한 교통대책에 대한 비판적성향의 보도가 많았다. 그러나 착공 이후에 보도수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안

정을 찾은 것으로 보 으나, 11월 들어 도심 출퇴근 교통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자율요일제 등 서울시 교

통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둘째, 역사분야의 주요 보도내용은 수표교와 광교 등 교각복원과 관련한 시민위원회와 서울시의 의견대립

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계천 역사 복원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원형복원

문제는 전문가들과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청계천 시굴조사 후 서울시와의 지속적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인분야의 경우 초기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의 보상요구 및 시위, 조직적인 집단

행동과 함께 상인대책을 요구하는 보도가 많았다. 착공 후 서울시에서 문정·장지지구 이전을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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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으나, 11월 서울시의 노점상 강제철거작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상인들의 격렬한 저

항과 폭력시위 등 또 다른 갈등국면을 맞고 있어 현재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향후 상인문제 

대처방법 모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역사문화

1)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역사문화 모니터링은 2003년 7월 1일 청계천복원사업 착공 이후 청계천 주변지역의 도시형태 및 구조 변

화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계천의 역사자원의 조사 및 발굴과정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복

원사업 착공 이후 청계천 문화관광자원들의 변화를 기록하며, 행정 역과 민간부문에서 제안되는 문화적 

움직임들을 포착하여, 청계천복원 이후 청계천주변의 문화관광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자한다. 또한 청계천주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관광의 변화를 복원사업 착공 이후 청계천 홍보관의 

방문객과 시티투어버스 탑승객 변화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청계천복원사업이 서울의 문

화관광에 미친 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시간, 공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간적 범위 

  - 2003년 7월 1일 청계천복원 공사 착공 이후~2004년 1월까지

  - 하천시대(역사유적), 복원시대(문화관광자원변화)에 이르는 청계천 주변지역의 문화관광자원 대상

• 공간적 범위

  - 청계천복원 구간 및 청계천 주변 지역 일대

• 내용적 범위

  - 청계천의 역사유적 발굴에 대한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 청계천 주변 4개 자치구의 청계천 관련 문화정책 및 문화자원 관리·활용계획 조사

  - 서울시 청계천 관련 문화정책 및 문화적 활용계획안 조사

  - 청계문화벨트 권역 내 문화관광자원 변화 상황 현장조사

  - 서울 시티투어 버스 및 청계천홍보관 방문객 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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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 역사유적 복원 부문 

(1) 광교 수표교의 복원 문제에 대한 의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이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 청계천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광교와 수표교의 복원 형태와 위치에 대한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원형 혹은 원위

치 복원을 찬성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36> 광교와 수표교 복원에 대한 시민의견 

(단위 : %)

구분
사례수

(개) 

1 2 3 1+2+3 4

원형 원위치
원형

이전

변형

원위치

원형 or 

원위치

변형

이전

전체 1500 33.1 16.3 20.2 69.6 30.3

업체(상인) 1000 36.6 16.1 17.7 70.4 29.4

지역주민 500 26.0 16.8 25.2 68.0 32.0

1. 보도교나 전시교로 기능을 제한하더라도 반드시 원형 원위치에 복원해야 한다

2. 원형으로 복원하되, 위치는 변경되어도 상관없다.

3. 모양과 크기는 장소여건에 맞추어 변형하되, 위치는 원위치에 복원해야 한다.

4. 교통흐름이나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원형 원위치 복원일 필요는 없다.

표 5-1-37. 광교, 수표교 복원에 대한 시민의견 

그러나 그동안 광교와 수표교 복원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교통문제와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고

려해, 다른 형태로 이전 복원해도 상관없다는 의견 역시 30.3%를 차지해, 광교 수표교 복원을 둘러싼 원

형 원위치 입장과 변형 이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계천 주변 상인과 지

역주민 간에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상인들의 경우 원형 원위치 복원 입장(36.6%)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했지만, 주민들의 경우는 변형 이전 복원 입장(32.0%)이 원형 원위치 복원(26.0%)보다 더 큰 비중

을 차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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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보면, 광교와 수표교에 인접한 종로와 중구 등 주변지역 시민들의 경우, 원형 원위치 복원

(31.8%)보다 변형 이전 복원(32.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동

대문구나 성동구 등 원거리 지역 시민들의 경우는 원형 원위치 복원(35.0%)이 변형이전(27.6%)보다 더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개) 

1 2 3 4

원형 원위치
원형

이전

변형

원위치

변형

이전

주변지역

전체 903 31.8 15.7 20.5 32.0

업체(상인) 542 35.4 15.9 17.7 31.0

지역주민 361 26.3 15.5 24.7 33.5

원거리지역

전체 597 35.0 17.3 19.8 27.6

업체(상인) 458 38.0 16.4 17.7 27.5

지역주민 139 25.2 20.1 26.6 28.1

1. 보도교나 전시교로 기능을 제한하더라도 반드시 원형 원위치에 복원해야 한다

2. 원형으로 복원하되, 위치는 변경되어도 상관없다.

3. 모양과 크기는 장소여건에 맞추어 변형하되, 위치는 원위치에 복원해야 한다.

4. 교통흐름이나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원형 원위치 복원일 필요는 없다.

표 5-1-38. 광교, 수표교 복원 입장에 대한 지역별 특성 

상인과 지역주민을 나누어서 보면, 상인의 경우 주변지역과 원거리지역 모두 ‘원형 원위치 복원’ 입장이 

각각 35.4%, 3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주민들은 주변지역과 원거리지역 모두 ‘변형 이전 

복원’ 입장이 각각 33.5%, 2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전반적으로 상인들은 교량 복원의 역사 문화

적 가치를, 주민들은 생활편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청계천의 9개 옛 다리 복원 문제에 대한 의견

조선시대 청계천의 남북을 잇던 9개의 옛 다리의 복원문제(명칭, 형태)에 대해 청계천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 70.7%가 어떤 방식으로든 옛 다리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중에서 원래 모습을 

검증할 수 있는 다리만 복원(부분 복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3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모두 복

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23.2%, 이름만이라도 복원(명칭 복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17.0%를 차지했다.

그러나 명칭과 형태를 바꾸어 현대식으로 새롭게 설치(현대식 변형)하자는 의견도 29.1%를 차지해, 모두 

복원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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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7> 청계천 옛 다리 복원에 대한 시민의견

특히 광교, 수표교 복원에 대한 입장과 마찬가

지로, 청계천 주변 상인과 지역주민간에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상인들의 경우, 검증 가

능한 다리는 모두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31.7%)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지역주민들은 

현대식으로 새롭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

(33.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대조를 이루

고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개)

1 2 3 1+2+3 4

모두 복원 부분 복원 명칭 복원 복원 현대식 변형

전체 1500 23.2 30.5 17.0 70.7 29.1

업체(상인) 1000 25.1 31.7 16.2 73.0 26.8

지역주민 500 19.4 28.2 18.6 66.2 33.6

1. 옛 다리는 모두 복원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2. 옛 다리 중 형태나 모양 등 원래 모습을 검증할 수 있는 다리만 복원해야 한다. 

3. 원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름만이라도 복원하여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4. 현재 상황에 맞게 현대식으로 명칭과 형태를 바꾸어 새롭게 설치되어야 한다. 

표 5-1-39. 청계천 옛 다리복원에 대한 시민의견 

지리적으로 보면, 도심부에 가까이 위치한 종로와 중구 등 주변지역 시민들의 경우, ‘현대식 변형’(30.2%)

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동대문구나 성동구 등 원거리 지역 시민들의 경우는 ‘부분 복

원’(31.8%)이 현대식 복원(27.3%)보다 더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단위 : %)

구분
1 2 3 4

모두 복원 부분 복원 명칭 복원 현대식 변형

주변지역

전체 23.0 29.7 16.9 30.2

업체(상인) 25.6 29.9 15.3 29.0

지역주민 19.1 29.4 19.4 32.1

원거리지역

전체 23.5 31.8 17.1 27.3

업체(상인) 24.5 33.8 17.2 24.2

지역주민 20.1 25.2 16.5 37.4

1. 옛 다리는 모두 복원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2. 옛 다리 중 형태나 모양 등 원래 모습을 검증할 수 있는 다리만 복원해야 한다. 

3. 원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름만이라도 복원하여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4. 현재 상황에 맞게 현대식으로 명칭과 형태를 바꾸어 새롭게 설치되어야 한다. 

표 5-1-40. 청계천 옛다리 복원 입장에 대한 지역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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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지역주민을 나누어서 보면, 상인의 경우 주변지역과 원거리지역 모두 ‘부분 복원’ 입장이 각각 

29.9%, 3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주민들은 주변지역과 원거리지역 모두 ‘현대식 변형’ 입

장이 각각 32.1%, 3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상인과 지역주민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청계천 문화관광 부문

(1)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청계천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은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청계천 문화시설의 설치에 대해 테마파크 설치

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청계천 지역에 반드시 조성되길 바라는 문화시

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4.2%가 테마파크를 들었고, 다음으로 문화센터(22.0%), 공연 및 전시장

(19.0%), 전통공연장(10.9%), 박물관(6.9%), 도서관(5.5%) 순이었으며, 지역별, 계층별, 성별, 교육수준별

로도 모두 제1순위는 테마파크로 나타나, 청계천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단위 : %)

구분 테마파크 문화센터
공연 및

전시장

전통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기타 

전체 34.2 22.0 19.0 10.9 6.9 5.5 1.3

업체(상인) 33.2 23.7 20.5 11.1 5.9 4.0 1.2

지역주민 36.2 18.6 16.0 10.4 8.8 8.4 1.4

표 5-1-41.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 선호도 

다만 제2순위 이하에서부터는 이러한 선호도 순서나 비중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예를 들어 연령별의 경우, 나머지 세대는 선호도 순서에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20대는 공

연 및 전시장(20.5%) > 문화센터(19.7%) > 도서관(9.4%) > 전통공연장(7.8%) > 박물관(5.7%) 순의 선호

도를 보이고 있었고 4~50대의 경우는 전통공연장에 대한 선호도 비율이 각각 11.2%, 15.7%로 다른 세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일수록 공연·전시 및 학습공간을, 노

년층일수록 전통공간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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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구분 테마파크 문화센터
공연 및

전시장

전통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기타 

20대 35.7 19.7 20.5 7.8 5.7 9.4 0.8

30대 38.0 19.6 18.4 7.6 8.1 6.3 2.0

40대 31.5 25.4 21.3 11.2 5.4 4.3 0.6

50세 이상 32.7 21.8 15.9 15.7 8.1 3.5 1.5

표 5-1-42.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 

한편,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 이하의 경우 전통공연장을 선호하는 비율(14.3%)이 문화센터  (27.9%) 다

음으로 선호도를 보이는 반면, 대재 이상의 경우는 공연 및 전시장을 선호하는 비율(20.9%)이 테마파크

(37.8%)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학력 층일수록 전통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더 큰 것

을 알 수 있다.

(단위 : %)

구분 테마파크 문화센터
공연 및

전시장

전통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기타 

중졸이하 34.0 27.9 10.9 14.3 6.8 4.1 1.4

고졸 32.1 23.4 19.2 11.0 7.5 5.2 1.3

대재이상 37.8 18.0 20.9 9.6 5.9 6.3 1.2

표 5-1-43.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수준별 선호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종로구는 평균적인 선호도 패턴을 보 으나, 중구는 공연 및 전시장(23.5%)이 문화센

터(22.1%)보다 더 선호되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동대문구의 경우는 테마파크의 비율이 48.3%로 절반에 

육박해 상대적으로 테마파크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문화센터(15.2%)에 이어 박물관에 대한 

비율(12.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

구분 테마파크 문화센터
공연 및

전시장

전통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기타 

종로구 32.9 25.5 16.4 14.2 5.3 4.7 0.6

중구 32.2 22.1 23.5 9.7 5.1 5.8 1.4

동대문구 48.3 15.2 11.0 10.3 12.4 2.8 0.0

성동구 33.5 17.5 17.0 6.5 12.5 8.5 3.5

표 5-1-44.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별 선호도  

성동구 또한 박물관(12.5%)와 도서관(8.5%)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계천 하

류부 지역에 문화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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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문화 공간 보존을 위한 재개발 제한에 대한 의견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피맛골과 청계천 옛 길, 황학동 벼룩시장 등 청계천의 역사문화공간의 보존 문제에 

대해, 청계천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75.1%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의 보존을 위해 재개발에 제

한을 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 정도를 살펴보면 재개발 제한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소극 찬

성)가 5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매우 동의한다(적극 찬성)가 23.9%를 차지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소극 반대)는 의견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적극 반대)는 의견이 각각 19.3%, 5.6%를 차지해 재개

발 제한에 대한 찬성론이 대세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계천 주변 상인과 지역주민 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상인들의 경우 소극 찬성

(49.2%), 적극 찬성(27.2%) 등 찬성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소극 찬성(55.0%)

에 이어 소극 반대(21.4%)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단위 : %)

구분
1 2 1+2 3 4 3+4

적극 찬성 소극 찬성 찬성 소극 반대 적극 반대 반대

전체 23.9 51.1 75.1 19.3 5.6 24.9

업체(상인) 27.2 49.2 76.4 18.2 5.3 23.5

지역주민 17.4 55.0 72.4 21.4 6.2 27.6

1. 재개발 제한에 매우 동의한다. 

2. 재개발 제한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3. 재개발 제한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재개발 제한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표 5-1-45. 청계천 주변 역사문화공간의 보존을 위한 재개발 규제에 대한 시민의견 

특히 지역별로 인식의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경우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동대문구는 소극 반대(42.8%)의 비율이 소극 찬성(43.4%)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

할 정도로, 재개발 제한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

동구의 경우도 소극 반대(24.5%)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계천 하류부로 갈수록 재개

발 제한에 대한 반대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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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구분
1 2 3 4

적극 찬성 소극 찬성 소극 반대 적극 반대

종로구 31.6 44.4 17.2 6.8

중구 25.9 55.0 14.0 5.1

동대문구 10.3 43.4 42.8 2.8

성동구 8.0 61.5 24.5 6.0

1. 재개발 제한에 매우 동의한다. 

2. 재개발 제한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3. 재개발 제한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재개발 제한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표 5-1-46. 청계천 주변 역사문화공간의 보존을 위한 재개발 규제에 대한 지역별 의견 

(3) 전태일 거리 혹은 기념관 조성에 대한 의견

청계천복원사업에 발맞추어 청계천 현대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전태일을 기념하는 거리나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청계천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은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부정적인 

입장이 약간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태일 거리 혹은 전태일 기념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50.5%, 찬성 48.7%로 반대 의견이 근

소하게 앞섰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소극 반대)는 의견이 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어느 정도 동의한다(소극 찬성)는 의견이 35.5%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적극 찬성(13.2%)과 적극 반대(12.5%)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구분
1 2 1+2 3 4 3+4

적극 찬성 소극 찬성 찬성 소극 반대 적극 반대 반대

전체 13.2 35.5 48.7 38.4 12.5 50.9

업체(상인) 13.9 35.2 49.1 38.0 12.5 50.5

지역주민 11.8 36.0 47.8 39.2 12.4 51.6

1. 조성에 매우 동의한다. 

2. 조성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3. 조성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조성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표 5-1-47. 청계천 전태일 기념관·거리 조성에 대한 시민의견 

연령별로 살펴볼 경우, 젊은층과 장노년층 간에 커다란 대조를 보이고 있다. 20대와 30대는 찬성 의견(각

각 54.9%, 54.2%)이 보다 많은 반면, 40대와 50세 이상은 반대 의견(각각 53.0%, 57.0%)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소극 찬성(각각 43.4%, 37.5%) 의견이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소극 반대 > 적극 찬성 > 적극 반대 순인 반면, 40대와 50세 이상은 소극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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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각 39.2%, 41.5%) 의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소극 찬성 > 적극 반대 > 적극 

찬성 순으로 나타나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

구분
1 2 1+2 3 4 3+4

적극 찬성 소극 찬성 찬성 소극 반대 적극 반대 반대

20대 11.5 43.4 54.9 37.3 7.8 45.1

30대 16.6 37.5 54.2 35.0 10.8 45.8

40대 13.6 33.2 46.8 39.2 13.8 53.0

50세 이상 10.4 31.1 41.5 41.5 15.4 57.0

1. 조성에 매우 동의한다. 

2. 조성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3. 조성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조성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표 5-1-48. 청계천 전태일 기념관·거리 조성에 대한 연령별 의견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른 지역은 반대 의견이 더 높지만, 중구 지역은 찬성 의견이 52.3%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단위 : %)

구분
1 2 1+2 3 4 3+4

적극 찬성 소극 찬성 찬성 소극 반대 적극 반대 반대

종로구 15.8 31.6 47.4 35.5 17.2 52.6

15.4 36.9 52.3 37.2 10.3 47.5중구

동대문구 5.5 37.9 43.4 41.4 11.0 52.4

성동구 5.0 39.0 44.0 47.5 8.5 56.0

1. 조성에 매우 동의한다. 

2. 조성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3. 조성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조성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표 5-1-49. 청계천 전태일 기념관·거리 조성에 대한 지역별 의견 

한편, 상인들의 경우 종사업종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타도매업(60.0%), 섬유·의복·신
발·가죽제품 소매업(56.8%), 전문소매업(53.8%), 기타제조업(52.6%), 숙박·음식점업(52.0%), 가정용품

도매업(50.5%) 등은 찬성 의견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운수업 (64.0%), 가구업(60.0%), 부동

산·임대업(58.8%), 재생재료도매업(58.5%), 기계장비업(56.4%), 사업서비스업(55.6%) 등은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경우도,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블루칼라와 학생·무직의 경우는 찬성 비율이 

각각 56.6%, 51.9%로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자 업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는 반대 비율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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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4.7%, 54.3%, 52.5%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단위 : %)

구분
1 2 1+2 3 4 3+4

적극 찬성 소극 찬성 찬성 소극 반대 적극 반대 반대

자영업 15.1 28.5 43.6 38.4 16.3 54.7

4.8 51.8 56.6 31.3 12.0 43.4블루칼라

화이트칼라 13.0 32.6 45.7 46.7 7.6 54.3

가정주부 10.9 36.6 47.5 41.6 10.9 52.5

학생·무직 11.5 40.4 51.9 36.5 11.5 48.1

1. 조성에 매우 동의한다. 

2. 조성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3. 조성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조성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표 5-1-50. 청계천 전태일 기념관·거리 조성에 대한 직업별 지역주민 의견 

4) 시사점

첫째, 장기적 비전속에서 역사유적 복원사업 수립 및 단계적으로 문화관광자원화해야 한다. 

둘째, 보다 체계적인 청계천 문화자원 관리 및 활용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청계천 관광객 동향 분석 및 장소마케팅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계천 문화관광 민관협의체 구성과 전문가 문화리뷰(Cultural Review)제도 도입을 통한 청계

천 문화 거버넌스(cultural governance)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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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계천복원사업의 2차 모니터링 결과

1. 도시계획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도심부의 중추적인 간선도로 던 청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과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그동안 복잡했던 도심산업 및 상업용도가 밀집한 물류유통 중심공간이었던 청계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활동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 청계천로의 차도가 축소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도심의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됨에 따라 청계천의 

접근성과 쾌적성(amenity)이 변하게 되므로, 청계천변의 토지이용 및 개발여건은 점진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즉, 재개발 미시행구역을 중심으로 개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개별 필지단위의 신축이나 개보

수, 용도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계천복원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도심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건축

동향과 용도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를 관련정책에 즉각적으로 반 하여 

복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간적 범위

  - 청계천복원의 직접 향권인 청계천 주변 22개 블록과 간접 향권인 도심부 지역

• 시간적 범위

  - 2002년 7월 복원계획 발표시점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내용

• 내용적 범위

  - 청계천 계획발표 및 공사시점별로 도심부 및 청계천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및 건축동향을 파

악하며, 특히, 재개발 미시행지역의 토지거래동향과 변화 건축물들에 대한 용도변화특성을 면밀

히 분석한다. 또한 청계천복원공사 착공(2003. 7) 전후별로 청계천 주변지역의 보행량 및 지가

변화를 조사하여 복원공사의 향을 파악하고, 그 외에 인구변화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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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1) 토지동향분석

① 지역별 토지거래동향

청계천복원사업 발표시점 이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의 위치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청계천 주변

지역에서는 외곽권역의 숭인동, 신설동, 용두동, 마장동지역을 중심으로 신축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

으며, 개보수 행위는 관철동과 관수동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도심부에서는 경희궁 주변지

역과 종묘 주변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신축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개보수 행위는 명동지역에 

편중되어 발생하고 있다. 

<그림 5-1-38>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 토지거래동향

② 분기별 토지거래동향

청계천복원사업 발표이후 하반기 테헤란로 주변지역의 토지거래는 줄어든 반면에, 청계천 주변지역의 토

지거래가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승은 도심부의 토지거래에 그대로 반

된 것이다.  

2004년도 전반기부터는 테헤란로 지역의 토지거래 하향추세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도심부 자체의 토

지거래변화도 동반상승하여 청계천복원의 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재개발 미시행지역의 토지거래량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특히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운상가 

재개발과 왕십리 뉴타운사업의 토지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 반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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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9> 청계천 주변 재개발 미시행지역의 토지거래동향 

(2) 건축 동향분석

분기별로 살펴보면, 청계천복원사업 발표이후 하반기 테헤란로 주변지역의 건축행위는 2002년 전반기 

550여건에서 2004년 후반기 30여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에, 청계천 주변지역의 건축행위는 경기 동

향을 반 하면서 완만한 하향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심부 지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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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0> 도심 및 청계천 주변지역 건축동향

<그림 5-1-41> 청계천 주변지역 건축동향

<그림 5-1-42> 테헤란로 주변지역 건축동향

(3) 지가변화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의 매물자료(부동산114 자료)를 중심으로 지가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가는 전체

적으로 테헤란로변이 도심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 후반기와 2003년 후반기의 지가변화는 

상업지역의 경우 30% 상승하여 테헤란로변의 평균 지가상승률 1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지역의 경

우에도 지가가 42% 상승하여 테헤란로변의 지가상승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계천주변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도심권에서는 토지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가 

80%, 상승하 다는 대답이 16.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지만, 외곽권에서는 숭인동, 황학동, 신설동, 용두

동, 왕십리동 응답자의 50% 이상이 지가가 상승하 다고 대답하여 지가가 상승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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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3> 상업지역(상)과 주거지역(하)의 지가변화

(4) 보행량 변화

청계천 주변의 보행량 변화를 계절별로 살펴본 결과, 소방·기계·공구상가, 전기·전자, 냉열·냉동설비, 

금속·철강 등 산업용도가 밀집한 삼각동·수표동·숭인동·신설동·왕십리동 구간에서는 보행량이 점차

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유흥·위락 및 의류·패션 도소매상가가 밀집한 구간에서는 보행량이 증가되고 

있다. 이것은 공사 관계로 주차 및 교통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산업용도들은 상대적으로 보행량

이 감소하고 있으나,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유흥·위락시설 및 의류·패션상가는 상대적으로 

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천변 산업용도는 교통상황 변화와 함께 지가 및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재적응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

인 토지이용변화가 예상된다. 실제로 청계천 주변지역의 신축·증축·개보수 건축물의 용도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블록 내부에서부터 산업용도들의 타 용도 전환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

며, 도심권에서는 업무용도와 숙박용도, 동대문 권역에서는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 도심 외곽지역에서는 

숭인동의 경우 업무와 숙박, 신설동의 경우 주상복합과 근린생활시설, 기타 황학동·왕십리뉴타운지역·
용두동·마장동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용도가 밀집한 용두

동·마장동 지역에서는 주거용도가 점포주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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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변화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이후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도심부내 인구감소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며, 세대수는 

상승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심 외곽권역의 0.7% 인구증가에서도 확인된다. 

3) 시사점

첫째, 도심 재활성화 과정에서 주변지역 토지시장의 과열과 함께 난개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작성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공익요소를 확보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일부는 러

브호텔 및 향락용도로 전환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감안한 용도관리지침과 

권장용도의 유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청계천로를 최고급오피스가 및 상업가로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가로미관개선 사업을 시행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도심부의 인구감소추세가 둔화되고, 도심 외곽지역에서는 인구증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용도용적제 배제 등 간접적인 시책 외에도 기존 주거지역의 환경을 정비하여 인구이탈을 방지

하면서 노후주택지역은 재개발을 유도하여 도심부내 인구를 확보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2. 도심산업

1) 연구목적

도심산업 모니터링은 청계천복원공사가 시작된 이후 산업경제상의 다양한 변화와 복원공사에 따른 사업체 

이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한다.

2) 연구결과

(1) 청계천 일대 사업체 변동

산업규모나 구조의 측면에서 복원계획이 모색되던 당시 우려되었던 침체나 산업생태계의 해체의 징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실제, 복원사업을 전후한 2002~03년 기간 동안 청계천 일대 4개 자치구의 사업체는 

1.7%(서울시 전체 1.9%) 증가하 고, 청계천복원사업 구간 내(38개 법정동) 사업체의 경우에도 3.47%(전

년도 2.79% 증가)의 증가를 보 다. 다만, 종사자의 경우에는 0.2%의 감소를 나타냈다.

도심부의 핵심 지역은 중구를 중심으로 신당동, 을지로6가동, 태평동, 흥인동 등에서 그리고 종로구에서

는 종로6가동에서 사업체의 높은 성장이 있었고, 동대문구의 경우에도 용두동을 중심으로 사업체가 급성

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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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산업생태계의 안정적 유지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업 손익의 감

소나 수요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방식이나 사업규모의 변화에 대해서는 극히 낮은 응답

(5% 이하)을 보인다는 사실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구 분 2001 2002 2003 01년-02년 02년-03년

사

업

체

서울시 계
723,701 735,258 748,953

1.6 1.9
100 100 100

종로구
39,135 39,073 39,256

-0.2 0.5
5.4 5.3 5.2

중구
66,873 68,942 70,685

3.1 2.5
9.2 9.4 9.4

성동구
24,218 24,264 25,314

0.2 4.3
3.3 3.3 3.4

동대문구
32,007 32,447 32,243

1.4 -0.6
4.4 4.4 4.3

소계
162,233 164,726 167,498

4.5 1.7
22.4 22.4 22.4

종

사

자

서울시 계
3,763,794 3,805,462 3,791,943

1.1 -0.4
100 100 100

종로구
227,902 234,011 224,177

2.7 -4.2
6.1 6.1 5.9

중구
359,843 380,263 374,048

5.7 -1.6
9.6 10.0 9.9

성동구
110,897 107,184 117,487

-3.3 9.6
2.9 2.8 3.1

동대문구
120,228 116,210 119,877

-3.3 3.2
3.2 3.1 3.2

소계
818,870 837,668 835,589

1.6 -0.2
21.8 22.0 22.0

표 5-1-51. 청계천 일대 4개 자치구의 사업체와 종사자 현황

(2) 현황 및 영업실태

4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청계천복원사업 착공을 전후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체의 감소가 있는 반면, 

복원공사와 최근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자연 증가추세를 보이는 건축(설) 및 부동산임대업, 그리고 도

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업체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심부인 중구와 종로구의 경우에는 

섬유, 플라스틱, 전구·조명장치 제조와 같은 일부 제조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감소와 함께, 도매업과 지식

집약적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의류제조업, 인쇄업, 기타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기타 제품제조업 등의 제조업 업종과 건축자재 및 철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의류신발가죽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및 가정용품 소매업 등 기존의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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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의 중심 업종들은 복원사업 착공을 전후하여 아직까지 그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청계천 일대 4개 자치구와 도심 전반의 변화추세와 달리, 청계천 주변부 각 지역별(동별)로 산

업적 변화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단일하고 일관된 패턴으로 포착하기 힘들 정도로 

업종별·지역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동안 청계천 지역의 중심 업종

이던 도매업과 운송업, 부동산임대업의 성장과 함께 소매업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인

쇄, 의류,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과 같은 업종은 증가한 반면 다른 업종들은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복원공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사업체들이 

업종별, 지역별로 입지이전이나 유사업종간의 업종전환 등 활발한 자기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같은 업체들의 강한 자생력과 산업생태계 복원능력은 천변부 지가 및 임대료 상승압력과 맞물려 

산업구조 전환과 함께 기존의 저부가가치 정비관리 업종들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후방 배후지역이

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영업장 이전 관련

전체적으로 15%(천변부 업체는 23%)가 이전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계천 일대나 

도심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한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와 같은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고 사업체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주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주업체들의 요구와 산업적 특성을 반 하여 완성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단지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그림 5-1-44> 연차별 이전의사

이주업종과 관련해서는 기업간 연계나 산업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전략적 우선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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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방식, 즉 특정 업종을 이주대상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정비관리업종’(기본 구상에서 기계·금
속 등 공구산업으로 설정)을 중심으로 선택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 정비관리업종은 금속기계, 건축자재, 철물, 산업용중간재, 재생재료 등을 망라하는 것이 청계천 일

대 산업적 정비관리 차원에서 타당하며, 따라서 우선 이주업체 외에 중장기적으로 후속하는 이주업체의 

추가·확대에 대비하여 유보지를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사점

청계천 주변지역의 산업 및 소비업태들의 용도전환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지가상승 및 임대료 상승

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업종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전 대상 업체에 대한 단기적인 이

주대책 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청계천 일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정비관리업종’(기본 구상에서 기계·금속 등 공구산업으로 설정)

을 중심으로 선택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우선 이주업체 외에 중장기적으로 후속하

는 이주업체의 추가·확대에 대비하여 유보지를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대책과 함께, 업종전환 및 업체 간 흡수·합병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업종전환과정에

서 기존의 사업상의 연계나 시설·장비에 따른 부담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제조업체의 경우 시설장비의 

처분(가령, 개도국으로 공동판매), 시설개체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마찬가지로 업종전환에 대해서도 정책자금 지원이 요망된다.

청계천 주변 이전적지나 공유지를 활용한 공용 산업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중소규모 아파트형 공장이 군란을 형성하는 생태도심산업파크(Eco-Downtown Industrial Park)를 조성하

여야 한다.

3. 교통

1) 연구개요

(1) 연구목적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한 주변의 교통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교통문제로 인한 민원문제 소지를 

미리 파악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청계천주변지역

의 장기적 교통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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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시간적 범위

  - 청계천복원 공사 전·후
  - 교통량, 속도  : 오전 첨두(07:00~09:00), 오후 첨두(18:00~20:00)

  - 대중교통  : 전일

• 연구의 공간적 범위

  - 교통량, 속도  : 도심 주변 주요 가로 및 입·출입 가로

  - 대중교통  : 서울시 전역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청계천복원공사 후 서울도심 속도변화 분석

  - 청계천복원공사 후 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속도변화 분석

  -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서울시 및 도심 대중교통 이용객수 변화 분석

  -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서울시 지하철 권역별 O-D변화 분석

2) 분석결과

청계천복원공사 착공 전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교통상황 모니터링 결과, 2004년도 도심의 교

통상황은 오전첨두시(07:00~09:00시) 17~18 km/h 오후첨두시(18:00~20:00) 12km/h로 복원공사전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체계개편이 있었던 7월에 도심 통행속도가 약간 감소되

었으나 9월 이후 점차적으로 속도가 안정되었다. 그리고 청계천로의 통행속도는 2004년 4월 이후 소통상

태가 개선되어 오전 17km/h 오후 12km/h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5-1-45> 월별 도심 오전 첨두 평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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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6> 월별 도심 오후 첨두 평균속도

버스의 이용승객(교통카드이용건수)을 비교해 보면 복원공사 후에는 그 변화가 미비하 으나, 대중교통체

계개편 이후에는 전년도 12월 대비 11%가 증가되었다.

<그림 5-1-47> 월별 버스 이용객수 변화  

지하철 이용자수는 서울시 전체에서는 전년도 6월 대비 6.0% 증가되었으며, 특히 도심에서는 13.7% 증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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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8> 서울시 전체 지하철 이용승객 월별 추이  

<그림 5-1-49> 도심 지하철 이용승객 월별 추이 

이와 같은 현상은 청계고가의 철거로 인해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단전환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서울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이 복원 전에 비하여 그리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심으로 진·출입 하는 지하철 O-D분석 결과 강남, 강서권역에서 도심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북권역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으로 통근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03년 12월에 비해 2004년 6월에 교통정체에 

따른 불편은 다소 감소한 반면 매출액감소에 대한 우려는 5% 이상 늘어난 전반적인 불경기가 청계천상권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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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00, 중복응답)

03년 12월 04년 6월 차이

교통정체 77.7% 76.4% -1.3%

매출액감소 29.4% 34.6% 5.2%

주정차 공간부족 25.4% 27.0% 1.6%

불편한 대중교통 32.0% 21.0% -11.0%

먼지 14.2% 18.8% 4.6%

소음 10.5% 15.9% 5.4%

표 5-1-52. 복원공사 관련 불편한 점 설문결과 

공사 전후를 비교할 때, 지하철 분담률이 2.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번 조사와 큰 변화는 

없었다.

청계천 주변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업주차장 신설에 대한 불만 사항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41.1% 정도는 현 청계천로에 조업주차장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

리적인 주차장 신설보다는 수요관리 등과 같은 방법으로 주차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N : 500, 단일응답)

항목 응답자수 퍼센트

조업 주차장 신설 294 57.8

조업 주차장 신설 어려움 209 41.1

무응답 6 1.2

표 5-1-53. 추가 조업 주차장 신설 관련 응답 

청계천로 주요 교차로에서 유턴(U-turn)허용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73.1%정도가 허용에 찬성을 하고 

22.6%가 반대를 하 다. 

(N : 500, 단일응답)

항목 응답자수 퍼센트

유턴설치 반대 115 22.6

유턴허용 찬성 372 73.1

무응답 22 4.3

표 5-1-54. 유턴 설치 관련 응답 

청계천변 보도의 협소성에 관해서는 66.2%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하 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처리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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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500, 단일응답)

항목 응답자수 퍼센트

아주 문제될 것 129 25.3

어느 정도 문제될 것 208 40.9

보통 88 17.3

별로 문제없음 74 14.5

전혀 문제없음 10 2.0

표 5-1-55. 청계천변 보도 협소성에 관련 응답 

3) 시사점

첫째, 청계천복원공사의 완료와 함께 교통수요의 증가로 청계천로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이 심화될 가능

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장을 공급하는 정책보다는 승용차이

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운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교통이동성지표 산정 결과 나타난 것처럼 도심으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지속적으로 증설해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대중교통이용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도심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

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징수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복원공사 착공 후에도 도심의 경우 흥인문로의 소통상태가 하루 종일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흥인문로 교통소통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선행되어야하되 청계천 6가 동측 편에 유턴(U-Turn)은 

허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넷째, 향후 청계천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민의 쾌적한 환경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도심 공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교통 환경 종

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대기환경·열화상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기환경·열화상 연구는 청계천복원사업의 환경·생태적 가치회복 가능성을 복원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복원사업의 효과를 한층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청계천복원에 따른 분야별 환경 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향후 환경친화적 

도심부 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 활용하고 청계천복원으로 인한 대기환경·열화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복원공

사 전후 시민의식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향후 청정한 도심 생태·환경공간의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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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1) 청계천복원에 따른 대기오염 월별 변화분석

① 변화분석 모니터링 방법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단계별 도로변 대기오염 변화 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대기환경보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청계천 도로변 지역의 대기오염농도 변화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주변지역과 비교 분석하

다. 또한 청계천복원사업의 대기환경 향을 복원공사 전·후 시점으로 구분하여 복원공사 시행단계별 대

기오염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년도의 월별 대기오염도 수준과도 비교 분석하 다. 대기오염도 모니터링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이며 모니터링 자료는 서울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및 도로변 측

정 자료, 청계천 주변지역 및 일반지역의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자료를 이용하 다. 

② 대기오염 항목별 모니터링 분석결과  : 2002년 1월~2003년 10월

서울 일반지역 및 청계천 지역에서 측정된 일반 대기오염물질별 월별 오염농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복원공사 전·후의 대기오염도 개선효과는 뚜렷하게 비교되고 있다. 특

히 2002년 7월~10월 기간과 비교하여 미세먼지 농도는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지역 평균 오염도는 

60㎍/㎥에서 55㎍/㎥ 수준으로 감소하 다.

청계천복원공사 이전과 복원이후를 비교할 경우, 청계천 지역의 오염물질별 평균치 감소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심 진입 교통량과 관련하여 2003년 6월 오전 첨두 교통량 42,830대/시

에 비해, 9월 오전 첨두 교통량은 41,334대/시로서, 6월 대비 증감률이 2.47% 감소한 경향과 맥락을 같

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③ 대기오염 항목별 모니터링 분석결과  : 2003년 10월~2004년 7월

청계천복원공사 과정에서 토목공사가 활발히 시작되는 시기에 측정된 대기오염 측정 자료에 의하면, 2003

년 10월 이후 일산화탄소(CO) 항목을 제외할 경우 전반적인 오염항목의 증가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청계천복원관련 토목공사가 활발히 진행된 기간 동안의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PM10) 오염 수

준이 증가하고, 반면에 일산화탄소(CO) 오염도가 감소하고 있다.

④ 대기오염 항목별 모니터링 분석결과  : 2004년 8월~2004년 12월

2005년 5월 청계천복원공사의 마무리작업 진행, 그리고 서울시 버스교통체계의 개편 작업 등과 맞물

려 토목공사가 더욱 활발한 시기에 측정된 대기오염 측정 자료에 의하면, 2004년 7월 이후에도 전반

적인 오염항목의 증가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지역의 오염도 현상은 2005년 청계천복

원공사의 마무리, 그리고 대중교통체계의 정착,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 

개조 등을 감안하면, 2005년 이후부터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수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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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시청앞 이화동 신설동 청계천

PM10 SO2 NO2 CO PM10 SO2 NO2 CO PM10 SO2 NO2 CO PM10 SO2 NO2 CO

2

0

0

2

년

1월 84 0.005 0.019 0.9 - - - - - - - - 76 0.006 0.038 0.5

2월 103 0.005 0.027 1.2 - - - - - - - - 88 0.007 0.038 0.6

3월 178 0.004 0.024 1.2 - - - - 147 0.009 0.048 0.9 160 0.007 0.053 -

4월 170 0.005 0.031 0.9 - - - - 117 0.006 0.047 0.8 - - - -

5월 85 0.005 0.036 0.9 - - - - 67 0.005 0.032 0.8 74 0.005 0.048 0.9

6월 83 0.003 0.031 0.7 - - - - 64 0.006 0.041 0.8 67 0.004 0.051 0.7

7월 71 0.004 0.029 0.9 - - - - 47 0.005 0.026 0.7 52 0.003 0.041 0.9

8월 63 0.003 0.034 0.8 - - - - 48 0.002 0.024 0.8 46 0.002 0.038 0.8

9월 76 0.004 0.036 0.7 - - - - 57 0.003 0.030 0.8 93 0.004 0.050 0.7

10월 76 0.005 0.036 1.1 - - - - 53 0.004 0.040 1.0 71 0.004 0.051 0.5

11월 82 0.008 0.035 1.2 - - - - 73 0.007 0.047 1.0 80 0.006 0.046 0.6

12월 87 0.006 - 1.1 - - - - 67 0.007 0.043 1.2 75 0.006 0.046 0.9

2

0

0

3

년

1월 100 0.007 0.043 1.1 - - - - 87 0.008 0.046 1.3 86 0.007 0.048 1.0

2월 108 0.006 0.049 0.9 - - - - 85 0.008 0.048 1.2 91 0.009 0.053 1.1

3월 103 0.004 0.046 0.7 - - - - - - - - 91 0.012 0.056 1.1

4월 82 0.004 0.040 0.7 - - - - 50 0.007 0.040 - 74 0.006 0.059 0.7

5월 103 0.005 0.045 0.7 91 0.005 0.041 0.7 76 0.007 0.045 0.8 93 0.005 0.061 0.9

6월 87 0.006 0.038 0.6 79 0.004 0.038 0.7 67 0.006 0.039 0.7 80 0.005 0.054 0.8

7월 55 0.004 0.035 0.6 55 0.003 0.034 0.6 42 0.004 0.031 0.6 70 0.004 0.048 0.7

8월 50 0.005 0.029 0.7 44 0.002 0.028 0.4 36 0.006 0.028 0.6 60 0.004 0.047 0.7

9월 59 0.004 0.022 0.7 53 0.002 0.023 0.5 47 0.005 0.030 0.6 63 0.003 0.052 0.6

10월 61 0.005 0.030 0.7 56 0.003 0.028 0.6 50 0.004 0.010 0.6 67 0.005 0.073 0.6

11월 64 0.005 0.033 0.8 58 0.003 0.031 0.6 70 0.006 0.035 0.9 66 0.006 0.063 0.3

12월 78 0.007 0.042 1.1 67 0.005 0.029 0.7 88 0.008 0.036 1.3 98 0.009 0.055 0.7

2

0

0

4

년

1월 72 0.007 0.045 0.8 68 0.006 0.040 0.6 78 0.008 0.040 1.1 98 0.010 0.048 0.7

2월 83 0.006 0.043 0.9 67 0.006 0.038 0.3 79 0.008 0.042 0.5 90 0.008 0.071 0.7

3월 98 0.004 0.047 0.8 86 0.006 0.020 0.5 90 0.006 0.045 0.4 121 0.007 0.076 0.6

4월 86 0.004 0.049 0.6 73 0.006 0.046 0.5 73 0.005 0.046 0.4 99 0.007 0.061 0.6

5월 93 0.003 0.045 0.7 77 0.005 0.046 0.5 78 0.002 0.041 0.4 80 0.004 0.071 0.5

6월 85 0.002 0.047 0.7 69 0.005 0.043 0.5 72 0.005 0.042 0.3 81 0.005 0.060 0.6

7월 54 0.003 0.029 0.6 66 0.003 0.026 0.4 52 0.004 0.028 0.3 48 0.006 0.063 0.6

8월 52 0.003 0.028 0.6 40 0.003 0.020 0.4 33 0.005 0.023 0.4 49 0.006 0.064 0.6

9월 60 0.003 0.034 0.7 38 0.003 0.020 0.5 34 0.006 0.028 0.5 53 0.004 0.071 0.7

10월 83 0.006 0.060 0.9 66 0.004 0.024 0.6 58 0.008 0.040 0.7 85 0.006 0.085 0.6

11월 83 0.006 0.060 0.9 71 0.007 0.050 0.8 62 0.009 0.040 1.0 80 0.008 0.081 0.8

12월 73 0.005 0.054 0.8 63 0.008 0.038 0.5 47 0.008 0.042 0.5 79 0.008 0.077 0.7

표 5-1-56. 서울시 지점별·도로변 대기오염도 변화(2002년~2004년)

단위 : PM10  : ㎍/㎥, SO2, NO2, CO  :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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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0> 청계천 및 일반지역 미세먼지 농도변화 

<그림 5-1-51> 청계천 및 일반지역 일산화탄소 농도변화

<그림 5-1-52> 청계천 및 일반지역 이산화질소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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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3> 청계천 및 일반지역 이산화황 농도변화

(2) 청계천 및 주변지역 VOCs 측정분석

① 측정분석 개요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의 농도변화 파악 및 과거 측정치와 비교 분석을 통해 

도심 환경·생태 회복의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청계천 및 주변 지역에서의 VOCs 농도변화를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보행 환경성을 평가하여, 향후 도심 환경회복

의 의미를 가늠한다.

②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측정지점 및 기간

측정지점은 청계천 주변지역 5개 지점이며 측정기간은 2004년 3월 25일부터 28일(연속 3일 측정)까지, 

2004년 11월 4일부터 7일(연속 3일 측정)까지이다.

③ 측정분석 결과

 2004년 3월 이전 측정

청계천복원 공사전과 공사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농도를 비교측정 분석한 결과, 벤젠 항목을 제외한 

여타 항목에서 뚜렷한 농도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하여, 청계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휘

발성 유기화합물질 항목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생활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도심환경 개

선사업에서 시민의 보행여건 향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본사항으로 인식된다.

 2004년 3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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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및 주변지역의 5개 지점(종로2가 종로파출소지구대, 청계2가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을지3~4가 사

이, 청계4가 하나은행 동대문지점옥상, 동대문 신평화시장 앞)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농도 측정결과, 

전반적으로 공사전보다 톨루엔(Toluene0의 농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벤제(Benzene)과 에틸벤젠

(Ethyl-benzene)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계2가 및 청계4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농도는 전반적으로 동대문, 종로2가, 을지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농도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이며, 이는 청계천 주변 교통량의 상대적인 정체현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11월 측정

청계천복원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에 해당되는 2004년 11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측정에

서 나타난 측정 3일차 청계 4가 지점에서 톨루엔 농도가 741.74ppb로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었다. 그러

나 이는 측정당시 건물의 내부 수리과정에서 페인트 작업으로 인하여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어, 특

이한 톨루엔 배출농도의 증가요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2004년 11월 4일 첫 번째 날 측정에서 동대문 지역에서 벤젠농도가 9.58ppb 수준을 기록한 날을 제외하

면, 청계2가 및 4가에서는 1.03ppb~2.72ppb 수준을 나타내어, 전국평균 벤젠농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또한 2004년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공사전보다 톨루엔(Toluene)의 농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

며, 이는 청계천 일대에 걸친 유기화합물질 취급 상업 활동수준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

어, 향후 도심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원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청계천 도로변 소음수준 모니터링

청계천복원공사가 진행되는 3월 기간 동안의 도로변 소음도 측정결과, 주간 소음도는 66.2dB(A)~71.6dB(A) 

수준이며, 야간 소음도는 60.4dB(A)~70.6dB(A)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3년 서울시 도로변 상업·준공업지역의 평균 소음수준은 72dB(A) 수준임을 감안하면, 청계천 도로변 

소음수준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청계천복원공사의 공사 소음에 의한 부가적인 소음 농도 증가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열화상 변화 비교분석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열화상은 총 5차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측정일자, 지점,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차 측정

  - 측정일자  : 2003년 3월 18일, 20일

  - 측정지점별 횡단면의 시간대별 열화상 온도분포  : 세운상가~청계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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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측정

  - 측정일자  : 2003년 10월 23일, 20일

  - 측정지점별 횡단면의 시간대별 열화상 온도분포  : 청계4가(세운상가)

• 3차 측정

  - 측정일자  : 2004년 4월 1일, 2일

  - 측정지점별 횡단면의 시간대별 열화상 온도분포  : 청계4가, 청계8가

• 4차 측정

  - 측정일자  : 2004년 8월 3일, 4일

  - 측정지점별 횡단면의 시간대별 열화상 온도분포  : 청계4가, 청계8가

• 5차 측정

  - 측정일자  : 2004년 10월 21일, 22일

  - 측정지점별 횡단면의 시간대별 열화상 온도분포  : 청계4가, 청계8가

측정 차수 측정결과

2003년 열화상 

1차·2차 

• 청계천복원공사 이전의 열화상 온도분포

- 청계고가도로에 의해 발생된 음영(陰影)으로 인하여 서울은행~청계5가 구간에 걸쳐 도로주변 지역에 저

온범역(低溫範域)이 오전시간대에 형성되고 있음이 관찰됨.

- 열화상 측정당일(2003년 3월 18일)의 서울지역 전체의 평균온도는 6.7℃ 수준이나, 서울은행~청계5가 

구간의 측정지점별 12시의 평균온도는 12.7℃, 16시 지점별 평균온도는 15.0℃ 수준으로 측정됨

• 청계천복원공사 이후의 열화상 온도분포

- 청계고가도로의 철거이후, 고가도로에 의해 형성되던 도로주변 음영(陰影)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있

으며, 청계천복원공사 이전의 청계천 지역 온도분포와 비교할 경우 고가도로의 음영부분에 의한 저온범

역이 제외되어 “고온-저온-고온”과 같은 단순화된 온도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청계천4가 열화상 측정당일(2003년 10월 23일)의 서울지역 전체의 평균온도는 8.4℃ 수준이나, 청계4가 

구간의 15시 측정지점별 평균온도는 16.4℃, 16시 측정지점별 평균온도는 14.4℃ 수준임

2004년 열화상 

3차·4차 

- 청계천복원공사 진행과정에서 도심열섬 요인으로 작용하던 청계고가의 철거, 집중 교통량의 완화, 청계

천복원구간 도로 철거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열섬 강도가 저하되고 있음

2004년 열화상 

5차 

- 청계천복원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004년 10월 시기는 4차 열화상 측정결과와 유사하며, 이는 

과거 자동차 통행량이 집중되고, 인공배열 요소가 현저하게 많이 분포된 청계천 지역의 도심열섬 요인

이 과거에 비해 열섬 강도가 더욱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5-1-57. 청계천 지역 열화상 측정결과

3) 시사점

첫째, 시민의 보행환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도심을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배출 지역(Low 

Emission Zone)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재개발계획에서 블록 내 여유 녹지공간의 확보, 도로변 건물 건축선 후퇴 과정에서 생겨나는 침투

포장형 공개공지의 확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계천복원의 환경개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

계천 시민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산화질소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의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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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악화되었다. 이는 주로 공사로 인한 향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복원공사 완료 후에도 주의 깊게 관

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5. 패널조사

1) 조사개요

(1) 전반기 조사 

청계천복원에 따른 청계천 주변지역 사업체의 전반적인 변화 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실태조사로 제1

차 조사는 2003년 하반기에 실시하 으며, 이번 조사는 사업체 대상 2차 전반기 조사이다. 이번 2차 전반

기 조사에서는 현재 주요현안인 사업체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체 수요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복원사업 진행에 따른 사업체의 다양한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후반기 조사 

2005년 10월 준공을 앞둔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해 주변지역 사업체 상인 500명을 대상으로 업환경 변화 

및 태도, 복원공사에 따른 향, 교통 및 환경부문의 개선도 등을 평가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 다.

전반기 조사 내용 후반기 조사 내용

조사지역 청계천 주변지역 4개구 13개 행정동
서울시 청계천로 주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조사대상 청계천 주변지역 사업체 청계천 주변지역 사업체

조 사  방 법
면접원의 직접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

(Face-to-face Personal Interview)

숙련된 면접원을 이용한 개별면접

(Face to face Interview)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 사  기 간 2004년 5월 28일 ∼ 6월 11일 (15일간) 2005년 1월 11일 ∼ 15일(5일간)

표본오차 ±3.1%(신뢰수준 95%) ±4.4%(신뢰수준 95%)

조사항목

사업체 특성·복원사업 진행 평가·전망·복원사업 이후 

변화·주변지역 재개발·영업장 이전·복원사업의 업종

영향·입차관계·하도급·사업지원서비스·환경개선도 

평가·민원문제·교통문제 등

복원사업 진행 평가·전망·복원사업이후 변화·복원사

업 이후 영업장 변화·주변지역 재개발·복원공사에 따

른 업종 영향·임차관계·교통·도로·주차 관련 의견·

환경 개선도 평가 등

표 5-1-58. 조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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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1) 전반기 조사

① 도심개발부문

주변지역 재개발방식에 대해서는, 2003년 조사에 비해 용적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줄고, 기존 

용적률 600%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정도 늘었다. 전체적으로 1차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5-1-54> 주변지역 재개발 방식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에 대한 의견 중 2003년 대비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이나 조업을 위한 주

차 공간 확보에 대한 지원 제안이 새로이 등장했다.

<그림 5-1-55> 주변지역 활성화 희망 지원정책(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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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부문

사업체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체 이주를 희망하는 사업체들이 원하는 이주지역은 청계천 일대

(36%), 청계천 외부 도심(25%), 도심외곽 서울시내(2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방식은 ‘인근 동종업

체와 집단이전’(54%)을 가장 선호하며, 이전지역의 사업장 면적은 27.7평 정도를 희망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중복응답기준), 업체 선정에서 업종(40%)과 매출액(37%)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림 5-1-56> 영업장 이전 희망지역(좌), 영업장 이전 희망형태(우) 

이주단지가 조성될 경우, 희망하는 사업장 이용 형태로는 과반수 정도(49.2%)가 임대 형태를 희망하고 있

으며, 임대를 희망하는 사업체(N=451)의 경우, 임대료 수준은 70%이상(71.4%)이 현재보다 낮은 수준을 

선호하 다.

<그림 5-1-57> 영업장 이용희망 형태(좌), 임대료 적정 수준(우) 

이주단지가 조성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은 ‘이주 지원 자금’(47%),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 

공간’(43%) 등을 주요하게 거론하며, 업장 이전의 필요조건으로 ‘저렴한 임대료’(49%)와 ‘시장형성’(47%) 

등의 의견을 보 다. 

복원공사 이후 이전이 예상되는 업종은 금속기계장비, 섬유의복가죽신발업, 전기전자정밀업, 인쇄출판종

이업, 화공업 등이 거론되었고 이러한 예측은 2003년 12월 조사와 거의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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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문

복원공사 착수 이후 환경 개선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003년 12월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일정 정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상태, 소음, 악취 등의 분야에서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많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반면에, 소음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03년 12월 04년 6월

개선 변화없음 악화 점수(점) 개선 변화없음 악화 점수(점)

대기상태 21.4 54.6 23.9 48.4 13.3 44.2 42.4 40.6

수질 12.8 74.6 12.4 50.0 9.2 73.6 17.2 47.6

소음 15.9 48.3 35.7 43.4 9.3 38.2 52.3 35.1

악취 15.0 70.2 14.7 49.6 10.9 61.2 27.9 44.6

일조량 23.1 68.7 8.1 54.7 18.0 73.0 9.0 52.7

표 5-1-59. 환경개선도 평가

④ 민원사회·교통문제

청계천복원공사와 관련하여 불편한 점은 ‘교통정체’가 7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매출

액 감소’(34.6%)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중복응답 기준).

<그림 5-1-58> 복원공사 관련 불편한 점(중복응답) 

청계천복원공사 착공 이전과 조사시점 현재의 생활양식(통근교통수단, 출근시간, 퇴근시간)은 크게 변화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근교통수단도 92.2%, 출근시간은 89.2%, 퇴근시간은 90.2% 정도가 착

공이전과 현재에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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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9> 생활변화 여부. 통근 교통수단  

(2) 후반기 조사

① 도심개발 변화부문

지금까지의 청계천복원사업 진행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6.8%)이 잘 진행되었다(잘 진행되지 

않았다 31.2%)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한 향후 진행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77.6%)이 부정적 시각

(21.0%)에 비해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림 5-1-60> 청계천복원사업 진행상황 평가(좌), 청계천복원사업 향후 전망(우)

청계천 지역 상인의 22.9%가 업종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업종을 변경하겠다는 응답 또한 2.2%로 나타

났다.

<그림 5-1-61> 현재 영업장의 업종변경 계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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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복원공사 착공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나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한 이전요인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업종

변경 및 이전 희망자들(128명)이 요구하는 서울시 지원정책(1순위 기준)으로는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32.0%)과 토지제공·건물임대(27.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해 가장 많이 이전할 업종으로 지역 상인들은 금속기계장비업(29.9%)을 제시하 다. 

또한 이러한 이전의 향을 연쇄적으로 가장 많이 받을 업종으로도 금속기계장비업(19.8%)을 1순위로 들

고 있는 반면, 활성화 업종으로는 음식·숙박업(1순위 36.9%, 종합 58.0%)을 가장 많이 꼽고 있어 서비스

업 관련 직종이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상가 업형태 응답자(453명)를 대상으로 청계천복원 이후 임차관계 변화를 질문한 결과 임차관계 유

지되나 임대료가 인상될 것이다(38.0%)는 주장과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임차관계가 유지될 것이다(34.9%)

는 견해가 맞서고 있으며 다음으로 임차관계 전면적 변화(15.0%), 임차관계 유지, 업종 변경 요구(9.7%) 

등의 순을 보 다.

② 교통부문

청계천 지역 상인들은 청계천복원공사 이후 등장할 수 있는 문제로 교통문제(78.2%)를 가장 많이 제시하

고 교통상황 관련 개선점으로는 1순위(63.5%) 및 종합순위 (81.1%) 모두 ‘주차장 확보’를 지적하 다. 

<그림 5-1-62> 청계천복원공사 이후 발생 문제 

주요 교차로의 유턴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73.1%) 정도가 유턴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가 조업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 57.8%(반대 41.0%)로 다소 우세하

다.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계천변 보도 협소성 논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66.2%)이 문

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 다.

③ 환경부문

청계천 주변지역 상인들이 인식하는 복원공사 착수 이후 환경 개선도는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일조량

(61.1점) > 악취(56.5점) > 대기상태(55.6점) > 수질(54.4점) > 소음(52.0점) 등의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지

역별로는 동대문구 및 성동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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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3> 청계천복원공사 후 환경개선도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7.6점으로 보통(50.0점) 이상의 수준을 보

이고 있으며, 특히 섬유·가죽(60.4점), 인쇄·종이(60.8점) 업종, 판매생산제작(60.0점) 및 서비스(62.5

점) 형태, 업장 자가 소유(62.5점),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월매출액 3001만원 이상, 종사연수가 오래될

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6. 언론동향

1) 연구목적

언론동향분석은 청계천복원에 따른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복원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6대 신문사를 통해 보도된 청계천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기사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향후 청계천복원과 같은 

대규모 정책 사업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언론동향을 분석하여 서울시 정책입안 및 수립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결과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언론동향을 분석한 결과 보도수는 총 320회이며 1차년도인 2003년에 비해 보

도빈도가 절대적으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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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4> 월별 신문보도 빈도 추이 

14개 분야 주제1)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주제수는 388개로 나타났고, 각 보도가 포함하고 있는 평균 주제

수는 약 1.21개로 나타났다. 

단위  : 회(%)

구분 경제 공정 교통 문화 보상 상인 시민 역사 재개발 재원 정치 학술 환경 기타 계

2

0

0

3

5월 2 8 61 4 - 13 7 4 5 - - - 17 1 122

6월 - 23 93 14 - 17 7 13 3 - 4 1 16 1 192

7월 4 22 64 13 2 32 13 41 13 - 4 - 21 3 232

8월 3 24 16 8 - 6 8 17 1 - - 9 11 1 104

9월 - 11 6 7 - 6 2 17 9 - - - 3 2 63

10월 2 5 5 - 2 1 11 2 1 - 6 5 - - 42

11월 1 2 2 - 1 - 1 1 8 2 - - - 2 20

12월 2 4 1 4 - 20 5 4 5 - - 1 3 2 51

소계 14 99 248 53 2 97 44 115 40 1 8 17 78 10 826

(%) (1.7) (12.0) (30.0) (6.4) (0.2) (11.7) (5.3) (13.9) (4.8) (0.1) (1.0) (2.1) (9.4) (1.2) (100)

2

0

0

4

1월 6 1 6 6 - 13 6 8 1 - - - 1 - 48

2월 - - 3 2 - 3 1 34 2 - - 4 4 - 53

3월 - - - 4 - 5 3 41 11 - 6 5 5 - 80

4월 - 3 2 4 - 1 4 26 1 2 1 3 1 - 48

5월 - 2 8 - - - 14 7 - - - 1 - 32

6월 1 5 - 10 - - - 9 - - 2 - 1 - 28

7월 - 2 - 1 - - 1 1 - - 3 - 2 - 10

8월 1 1 - 2 - 1 1 4 1 - - 2 - - 13

9월 1 2 1 - - 1 - 2 3 - - 7 2 - 19

10월 - 3 - 1 - 1 1 4 - - - 3 8 - 21

11월 3 7 - - - 3 5 1 2 - - - 2 - 28

12월 - 3 - 1 - - - 2 1 - - - 1 - 8

소계 12 27 14 39 - 28 22 151 29 2 12 24 28 - 388

(%) (3.1) (7.0) (3.6) (10.1) - (7.2) (5.7) (38.9) (7.5) (0.5) (3.1) (6.2) (7.2) - (100)

표 5-1-60. 주제에 따른 월별 보도빈도

1) 경제, 공정, 교통, 문화, 보상, 상인, 시민, 역사, 재개발, 재원, 정치, 학술 환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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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역사 151(38.9%), 문화 37(11.9%), 재개발 29(7.5%), 상인과 환경 28(7.2%)로 나타

나 관심도는 역사 → 문화 → 재개발 → 상인·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인 2003년과 비교할 

때 역사분야 보도빈도가 현격히 증가하 고, 나머지 분야와의 차이도 크다. 또한 교통 분야와 공정 분야 

보도에서 빈도가 급격히 감소했다.

<그림 5-1-65> 2004년 주요 분야별 보도비율(전년도 대비)  

이는 복원사업이 해를 넘기면서 교통체계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서울시의 여러 가지 교통대책도 자리를 

잡으면서 교통문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전체 공정 80%대에 이르면서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대신 역사복원문제에 있어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시민위원회 

등과 서울시가 시각차를 보이면서 대립양상을 보여 역사분야에 대한 보도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감소 추세 던 보도빈도가 2003년 12월부터 제기된 역사복원문제로 인해 3월까지 증가세로 돌아섰다 4월

부터는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여 7월까지 감소세를 유지하 다. 8월부터 11월까지 다시 빈도 높아지다가 

12월에 8회를 기록하면 뚝 떨어졌다.

언론사별 보도빈도에 있어서는 한겨레(34.1%)가 1차년도에 이어 가장 높은 보도빈도를 보 고, 다음으로 

조선일보(21.9%) → 동아일보(14.7%) → 한국일보(11.3%) → 중앙일보(10.3%) → 문화일보(7.8%) 순이었다. 

1차년도와 2차년도 전체 보도빈도는 한겨레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 문화일보 → 한국일

보 순으로 나타나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가장 관심 있게 보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착공 1주년인 7월에는 공사에 대한 각 언론사의 평가보도는 역사복원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고, 9월에는 베니스 국제건축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청계천복원사업이 국내에서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보도의 성향에 있어서는 본 보고서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경우 중립적 보도가 많았으나, 2004년 들

어 비판적(비판+적극비판)보도가 우호적(찬성+적극찬성) 보도 보다 빈도가 높아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시각은 1차년도인 2003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판적 보도수가 높았다. 이러한 원인은 연초 역사복원 방식

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큰 견해차를 보이면서 비판적 보도가 집중된 결과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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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복해 역사분야의 갈등도 원만히 해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제별 보도성향에서는 2004년 1~12월까지의 전체 평균 우호도는 -0.17로 사업에 대해 약한 비판어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역사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역사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보도

횟수가 적어 전체적인 보도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월별 우호도를 살펴본 결과 7월 들어 

우호도를 회복하여 양(+)의 우호도를 유지하고 있다.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우호도 0.37 -0.30 -0.66 -0.37 -0.35 -0.41 0.00 0.15 0.71 0.31 0.04 0.13 -0.17

표 5-1-61. 2004년 월별 우호도 평균(2004. 1~2004. 12)

3) 시사점

첫째, 청계천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복원사업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한 신문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으로 서로 보도성향이 다른 언론매체이다. 따라서 이 양 신문사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 한 사

실(fact) 위주의 보도태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계천복원사업 완료 후 가장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교통문제(도로 폭의 문제, 조업 주차장 확

장 문제 등) 등에 대해서도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대응방향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시

해 언론과의 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확산시키고, 서울시정의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홍보·마케팅·교육 기능을 전략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계천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국

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도시마케팅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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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청계천복원사업의 3차 모니터링 결과

1. 도시계획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기존 청계천로의 차도가 축소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도심의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됨에 따라 청계천의 

접근성과 쾌적성(amenity)이 변하게 되므로, 청계천변의 토지이용 및 개발여건은 점진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즉, 재개발 미시행 구역을 중심으로 개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개별 필지단위의 신축이나 개보

수, 용도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도심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건축동향과 용도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를 관련정책에 즉각적으로 반 하여 복원사업의 효과를 극

대화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간적 범위

  - 청계천복원이 시작되는 태평로에서부터 청계천 복개가 마무리되는 마장철교 구간으로, 직접 향

권인 청계천 주변 22개 블록, 85만평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간접 향권인 사대문안 도심부 지역

도 포함하여 분석함.

• 시간적 범위

  - 계획발표시점(2002년 7월) 이전인 2002년 1월에서부터 준공시점(2005년 10월)을 포함한 2005년 

12월까지로 함.

2) 연구결과

(1) 토지 동향분석

① 지역별 토지거래동향

2002년 7월 이후로 토지거래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청계천주변 재개발 미시행지역의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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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기별 토지거래동향

2002년 7월 청계천복원사업 발표이후 하반기 테헤란로 주변지역의 토지거래는 줄어든 반면, 청계천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향 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도심부의 토지거래에 

그대로 반 되어 완만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사착공시점인 2003년도 후반기부터는 테헤란로 지역

의 토지거래 하향추세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도심부의 토지거래 변화는 현 추세를 연장하려는 경향

을 보이고 있어, 청계천복원의 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 전반기 토지거래는 테헤란로의 토지거래량에 비하여 하향추세를 보 으나, 2005년 하반기 이후 

청계천복원공사가 완공되는 2005년 10월까지는 토지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그림 5-1-66> 분기별 건축동향

(2) 지가변화

오피스임대료는 복원 전·후로 도심부내 기타지역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데 비하여 청계천변에서는 평균 

10% 상승하 고, 지가는 테헤란로 지역이 20% 상승한데 비하여 도심부내 기타지역이 30%, 청계천 변에

서는 40% 이상 상승하 으며, 왕십리뉴타운 지역은 80%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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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7> 지역별 지가변화율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의 경우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11% 상승한데 비하여 천변 아파트단지는 20~30%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계천변에 대한 상가 임대료는 유동인구 증가가 매출로 직접 

연계되지 못하는 산업점포들이 밀집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청계천복원이전인 2004년 4월과 복원 이후인 2005년 11월의 상가 임대료 변화를 살

펴본 결과, 관수동 지역의 청계천로변의 경우 2004년 4월에 2백만원에서 변화가 없으며, 종로변은 1백5

십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33% 상승하 다. 재개발구역인 예지동지역은 청계천로변의 경우 6십만원에서 1

백만원으로 40% 상승하 으며, 종로의 경우에도 2백만원에서 2백5십만원으로 25% 상승하 다. 하지만, 

관수동 북측 돈의동지역의 경우, 2백8십만원에서 3백4십만원으로 22% 상승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의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장시장지역은 청계천로변과 종로변 모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고, 동대문 신발시장지역은 청계천로의 경우 1백3십만원에서 1백5십만원으로 15%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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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변동

현재 2000년 이후의 인구변동률 추정이 가능한 행정동 자료를 중심으로 1998년 이후의 인구감소율을 살

펴보면, 2000년 55,890명에서 2005년 50,107명으로 10.3% 감소하여 감소율이 상당히 둔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감소율의 둔화추세가 청계천복원의 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둔화추

세를 계기로 청계천복원과 함께 가시화되는 재개발사업구역에 지불가능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정

책지원수단을 마련하여 주거확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증감률

인구수
인 59,291 57,480 55,890 55,085 53,032 50,767 50,735 50,107

증감률 - -3.054% -2.766% -1.440% -3.727% -4.271% -0.063% -1.238% -16.56%

세대수
세대 23,563 23,068 22,832 23,040 22,502 22,087 22,585 22,993

증감률 - -2.101% -1.023% 0.911% -2.335% -1.844% 2.255% 1.807% -2.331%

표 5-1-62. 행정동 단위 도심부 인구변화추이

도심부 지역에 대하여 2002년 7월 청계천복원사업 발표시점과 2005년 12월 현재의 인구변화를 법정동 단

위로 살펴보면, 전체 119개 동에서 26개 동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가 둔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심부에서 인구가 증가된 법정동을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교남동, 정동, 서소문

동 등 덕수궁 주변과 운니동, 인의동, 연지동, 종로5가동, 종로6가동 등 종묘주변, 그리고 관수동, 수표

동, 입정동, 을지로3가동 등 청계천 주변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급증현상은 내수

동의 경희궁의 아침, 수송동 로얄팰리스와 두산위브, 정동 베르시움 등 최근 도심부내에 들어서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재개발·재건축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보행량 변화

청계천복원 전·후 주변지역에 대한 보행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소방·기계·공구상가, 전기·전자, 냉

열·냉동설비, 금속·철강 등 산업용도가 밀집한 세운상가 주변 및 도심외곽지역의 숭인동·신설동·왕십

리동 구간에서는 보행량이 감소 추세이나, 유흥·위락 및 의류·패션 도소매상가가 밀집한 구간에서는 급

격하게 보행량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차 및 교통접근성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산업용도들은 상대적으로 보행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여건 변화보다 경관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향을 받는 유흥·위락시설 및 의류·패션상가는 보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천변 산업용

도는 경관 및 교통여건 변화와 함께 지가 및 임대료가 상승하여 점진적인 토지이용변화를 통한 재적응 과

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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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도변화

청계천 주변지역의 신축·증축·개보수 건축물의 용도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블록 

내부에서부터 산업용도들의 타 용도 전환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도심권에서는 업무용도와 숙

박용도, 동대문 권역에서는 숙박 및 근생시설, 도심 외곽지역에서는 숭인동의 경우 업무와 숙박, 신설동의 

경우 주상복합과 근생시설, 기타 황학동·왕십리뉴타운지역·용두동·마장동의 경우에는 근생시설로 전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용도가 밀집한 용두동·마장동 지역에서는 주거용도가 주택과 근

생시설이 복합된 점포주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시사점

첫째,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운상가 및 왕십리 뉴타운지역에 대하여 토지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들 지역이 도심 재활성화를 위한 거점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변지역 토지시장의 과열과 함께 난개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작성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공익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청계천 주변지역의 보행량 변화는 청계천변의 경관 및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를 예

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 및 소비업태들의 용도전환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

며, 앞서 지가상승 및 임대료 상승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업종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전 대상 업체에 대한 단기적인 이주대책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이용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일부는 

러브호텔 및 향락용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경계하여 지구단위계획 작성 시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감안한 용

도관리지침과 권장용도의 유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도심부의 인구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용도·용적제 배제 등 간접적인 시책 

외에도 기존 주거지역의 환경을 정비하여 인구이탈을 방지하면서 노후주택지역은 재개발을 유도하여 도심

부내 인구를 확보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심산업

1) 연구개요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산업부문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산업통계 D/B를 활용한 모니터링, 청계천 일대 

사업체 직접설문조사에 의한 모니터링 과 같은 두 차원으로 실시되어 왔다.

산업통계 D/B를 활용한 모니터링은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인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시자

료에 기초하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청계천 일대 도심산업의 추이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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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하반기 모니터링에서는 2005년 상반기까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 온 별도의 사업체 직접설문조사

가 실시하지 않고, 산업통계 D/B를 활용한 모니터링만 실시하 다. 

2) 연구결과

도심 전반적으로 2001년부터 2004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체는 2.24%의 증가를 보 으며, 복원사업이 있

었던 2002년부터 2004년 기간 동안에도 미미하나마 0.7%의 증가를 보 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사업체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종사자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 기간동안 서울시 전체적으로 0.15%

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도심의 경우에는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2년~2004년 기간 

동안에는 3.97%에 달한다.

도심지역
사업체 증감률

2001 2002 2004 01-02 02-04 01-04

서울시 전체 723,701 735,258 740,778 1.60 0.75 2.36

도심계 162,233 164,726 165,875 1.54 0.70 2.24

종로구 39,135 39,073 39,115 -0.16 0.11 -0.05

중구 66,873 68,942 69,748 3.09 1.17 4.30

성동구 24,218 24,264 24,466 0.19 0.83 1.02

동대문구 32,007 32,447 32,546 1.37 0.31 1.68

표 5-1-63. 도심의 자치구별 사업체 증감률 

청계천 일대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04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울시 및 도심의 사업체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6.2%의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복원사업 이전인 2001년부터 2002년 동안에 유발된 것이다

(2002년~2004년 0.95%). 한편, 종사자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04년이라는 기간동안 3.49% 증가한 것

에도 불구하고, 복원사업이 진행되었던 2002년~2004년 기간 동안 7.43%가 감소하 다. 이처럼 청계천 

일대에서 사업체 증가에 대비하여 종사자가 감소한 것은 경제 전반의 침체와 맞물려 복원사업의 진행에 

상응하여 사업체가 입지이전이나 사업규모 축소와 같은 조정과정을 거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2001 2002 2004
 2001-

2002

 2002

-2004

 2001

-2004

사업체

청계천 일대 46,454 48,871 49,337 5.20 0.95 6.20

도심계 162,233 164,726 165,875 1.54 0.70 2.24

서울시 전체 723,701 735,258 740,778 1.60 0.75 2.36

종사자

청계천 일대 166,078 185,495 171,878 11.69 -7.34 3.49

도심계 818,870 837,668 804,446 2.30 -3.97 -1.76

서울시 전체 3,763,794 3,805,462 3,732,230 1.11 -0.36 0.15

표 5-1-64. 청계천 일대 사업체 및 종사자 변화 추이(2001년~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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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종로구 사업체가 약간 감소한 것과 비교하여 사업체가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중구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각각 10.57%, 1.83%의 증가가 나타나, 중구에 의해 

복원사업을 전후하여 청계천 일대에서는 미미하나마 산업적 성장이 견인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산업집적

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 2002 2004
 2001

-2002

 2002

-2004

 2001

-2004

종

로

구

서린동 175 172 179 -1.71 4.07 2.29

관철동 837 848 821 1.31 -3.18 -1.91

관수동 1,023 1,033 1,025 0.98 -0.77 0.20

장사동 2,155 2,027 1,979 -5.94 -2.37 -8.17

예지동 3,338 3,356 3,073 0.54 -8.43 -7.94

종로2가동 418 481 468 15.07 -2.70 11.96

종로3가동 963 1,012 959 5.09 -5.24 -0.42

종로4가동 830 827 807 -0.36 -2.42 -2.77

종로5가동 1,430 1,496 1,400 4.62 -6.42 -2.10

종로6가동 2,697 2,739 3,394 1.56 23.91 25.84

창신동 1,746 1,686 1,470 -3.44 -12.81 -15.81

숭인동 1,303 1,317 1,281 1.07 -2.73 -1.69

소계 16,915 16,994 16,856 0.47 -0.81 -0.35

중

구

태평로1가동 149 231 238 55.03 3.03 59.73

무교동 460 518 489 12.61 -5.60 6.30

다동 548 574 503 4.74 -12.37 -8.21

삼각동 183 192 103 4.92 -46.35 -43.72

수하동 238 253 85 6.30 -66.40 -64.29

장교동 281 350 308 24.56 -12.00 9.61

수표동 527 584 556 10.82 -4.79 5.50

을지로1가동 154 173 171 12.34 -1.16 11.04

을지로2가동 64 54 34 -15.63 -37.04 -46.88

을지로3가동 597 645 637 8.04 -1.24 6.70

을지로5가동 189 183 186 -3.17 1.64 -1.59

주교동 1,671 1,741 1,832 4.19 5.23 9.63

방산동 870 877 855 0.80 -2.51 -1.72

산림동 1,279 1,227 1,202 -4.07 -2.04 -6.02

입정동 845 868 863 2.72 -0.58 2.13

을지로6가동 6,953 7,820 7,870 12.47 0.64 13.19

흥인동 526 587 662 11.60 12.78 25.86

신당동 9,266 10,057 10,828 8.54 7.67 16.86

황학동 2,019 2,188 2,233 8.37 2.06 10.60

소계 26,819 29,122 29,655 8.59 1.83 10.57

성

동

구

상왕십리동 197 190 184 -3.55 -3.16 -6.60

하왕십리동 48 56 83 16.67 48.21 72.92

도선동 690 712 694 3.19 -2.53 0.58

홍익동 575 594 608 3.30 2.36 5.74

마장동 1,210 1,203 1,257 -0.58 4.49 3.88

소계 2,720 2,755 2,826 1.29 2.58 3.90

동대

문구

신설동 45 44 42 -2.22 -4.55 -6.67

용두동 20 136 206 580.00 51.47 930.00

소계 65 180 248 176.92 37.78 281.54

계 46,454 48,871 49,337 5.20 0.95 6.21

표 5-1-65. 청계천 일대 구별·동별 사업체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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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복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심 및 청계천 일대의 산업생태

계에 부정적 향을 거의 주지 않은 채 순조롭게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산업 구조적 측

면에서 보면, 복원사업의 진행을 계기로 도심 전반적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점진적 전환이 진행되

고 있고 청계천 일대에도 활발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증가 혹은 증가로의 전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으로는 건축 및 부동산관련 서비스 업종으로, 이는 복원 및 주변부 개발에 따른 

직접적 결과로 판단되며, 이외 과거 청계천 일대에 자리 잡고 있던 목재·종이·섬유·의류 등의 제조업

종과 생활형 소비재 도매업종, 그리고 운송업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반면, 감소 혹은 감소로의 전환을 나타낸 업종으로는 기계·금속관련 제조업 및 도매업이 두드러지고 있

다. 이외에 전형적인 도심형 서비스 업종군인 의류·신발·가전 및 가정용품 등의 소비재 소매업종 등도 

동반 감소하고 있고 금융 및 사업서비스 업종과 화·출판·여행관련업, 음식업 등의 소비자 서비스 업

종도 이전의 증가세에서 2002년부터 2004년 기간 동안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 경우에 기계·금속 제조

업과 도매업은 당초 복원사업 실시 이전 도심부 발전계획에서 모색된 바 있는 도심산업 공간배치 구상과 

일관된 것이다. 도심형 서비스 업종 군과 관련해서는 청계천 일대에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종에 따라 

중구나 종로구 등 도심 전반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확산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시사점

첫째, 도심 및 청계천 일대 산업의 활발한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도심에 다양한 산업적 변화가 점

진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이후에도 도심과 청계천 일대의 산업적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 요구된다. 동시에, 이러한 추세 속에서 청계천 일대의 산업구조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

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정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된 바와 같이 이주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이주대상 업체의 불확실성을 불

식시키고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주업체들의 요구와 산업적 특성을 반 하여 완성도가 높은 단지

로의 조성이 바람직하다.

둘째, 향후 진행될 도심부 개발 및 재개발을 고려해 볼 때 임대료나 지가의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데, 이는 청계천 일대 업체들에 대한 경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지식기반의 고부

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적 전문화·집적화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여 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논리와는 별도로 

고부가가치 부분으로 업종전환이나 지식기반화·첨단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해당 업종의 기술적·산업적 발전 추세와 전망을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업

종전환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상의 연계나 시설·장비 투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볼 때, 시설장비

의 처분, 시설개체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병행하

여 업종전환에 대해서도 정책자금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가

령, 도소매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물리적 이미지와 장소의 정체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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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발프로젝트가 촉진될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는 사업체가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생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용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도심의 지가상승에 따른 청계천 일대 세제조업체의 주변부 확산이 예

상되는 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용 시설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통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교통부문의 모니터링은 청계천복원사업 완료로 인한 주변의 교통상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교통문제로 

인한 민원문제 소지를 미연에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계천주변지역의 장기적 교통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간적 범위

  - 청계천복원 공사 전·후

• 공간적 범위

  - 평균통행속도를 수집하는 도심주요가로축은 남대문로, 대학로, 돈화문로, 배오개길, 세종로, 우정

국로, 율곡로, 을지로, 종로, 창경궁로, 청계천로, 태평로, 퇴계로, 훈련원로이며, 총 15개축임.

  - 도심 유·출입 교통량을 수집하는 지역은 총 25개 지점임.

  - 대중교통의 승객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는 서울메트로(1호~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호~8호선)가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에서의 승객 이용현황이며,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버스등록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 버스업체의 카드승객 이용현황임. 

• 내용적 범위

  -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서울도심 속도변화 분석

  -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도심 유·출입 교통량 변화 분석

  -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속도변화 분석

  -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서울시 및 도심 대중교통 이용객수 변화 분석

  -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서울시 지하철 권역별 O-D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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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1) 도심 주요가로 속도

복원공사 착공 전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교통상황 모니터링 결과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도

심의 교통상황은 오전첨두시(07:00~09:00) 17~18km/h 오후첨두시(18:00~20:00) 12km/h로 복원공사

전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체계개편이 있었던 2004년 7월에 도심 통행속도가 약간 감소되었으나 2004년 9월 이후 점차적으

로 속도가 안정화되었다. 그리고 청계천로의 통행속도는 2004년 4월 이후 소통상태가 개선되어 오전 

17km/h, 오후 12km/h를 유지하 다.

(2) 대중교통이용객수

버스의 이용승객(교통카드이용건수)을 비교해 보면 복원공사 후에도 그 변화가 미비하 으나, 대중교통체

계개편 이후 2003년도 12월 대비 15.1%가 증가되었다.

<그림 5-1-68> 월별 버스 이용객수 변화  

지하철 이용자수는 서울시 전체에서는 2003년도 6월 대비 3.3% 증가되었으며, 특히 도심에서는 9.0% 증

가하 다.



V. 청계천복원사업의 평가와 전망 

1236

<그림 5-1-69> 서울시 전체 지하철 이용승객 월별 추이

이와 같은 현상은 청계고가의 철거로 인해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단전환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서울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이 복원 전에 비하여 그리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지하철 O-D분석 

2002년 6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도심으로 진·출입 하는 지하철 O-D분석 결과에 의하면, 강남, 강서권

역에서 도심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북권역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동북권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계고가와 청계천로에 많이 

의존하는 통행패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시작 후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를 포기하고 정시

성이 높은 지하철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북권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서비스 용량을 늘려주는 작업이 향후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주변상인·거주민 설문조사 

도심으로 통근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03년 12월에 비해 2004년 6월에 교통정체에 

따른 불편은 다소 감소한 반면 매출액감소에 대한 우려는 5% 이상 늘어나 전반적인 불경기가 청계천상권에

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사 전·후 지하철 분담비율이 2.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주변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업주차장 신설에 대한 불만 사항이 가장 높았으며, 특

히, 41.1% 정도는 현 청계천로에 조업주차장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물리적인 주차장 신설보다는 수요관리 등과 같은 방법으로 주차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계천로 주요 교차로에서 U-turn허용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73.1%정도가 허용에 

찬성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요교차로에서의 U-turn은 청계천을 횡단하는 남북 교통류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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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현 계획안과 같이 차도교에 U-turn보다는 근접한 보도교에 

유턴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청계천변 보도의 협소성에 관해서는 66.2%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하 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처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계천복원에 따른 만족도 설문조사 중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의 주 이용교통수단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

변은 지하철이 가장 높았으며,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관광버스)을 이용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76.8%로 

자가용의 7.5%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주말에 청계천에 접근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빈도를 높이거

나, 특별 대중교통을 증편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여 청계천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교통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통상황 분석 및 신호 최적화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정산된 미시적 교통시뮬레이션(MITSIMLab)을 사용하여 청계천 시점부에 U-turn

이 존재하는 현황과, 대안-1, 대안-2, 대안-3을 각각 4번씩 시뮬레이션 수행하 다. 그리고 각각의 시뮬

레이션 결과에서 산출된 분석범위 내 가로축 15곳의 통행속도를 산술평균하여 대안별로 비교분석하 다.

구분 내용

현 황 동아일보앞 U-Turn 존재

대안-1 모전교 좌회전 신설

대안-2 모전교 북측도로 양방향통행

대안-3 모전교 차량통제 및 좌회전 신설

표 5-1-66. 대안구분

동아일보 앞에서 U-turn하는 차량(230대/시)이 많지 않아 대안1과 대안2에서 파악되듯이 U-turn 제거에 

대한 향이 크지 않았으나, 대안3의 경우는 모전교 앞 차량통제로 인해 주요가로 평균속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심주요가로의 현황을 최적 교통상황으로 볼 때 통행속도 측면에서는 대안2가 대안1과 대안3에 비하여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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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Kph)

가로명 현황 대안-1 대안-2 대안-3

율곡로 19.04 20.70    1.67 21.06   2.03 18.91 -0.13 

종로 24.29 24.50  0.21 25.31  1.02 25.90  1.62 

청계천로 20.44 19.63 -0.81 19.66 -0.78 22.84   2.40 

을지로 19.89 17.91 -1.97 17.36 -2.53 15.44 -4.45 

퇴계로 29.38 27.71 -1.68 26.89 -2.49 21.14 -8.24 

세종로-태평로 19.91 18.21 -1.70 21.30  1.39 22.74  2.83 

남대문로-우정국로 14.22 13.22 -1.00 12.47 -1.75 14.40  0.19 

삼일로 18.02 15.17 -2.85 15.37 -2.65 11.27 -6.75 

돈화문로 11.00 11.85  0.85 11.29  0.29 11.46  0.45 

배오개길-창경궁로 11.91 11.74 -0.17 12.45  0.54 11.58 -0.33 

훈련원로-대학로 10.81 8.41 -2.40 9.25 -1.56 9.11 -1.70 

흥인문로 10.64 10.55 -0.09 10.46 -0.18 9.76 -0.88 

왕산로 20.94 19.91 -1.02 19.82 -1.11 14.09 -6.85 

마장로 13.63 13.83   0.19 14.81   1.18 11.56 -2.07 

왕십리길 18.49 18.90   0.40 19.79  1.30 17.60 -0.90 

평균 17.51 16.82 -0.69 17.15 -0.36 15.85 -1.65 

표 5-1-67. 시뮬레이션 추정 주요 가로 통행속도

(6) 교통운영 시뮬레이션

청계천복원완료 후 도심지역(종로, 을지로 축 포함)의 교통운 방안에 대하여 청계6가 동대문에서 동대문

운동장 방향의 U-turn 허용에 대한 운 방안을 분석한 결과 U-turn을 허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교통상

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의 주요한 원인은 청계6가지역에 U-turn 차량에 의해 통과교통의 

정체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7)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후 대중교통이동성 분석

대중교통체계개편 후 서울시 외곽에서 청계천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효과를 대중교

통이동성을 통해 파악하기 위하여 도봉-미아축, 강남대로-삼일로축, 수색-성산로축의 6개 행정동과 중앙

버스전용차로 시행예정인 2개 행정동의 이동성 변화를 파악한 결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후의 대중

교통이동성은 도봉-미아축에 특히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수색-성산로 축은 효과가 도

봉-미아축에 비하여 적게 나타나 효율적인 운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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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환경·열화상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ESSD)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과 적용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시민의 기초적 환경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발상전환이 요구

되고 있다. 이는 종래의 물리적 시설위주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생태가치의 회복이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 도심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의 환경·생태적 

가치회복 가능성을 복원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복원사업의 효과를 한층 제고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청계천복원에 따른 분야별 환경 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향후 환경친화적 

도심부 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 활용한다. 또한 청계천복원으로 인한 대기환경·열화상의 변화를 분석하

고, 복원공사 전후 시민의식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향후 청정한 도심 생태·환경공간의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결과

(1) 대기환경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농도변화 모니터링

① 청계천복원에 따른 대기오염 월별 변화분석

 대기오염 항목별 모니터링 분석결과 : 2004년 8월~2005년 6월

2005년 5월 청계천복원공사의 마무리 작업 진행, 그리고 서울시 버스교통체계의 개편 작업 등과 맞물려 

토목공사가 더욱 활발한 시기에 측정된 대기오염 측정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0월부터 2004년 7월 기간

과 비교하여 2004년 7월 이후부터 2005년 6월까지 대기오염항목은 뚜렷한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러나 2004년 8월 이후 청계천복원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인 금년 6월까지의 청계천 도로변 미세먼지 오

염도는 변화의 폭은 있으나, 80 ㎍/㎥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청계천 및 일반지역의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황 오염수준은 커다란 변화 없이, 평균적인 오염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산화질소 오염도의 경우 시청 앞, 일반지역에서 2004년 8월 이후 증가 경향을 나타내

고 있으나, 청계천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기오염 항목별 모니터링 분석결과 : 2005년 7월~2005년 12월

2005년 7월 1일을 시점으로 청계천 도로변 대기환경 수준의 모니터링 결과, 당초 복원공사 진행에 따른 

도심 교통체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의 부정적 효과가 일부 제기되었으

나, 시민의 자동차 운행억제 협조 및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전반적으로 대기환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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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긍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복원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던 8월 이후 하반기 동안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는 57㎍/㎥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원공사 최종완료 시점인 10월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05년 기간 동

안의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비교하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단위  : ㎍/㎥)

구  분 주변지역 청계천 청계천·주변지역1)

복원 전 66.1 74.0 1.12

복원 후 67.7 60.0 0.89

증감률2) 2% -19% -21%

1) 청계천·주변지역 = 청계천 농도 ÷  주변지역 농도  

2) 청계천복원 공사 전 대비 복원 공사 후 농도 증감률(%)

3) 주변지역은 동대문·서울역·청량리 도로변측정소이며, 청계천은 청계4가 도로변측정소임(각 10월 월평균 자료임)

표 5-1-68. 청계천복원 전·후 미세먼지(PM10) 농도 변화

(단위  : ppb)

구  분 주변지역 청계천 청계천·주변지역1)

복원 전 53.0 69.7 1.31

복원 후 49.7 46.0 0.93

증감률2) -6% -34% -29%

1) 청계천·주변지역 = 청계천 농도 ÷  주변지역 농도 

2) 청계천복원 공사 전 대비 복원 공사 후 농도 증감률(%)

3) 주변지역은 동대문·서울역·청량리 도로변측정소이며, 청계천은 청계4가 도로변측정소임(각 10월 월평균 자료임)

표 5-1-69. 청계천복원 전·후 이산화질소(NO2) 농도 변화

② 청계천 및 주변지역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측정분석

청계천 및 주변지역의 총 5개 지점에서 3일(2005.11.4~6)간 채취된 시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중 주요

물질인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m+p-Xylene)물질에 대하여 2005년 11월 4일부터 6일

까지의 측정 지점별 3일간 평균 농도를 측정하 다.

측정결과 BTEX의 각 물질별 농도 분석 결과 중에서 각 지점별 농도 분포는 Benzene의 경우 청계 2가에

서 3.56 ppb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로 2가에서 0.2 ppb 로 가장 낮은 농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Toluene, Ethylbenzene, m+p-Xylene 에서는 을지로3가의 농도가 각각 105.35 ppb, 15.275 ppb, 

14.105 ppb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  분 종로2가 을지로3가 청계2가 청계4가 동대문

Benzene 0.2 1.82 3.56 2.56 2.19

Toluene 18.51 105.35 61.72 23.8 23.9

Ethylbenzene 1.32 15.275 2.415 1.525 3.01

m+p-Xylene 1.285 14.105 3.31 1.875 2.58

표 5-1-70. 청계천 및 주변지역의 VOC(BTEX) 농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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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복원공사 전·후 열화상 변화 비교분석

① 2005년 열화상 6차~10차 측정결과 및 종합분석

 청계천복원 이후의 시간대별 열화상 온도분포

청계천복원 이후(7차 측정, 단 유지용수는 거의 없는 상태임)의 청계4가에서 서울 평균온도와 비교하여 

형성되는 도심 열섬강도는 과거 교통량이 집중되고 청계고가가 있던 이전(1차 측정)에 비해 최대 10.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계천 시범 통수가 시작된 2005년 7월 이후부터 2005년 11월까지 진행된 3차례 청계4가 열화상 측정결

과에 의하면, 청계4가의 도심 열섬강도는 19.5%(9월 5일), 21.6%(9월 7일), 51.3%(11월 24일)로 7차 측정

의 열섬감도 10.6%에 비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어, 도시열섬 완화효과는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에 

더욱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계천 유지용수가 시범 통수된 날의 청계8가에서의 도심 열섬강도는 최대 30.6% 수준으로서, 청계천복

원에 따른 냉각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5년 9월부터 11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청계8가 도심 열섬강도의 변화를 2005년 7월의 열섬강도와 비교

하여 살펴보면, 청계4가와 유사하게 겨울철에 열섬강도가 최대 68.6% 수준으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청계4가 하천단면에서의 시간대별 온도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7월의 경우 하천용수가 흐르는 지점(R7)에

서의 온도가 10시 29.6℃(시간평균 34.3℃), 12시 31.1℃(시간평균 37.2℃), 14시 35.6℃(시간평균 42.1℃), 

16시 34.9℃(시간평균 41.7℃) 등으로 나타나, 하천재생에 따른 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청계8가 하천단면에서의 시간대별 온도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7월의 경우 하천용수가 흐르는 지점(R5, 

R6), 그리고 녹지 공간(R7, R8)에서의 온도가 하천재생에 따른 온도 저감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9월부터 11월 기간 동안의 청계4가 및 청계8가 지역의 하천단면에서의 시간대별 온도변화는 2005

년 7월과 유사한 패턴이나, 주변지점의 온도변화에 비해 변화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4가와 종로5가 온도변화 비교

청계천복원공사가 진행되던 5차 측정시기에 청계4가 및 종로5가 지역을 대상으로 횡단면 온도분포를 비교

하면, 도심열성 강도가 높은 청계4가에서 고가도로 및 노면도로 철거, 교통량 감소 등으로 인해 약 0.1℃ 
낮게 나타났다.

청계천복원공사가 진행되던 6차 측정시기에 청계4가 및 종로5가 지역을 대상으로 횡단면 온도분포를 비교

하면, 도심열성 강도가 높은 청계4가에서 고가도로 및 노면도로 철거, 교통량 감소 등으로 인해 약 3.7℃ 
낮게 나타났다.

청계천복원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일부 청계천 유지용수가 있는 7차 측정시기에 청계4가 및 종로5가 지

역을 대상으로 횡단면 온도분포를 비교하면, 약 0.8℃ 낮게 나타났다.

청계천복원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범 통수가 되어 일부 청계천 유지용수가 있는 8차 측정시기에 청계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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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종로5가 지역을 대상으로 횡단면 온도분포를 비교하면, 약 2.8℃ 낮게 나타났다.

청계천복원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범 통수가 되어 일부 청계천 유지용수가 있는 9차 측정시기에 청계4가 

및 종로5가 지역을 대상으로 횡단면 온도분포를 비교하면, 약 4.4℃ 낮게 나타났다

청계천복원이 완공된 이후의 10차 측정시기에 청계4가 및 종로5가 지역을 대상으로 횡단면 온도분포를 비

교하면, 약 3.3℃ 낮게 나타났다.

 청계천 8가와 왕산로 온도변화 비교

청계천 유지용수가 충분히 공급된 시기에 관측된 7차 측정시기에 청계8가 및 왕산로 지역을 대상으로 횡

단면 온도분포를 비교하면, 약 3.6℃ 낮게 나타났다. 특히 청계4가~종로5가의 횡단면 온도분포 변화와 

비교하여, 온도편차가 더욱 많게 나타난 것은 청계8가 구간의 하천용수 및 녹지 공간 조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계천 유지용수가 시범 통수된 7차 측정시기보다 충분히 유지용수가 공급된 시기에 관측된 8차 측정시

기에 청계8가 및 왕산로 지역을 대상으로 횡단면 온도분포를 비교하면, 약 5.9℃ 낮게 나타났다.

8차 측정시기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유지용수가 공급된 시기에 관측된 9차 측정시기에 청계8가 및 왕산로 

지역을 대상으로 횡단면 온도분포를 비교하면, 약 5.4℃ 낮게 나타났다.

청계천복원이 완공된 10차 측정시기에 청계8가 및 왕산로 지역을 대상으로 횡단면 온도분포를 비교하면, 

약 1.1℃ 낮게 나타났다.

 청계천복원 전·후 온도변화 상대비교

청계천복원사업 전·후의 온도 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차~10차 측정기간에 분석된 청계4가 및 청계

8가 지역의 도로와 하천단면 지점별 온도자료의 상대보정을 위해 평균온도를 기준으로 각 지점별 온도 비

율을 산정하 다.

청계4가의 경우 당초 고가(노면)도로 으나 현재 하천용수가 흐르는 지점(R7)에서의 복원 전 97.6%(1차 

측정)에서 복원 후 85.9%(7차 측정), 83.7%(8차 측정), 80.6%(9차 측정), 76.7%(10차 측정) 수준으로 나

타나, 청계천복원에 의한 최대 온도 저감효과는 약 10%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는 청계천복원에 따라 형

성되는 도심 열섬강도 저감효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되었다. 그리고 여타 청계4가 열화상 측정지점

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2%~5% 정도의 온도저감 효과가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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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1 R2 R3 R4 R5 R6 R7 R8 R9 R10

1차 107.8 107.8 118.5 105.4 91.2 98.0 97.6 90.6 90.6 93.7 

2차 124.6 131.5 106.3 97.6 83.5 119.6 109.7 83.0 78.0 66.3 

3차 101.8 105.5 103.0 106.7 103.6 94.2 88.3 97.9 102.7 96.3 

4차 99.7 101.8 101.3 102.3 102.1 97.9 95.9 99.0 100.9 99.1 

5차 106.0 106.1 102.6 101.4 101.6 113.5 96.3 91.6 89.1 91.7 

6차 109.5 112.2 106.5 101.2 103.6 108.0 88.9 88.5 90.6 91.0 

7차 97.7 104.9 103.3 103.6 103.3 99.1 85.9 100.4 101.1 100.6 

8차 101.5 104.4 103.8 98.2 99.5 101.9 83.7 101.8 102.9 102.2 

9차 101.3 108.0 103.6 93.0 94.1 104.4 80.6 105.9 105.3 103.9 

10차 100.9 109.9 99.7 93.9 92.5 107.3 76.7 108.1 105.5 105.6 

평균 105.1 109.2 104.8 100.3 97.5 104.4 90.4 96.7 96.7 95.0 

최대 124.6 131.5 118.5 106.7 103.6 119.6 109.7 108.1 105.5 105.6 

최소 97.7 101.8 99.7 93.0 83.5 94.2 76.7 83.0 78.0 66.3 

주 : R1·R2=아스팔트, R3=보도블럭, R4=청계천 수변 보행도로, R5·R6=청계천, R7·R8=녹지, R9=보도블럭, R10=아스팔트

표 5-1-71. 청계4가 온도편차 비율분포 

청계8가의 경우 하천용수가 흐르는 지점(R5, R6)에서의 복원 전 99.8%~100.2%(1차 측정)에서 복원 후 

86.9~89.3%(7차 측정), 84.1~58.7%(8차 측정), 83.7~86.1%(9차 측정), 83.2~85.4%(10차 측정) 수준으

로 나타나, 청계천복원에 의한 최대 온도 저감효과는 약 10%~13%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

계천 수변 인근 녹지공간이 조성된 지점(R7, R8)에서도 6%~7% 정도 온도 저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타 청계4가 열화상 측정지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2%~5% 정도의 

온도저감 효과가 추정되고 있다.

구분 R1 R2 R3 R4 R5 R6 R7 R8 R9 R10

1차 113.6 113.6 102.8 101.0 100.2 99.8 99.3 100.4 94.9 91.2 

2차 124.5 114.6 108.1 116.9 111.1 98.7 104.3 89.7 68.2 64.1 

3차 114.4 121.1 103.2 109.6 92.1 85.4 98.3 96.3 77.3 102.2 

4차 106.3 101.0 97.2 99.2 99.1 96.3 100.1 92.2 103.1 105.5 

5차 126.6 105.9 122.8 123.9 118.4 99.3 74.1 75.1 85.9 68.1 

6차 114.1 108.3 95.3 124.3 102.6 105.3 82.1 81.7 88.5 97.8 

7차 114.9 103.6 97.7 108.3 86.9 89.3 93.2 93.0 105.9 107.2 

8차 113.5 104.3 98.9 110.1 84.1 85.7 93.4 96.0 106.1 107.8 

9차 114.2 102.6 97.4 112.8 83.7 86.1 91.7 98.9 103.6 109.0 

10차 115.3 100.1 97.3 114.5 83.2 85.4 90.8 101.1 102.7 109.6 

평균 115.7 107.5 102.1 112.1 96.1 93.1 92.7 92.4 93.6 96.3 

최대 126.6 121.1 122.8 124.3 118.4 105.3 104.3 101.1 106.1 109.6 

최소 106.3 100.1 95.3 99.2 83.2 85.4 74.1 75.1 68.2 64.1 

주 : R1·R2=아스팔트, R3=보도블럭, R4=청계천 수변 보행도로, R5·R6=청계천, R7·R8=녹지, R9=보도블럭, R10=아스팔트

표 5-1-72. 청계8가 온도편차 비율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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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열화상 측정의 시사점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에 따라 과거에 형성되었던 5단계 온도분포에 비해 3단계 온도분포와 같은 보다 단

순화된 온열환경을 나타내며, 이는 도시기후의 복합적 변화요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특히 청계천복원공사 진행에 따른 청계천 도로 통행량 변화에 수반된 인공배열 감소와 같은 열 환경 변화

향이 일부 나타났다.

향후 청계천복원 및 주변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건축물의 청계천 인근 건축선 후퇴(setback), 그리고 도로

변 완충녹지·공개공지의 확보를 고려하게 되면, 열 온도분포는 더욱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계천 집중관측에 의한 도시열섬 저감효과

기상연구소에서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청계천 주변지역에서 집중기상관측을 수

행하여 기온 분포 및 복원 후 기온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 청계천 주변지역 기온은 송월동 및 서울 평균기온보다 약 2.2℃까지 높았고 복원 후 청계천내 

녹지지점의 기온은 청계천 주변지역보다 약 0.9℃까지 낮았다. 또한 복원 후 청계천 주변지역(청계천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500m 범위) 기온은 약 1.3℃까지 감소되어 열섬 효과를 낮추었다.

청계천 주변지역은 즐비한 상업, 업무용 건물 및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인공적인 열 배출과 콘크리트

와 아스팔트 등의 지표면에서 열 보존 등이 다른 도심 지역 보다 커 기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복원 후 

청계천 하천 용수 및 잔디 등의 녹지지역 조성은 청계천 주변지역의 열섬 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

다.

(3) 청계천복원사업 전·후 바람길 변화분석

① 청계천 도로변 측정자료

청계천복원에 따른 바람길 변화 향을 시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01년부터 2005년 기간 동안 여름철 

7월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 

청계천 지역의 7월 평균풍속은 2001년 0.7㎧, 2002년 0.7㎧, 2003년 0.6㎧, 2004년 0.6㎧, 2005년 0.9

㎧으로, 풍속이 연도별 증감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최대풍

속 자료의 경우에는 평균풍속의 증가추이에 비해 더욱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임). 

② 청계4가 및 청계8가 바람길 변화

청계4가 바람길 변화는 전반적으로 복원 전에 비해, 복원 후에는 풍속이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청계천 도로변이나 청계천 수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계천복원 전에는 고가도로 및 노면도로로 활용되었으나, 새롭게 청계천이 형성되면서, 하천 단면×
하천 길이만큼의 찬 공기(cool air) 덩어리가 이동할 수 있는 소규모 수변 바람길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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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8가 바람길 변화는 수변공간의 평균 풍속은 약 0.9㎧, 최대 풍속은 2.8㎧ 으로 찬 공기 협곡풍(street 

canton)과 같은 바람길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③ 청계천 바람길 활용방안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과정에 바람, 온도 등 환경요소를 배려하는, 이른바 기후조

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도심에 바람길을 확보한 사례는 청계천복원사업이 처음이다. 향후 서울의 바람길 지도가 만들어지면 자연

지형·건물배치 및 개발현황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바람길 조성에 의한 대

기오염 확산으로 대기오염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도시계획은 과거에 비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주거·상업지는 가능한 한 대규모 주택단지나 고층

화보다는 주변지역의 여건이나 바람 흐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원활한 

바람통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건축물의 배치, 층수, 건물의 간격 등을 적절하게 조

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시사점

첫째는 교통체계가 변화와 대기오염도의 개선효과이다. 청계천 도로변 상업용도의 주차공간을 대체하기 

위하여 동대문운동장의 활용, 청계천 우회도로의 교통집중 등으로 인하여, 동대문운동장 주변 일부 지점

에서 자동차 유발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승용차 통행수요 절감 및 대중교통

체계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이 갖는 도심 환경·생태가치의 회복효과가 보다 장기적으로 극대화 되어, 시민의 쾌적한 

환경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도심 공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교통환경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친화적 도심교통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도심생태환경 회복 공간으

로서 시민이 즐겨 찾는 청계천가로가 되기 위해서는 조업차량·주차차량의 엔진 공회전 억제, 일반자동차

의 진입억제, 통과교통량의 분산,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으로 대기환경 개선 교통대책이 적극적으로 도입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서울도심을 교통·환경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

기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도시기후를 고려한 도심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청계천복원공사가 완성된 이후, 대기환경·소
음·일조량·악취 수준의 개선 등과 같은 시민의 기대효과에 실제 대응할 수 있는 도상계획(圖上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시책추진의 원활한 연동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계천복원 관련 환경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청계천

복원의 환경개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계천 시민 참

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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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패널조사

1) 패널조사 개요

청계천 모니터링에서 패널조사는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과 청계천 주변 사업체 등을 대상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4차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구분 제1차 패널조사 제2차 패널조사 제3차 패널조사 제4차 패널조사

모집단
청계천 주변지역 

사업체

청계천 주변지역 

지역주민

청계천 주변지역 

사업체

청계천 주변지역 

사업체

2005년 11월 현재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표본크기 1,000개사업체 500명 1,000개사업체 509개 사업체 1,000명

조사지역 청계천 주변지역 4개구 13개 행정동
청계천 주변지역 4개구 

13개 행정동

청계천 주변지역 4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

구, 성동구)

서울시(25개구)

표본추출방법
지역·업종 규모를 

고려한 비례할당추출 

지역·성·연령 

규모를 반영한 비례

할당추출

지역·업종 규모를 

고려한 비례할당추출 

판단표본추출

(청계천로주변 1층상가

사업체)

지역·성·연령 규모를 

반영한 비례할당추출

표본오차
±3.1%

(신뢰수준 95%)

±4.4%

(신뢰수준 95%)
±3.1%(신뢰수준 95%) - ±3.1%(신뢰수준 95%)

조사방법

면접원의 직접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조사

(Face-to-face Personal Interview)

개별 면접조사  개별 면접조사
전화조사

(Telephone Interview)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구조화된 질문지 구조화된 질문지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기간 2003년 12월 3일 ∼ 12월 20일 (18일간)
2004년 5월 28일 ∼ 

6월 11일 (15일간)

2005년 1월 11일∼ 

15일

(6일간)

2005년 11월 24일∼ 

25일

(2일간)

표 5-1-73. 모니터링 관련 패널조사 비교

2)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민의식조사2)

(1) 조사개요

① 조사목적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민의식조사는 서울시의 새 명소로 자리 잡은 청계천에 대해 서울시민을 대상으

로 이용행태, 만족도, 복원이후 인식변화 등 전반적인 시민의식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청계천복원사업의 

사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1~3차의 패널조사 결과는 모니터링 1, 2차에 수록하였기 때문에 제3차 모니터링에서는 2005년 11월말 경에 실시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계

천복원이후의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만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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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설계

구분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

조사 대상   2005년 11월 현재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조사 지역   서울시(25개 구)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 및 숙련된 면접원에 의한「전화조사 방법」(Telephone Interview)

표본 추출
  행정구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추출(Proportionate Quota Sampling)

유효 표본     총 1,000명(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조사 기간   2005년 11월 24일 ~ 25일

조사 기관   (주)월드리서치

표 5-1-74.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 조사설계

(2) 조사결과

① 서울의 대표 이미지

서울시민들은 서울의 대표적 상징공간으로 서울 중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남산·인왕산·북한산

(34.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한강·시민공원(25.7%), 고궁·종묘(23.4%), 청계천(22.2%) 등도 높

게 제시되었다. 

한편 ‘청계천’을 선택한 응답자(222명)의 경우도 복구이전에는 청계천이 아닌 ‘한강, 한강시민공원’(27.0%), 

‘남산, 인왕산, 북한산’(23.9%), ‘고궁, 종묘’(15.3%) 등을 높게 제시하 다. 반면, 복구 이전 시점에도 서

울시 상징공간으로 청계천을 응답한 응답자는 단 1명에 불과하 다.

② 청계천 이용 행태 및 만족도

서울시민 10명 중 4명 이상(46.1%)이 지난 10월 개통된 청계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방문경험자(461명)는 청계천에 1번(50.1%) 혹은 2번(24.9%)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목적으

로는 관광 차원(54.7%)이 가장 많았다. 또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으로 터널분수(1순위 15.8%, 종합순위 

25.4%)가 최우선으로 지적되었고, 이어 옥류천, 광통교, 물 등의 순으로 높게 선호되었다.

청계천복원 이후 환경 상태는 복원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수질(4.3점), 악취(4.3점), 바람길(4.3점)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울시민은 주로 

TV·라디오(61.8%)를 통해 청계천 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91.3%가 청계천에 ‘다시 오고 싶다’는 긍정적 방문의향을 밝혔고, 또한 청계천복원에 대해 절

대적으로 만족(90.6%)한다는 의견을 보 다.

청계천복원에 만족하는 시민들은 주변 환경이 좋아서, 물이 흐르는 모습이 좋아서 등 주로 환경친화적인 도

시모습에 긍정적 이유를 찾았다. 반면 불만족자는 불만족 이유로 교통 불편, 인공적 인상 등을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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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인식

서울시민들은 청계천복원사업이 사업취지에 맞게 서울의 역사, 문화 환경을 잘 복원한 사업이라는 낙관적 

평가(89.8%)를 내렸다. 또한 서울시민의 절대 다수(96.0%)가 청계천복원사업이 서울시 도심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 다. 

④ 청계천복원 이후 인식변화 및 과제

청계천복원 이후 도심지역 이미지 개선 측면에 대한 서울시민의 긍정적 평가는 92.9%, 인근지역의 환경 

개선 측면에 대한 긍정평가는 83.8%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계천의 역사·문화 복원 측면에 대한 긍정적 평

가는 74.2%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서울시민들은 청계천복원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로 생태환경 회복(48.7%)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이어 서

울의 새로운 쉼터 마련(28.1%)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계천복원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는 교통문제(28.1%) 우려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문제

(18.4%), 환경문제(18.3%), 편의시설 부족문제(18.2%)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서울시민은 복원 이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으로 도시문화 공간 확충(32.1%)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이어 주변부 재개발(23.7%), 문화유산 복원(17.3%)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청계천 주변지역에 설치되길 희망하는 문화시설로는 전통공연장(25.1%), 테마파크(21.4%), 공연·전시장

(19.2%) 등이 우선적으로 선호되었다.

서울시민들은 청계천이 문화자원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의 환경오염 

방지(51.4%)를 위한 자구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고 이어 하천보전 노력

(19.7%), 청계천 규제사항 준수(18.4%) 등이 높게 지적되었다.

(3) 시사점

서울시민 10명 중 4명 이상(46.1%)이 2005년 10월 복원된 청계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청계천에 대한 적극적 호응 정도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청계천 방문경험자(461명)는 청계천에 

1번(50.1%) 혹은 2번(24.9%)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번 방문한 비율이 25% 정도로 주목할 만한 수치

이다. 시민들의 과반수이상은 청계천을 관광하기 위해(54.7%) 방문하고 있어 복원 이후 청계천을 서울의 

랜드마크 혹은 마케팅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계천 방문자들이 복원된 청계

천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곳으로는 터널분수(1순위 15.8%, 종합순위 25.4%)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뒤이어 옥류천, 광통교, 물 등의 순으로 선호정도가 높았다.

시민들은 청계천복원 이후 주변의 환경상태가 아주 개선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개발의 성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특히 수질(4.3점), 악취(4.3점), 바람길(4.3점)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시민의 91.3%가 청계천에 ‘다시 오고 싶다’는 긍정적 방문의향을 밝혔고, 또한 청계천복원에 대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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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만족(90.6%)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만족의 이유로 주변 환경이 좋아서, 물이 흐르는 모

습이 좋아서 등 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모습을 들고 있다. 한편, 복원에 대해 소수이긴 하나 불만족 하다

는 응답자들의 경우 교통 불편, 인공적 인상 등을 지적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들은 청계천복원사업이 사업취지에 맞게 서울의 역사, 문화 환경을 잘 복원한 사업이라는 낙관적 

평가(89.8%)를 내리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절대 다수(96.0%)가 청계천복원사업이 서울시 도심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청계천복원 이후 도심지역 이미지 개선 측면에 대한 서울시

민의 긍정적 평가는 92.9%, 인근지역의 환경 개선 측면에 대한 긍정평가는 83.8%로 나타났다. 한편 청계

천의 역사·문화 복원 측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74.2%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낮다.

서울시민들은 청계천복원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로 생태환경 회복(48.7%)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이어 서

울의 새로운 쉼터 마련(28.1%)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도심 내 공간과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락

함을 제시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계천복원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는 교통문제(28.1%) 우려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문

제(18.4%), 환경문제(18.3%), 편의시설 부족문제(18.2%)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으며, 향후 가장 우선시 되

어야 할 사업으로 도시문화 공간 확충(32.1%)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이어 주변부 재개발(23.7%), 문화유

산 복원(17.3%)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청계천 주변지역에 설치되길 희망하는 문화시설로는 전통

공연장(25.1%), 테마파크(21.4%), 공연·전시장(19.2%) 등이 우선적으로 선호되었다.

서울시민들은 청계천이 문화자원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의 환경오염 

방지(51.4%)를 위한 자구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이어 하천보전 노력

(19.7%), 청계천 규제사항 준수(18.4%) 등이 높게 지적되어 시민의 동참 정도가 도시공간의 지속성을 유

지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청계천 보존과 유지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

여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언론동향

1) 연구개요

(1) 연구목적

청계천복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복원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향후 청계천복원과 같은 대규모 정책 사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언론동향을 분석하여 서울시 정책입안 

및 수립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6대 신문사를 통해 보도된 청계천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청계천복원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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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보도의 빈도 및 우호도에 어

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보도자료들을 14개 분야의 주제로 분류하고 Excel과 SPSS 통

계패키지를 이용한 빈도, 교차분석과 우호도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범위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일련의 주제로 분류하여 빈도 및 우호도 추이

를 분석하고 언론보도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2) 연구결과

(1) 빈도분석

전체 보도수의 경우,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언론동향을 분석한 결과 보도수는 총 451회로 2004년

도의 보도수 320회에 비해 증가하 다.

단위  : 회(%)

시기 동아 문화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계

2

0

0

4

1월 6 7 8 3 7 4 35

2월 3 4 9 5 21 5 47

3월 9 2 16 5 18 6 56

4월 7 2 8 5 11 5 38

5월 5 1 6 3 11 5 31

6월 5 3 6 3 9 1 27

7월 2 2 2 1 1 1 9

8월 2 - 3 1 7 - 13

9월 4 2 2 2 3 4 17

10월 1 1 4 1 8 1 16

11월 2 5 3 10 3 23

12월 1 1 1 1 3 1 8

소계(%) 47(14.7) 25(7.8) 70(21.9) 33(10.3) 109(34.1) 36(11.3) 320(100)

2

0

0

5

1월 1 4 4 1 4 4 18

2월 3 1 1 1 4 4 14

3월 5 2 4 4 6 5 26

4월 4 2 4 - 3 4 17

5월 5 1 3 2 4 2 17

6월 5 9 7 7 7 5 40

7월 5 2 5 2 3 - 17

8월 9 7 14 5 5 - 40

9월 19 9 24 19 10 20 101

10월 15 11 18 12 20 20 96

11월 5 2 10 6 6 9 38

12월 5 5 3 4 4 6 27

소계(%) 81(18.0) 55(12.2) 97(21.5) 63(14.0) 76(16.9) 79(17.5) 451(100)

표 5-1-75. 언론사에 따른 월별 신문보도 빈도



제1장 청계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251

14개 분야 주제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주제수는 521개로 나타났고, 각 보도가 포함하고 있는 평균 주제수

는 약 1.16개로, 2004년도의 388개, 1.21개에 비해 보도수는 증가하 다.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각각 112회(21.5%), 71회(13.6%)의 비교적 높은 빈도를 나타냈

고, 뒤를 이어 공정 60회(11.5%), 역사 45회(8.6%), 재개발 40회(7.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언

론보도는 문화 → 환경 → 공정 → 역사 → 재개발 등의 순으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

년도의 경우는 역사(38.9%) → 문화(10.1%) → 재개발(7.5%) → 상인·환경(각각 7.2%) 등의 순으로 나타

나 2004년도의 중요하게 이슈가 되었던 역사복원문제 등으로 인한 압도적으로 높았던 역사분야에 대한 

보도빈도가 줄고 비교적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고루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중순위
2004년 2005년

분야 빈도(%) 분야 빈도(%)

1 역사 151(38.9) 문화 112(21.5)

2 문화 39(10.1) 환경 71(13.6)

3 재개발 29(7.5) 공정 60(11.5)

4 상인 28(7.2) 역사 45(8.6)

5 환경 28(7.2) 재개발 40(7.7)

6 공정 27(7.0) 정치 29(5.6)

7 학술 24(6.2) 상인 25(4.8)

8 시민 22(5.7) 재원 20(3.8)

9 교통 14(3.6) 교통 19(3.6)

10 경제 12(3.1) 시민 15(2.9)

11 정치 12(3.1) 경제 14(2.7)

12 재원 2(0.5) 학술 4(0.8)

13 보상 - 보상 3(0.6)

기타 - 기타 64(12.3)

계 388(100) 계 521(100)

표 5-1-76. 주요 분야 보도비중비교

월별 보도추세의 경우, 청계천복원공사 시작시점인 2003년 7월을 전후하여 최고조에 이르렀던 언론의 보

도빈도는 이후 급격히 감소하 다가 2004년 상반기 문화재 복원문제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아 보도 빈

도 역시 증가하 다. 이후 2004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 던 보도빈도가 복원공사 완료시점인 2005년 9

월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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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0> 월별보도 추세 

2005년 언론사별 보도 빈도는 조선일보가 97회(21.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 고, 다음으로 동아일보 

81회(18.0%), 한국일보 79회(17.5%), 한겨레 76회(16.9%), 중앙일보 63회(14.0%), 문화일보 55회(12.2%)

로 나타나 조선 → 동아 → 한국 → 한겨레 → 중앙 → 문화 순으로 보도빈도가 높았다. 2004년도의 경

우 한겨레(34.1%) → 조선일보(21.9%) → 동아일보(14.7%) → 한국일보(11.3%) → 중앙일보(10.3%) → 
문화일보(7.8%) 순이었다. 2005년도의 경우 2004년도에 비해 한겨레의 보도비중이 감소한 반면 다른 언

론사들의 보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 다.

2005년도의 언론보도는 2003년이나 2004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다. 특히, 청계천복원공사가 

완료시점에 이르러서는 언론의 전반적인 평가가 좀 더 우호적으로 변화하 다. 이는 역사적 문화재 복원

이나 세상인분야를 제외하고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대내외적 평가를 반 하는 

것이다.

(2) 우호도분석

보도의 우호도는 2004년의 경우 중립적인 보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비판적(비판+적극비

판)보도가 우호적(찬성+적극찬성) 보도 보다 빈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비판적 보도수가 높았다. 그러나 

2005년도의 경우, 우호적(찬성+적극찬성) 보도가 49.9%로 비우호적(비판+적극비판) 보도 14.5%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이는 청계천복원공정이 거의 완료에 가까워지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역사분야 갈등도 

수그러지고 공사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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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회(%)

구분 -2 (적극비판) -1 (비판) 0 (중립) +1 (찬성) +2 (적극찬성) 계

2

0

0

4

1월 1 4 14 13 3 35

2월 11 11 11 9 5 47

3월 11 22 16 7 - 56

4월 3 8 27 - - 38

5월 4 7 16 4 - 31

6월 6 5 11 4 1 27

7월 - 4 1 4 - 9

8월 1 2 4 6 - 13

9월 1 1 4 7 4 17

10월 - 4 3 9 - 16

11월 3 3 7 10 - 23

12월 - 1 5 2 - 8

소계(비율) 41(12.8) 72(22.5) 119(37.2) 75(23.4) 13(4.1) 320(100)

2

0

0

5

1월 - - 14 2 2 18

2월 1 5 3 5 - 14

3월 2 6 11 7 - 26

4월 1 - 11 4 1 17

5월 - 4 3 10 - 17

6월 - 2 18 19 1 40

7월 - 3 7 6 1 17

8월 2 1 16 19 2 40

9월 - 11 27 59 4 101

10월 1 15 29 49 2 96

11월 - 7 14 17 - 38

12월 - 3 8 15 1 27

소계(비율) 7(1.6) 56(12.9) 155(35.6) 204(46.9) 13(3.0) 521(100)

표 5-1-77. 우호도별 보도 빈도

주제별 우호도 추이의 경우 2005년도에는 전체 평균 0.37의 우호도를 보인 가운데, 경제(0.86), 문화

(0.60), 시민(0.53), 재개발(0.38), 학술(0.75), 환경(0.56)의 분야가 높은 우호도를 보인 반면, 보상

(-0.67), 역사(-0.09), 공정(-0.07), 교통(-0.05)은 음의 우호도를 기록하 다. 이는 2004년도의 주제별 

보도성향에서는 전체평균 -0.17로 음(-)의 우호도를 보이고, 언론보도가 역사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는 다른 양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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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1> 주제에 따른 연도별 우호도 평균 비교

2005년도의 월별 우호도 추이를 살펴보면, 2월과 3월의 우호도만이 음(-)의 우호도를 보이다가 이후 계

속적으로 양(+)의 우호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특히 6월의 통수식과 10월의 복원공사 완료시점을 전후하여 

높아지는 양상을 보 다.

<그림 5-1-72> 월별 평균우호도 추이(2005년 1월 ~ 2005년 12월)

3) 시사점

첫째, 청계천복원사업과정을 통해 언론과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는 공공사업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경험하 다. 중요한 점은 서울시의 언

론대책은 언론에 이끌려간다거나 언론의 지적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언론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그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동일한 사실(fact)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보도의 기조가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언론사들간 보도 기조의 상충이 일어날 때 서울

시에서는 ‘사실’만을 보도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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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향후 언론대응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청계천의 장소성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홍보 전략의 구축이

다. 현재 복원된 청계천에 대한 시민의 높은 지지도와 세계 여러 도시의 높은 관심은 청계천 홍보를 위한 

좋은 환경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체계적 홍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공공부

문사업 성과는 언론을 적절하게 활용할 때 홍보 파급효과가 가장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론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청계천의 장소성을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언론사와 함께 기획보도 혹은 탐사보도를 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청

계천복원을 통해 서울의 브랜드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서울이라는 브랜드 혹은 지속가능한 도심개발이 결

과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제적 가치를 높인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어떤 ‘공간상품’(place 

product)이 마케팅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언론 전략의 기조가 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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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제1절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과

1. 지식기반사회의 혁신적 리더십

1) 사회변화에 따른 혁신적 리더십의 필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이 시민의 상식과 기대만큼 성과가 없고,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제의 

장래가 불투명해진다면 시민은 그 정부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이와 함께 불만과 갈등이 발생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행태로 시민은 현재의 정부나 지도자를 불신하고 비난하게 되

고 좀 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내세우는 지도자상을 갈구하게 된다. 따라서 지도가 갖고 있는 자질과 역

할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성패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조직을 둘러싼 외적 환

경이 1980년대에 들어서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안정적 환경을 전제로 정립되었던 전통적 리더십 이

론들은 그 타당성을 잃기 시작하 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현상을 유지하고 기대되는 성과를 요구하던 리

더십 이론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주목받는 리더십은 과거처럼 권위주의에 입각하여 결정사항을 공표하고 순응을 강요하

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상주의를 표방하며 구성원들에게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구성원 개개인에게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는 혁신

적 리더십을 요구되게 되었다. 혁신적 리더십은 늘 해오던 방식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함으

로써 변화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한다(신유근a, 1997: 

349). 

혁신적 리더십은 각각의 리더십 유형 중에서 조직효과성이 가장 높은 현대의 복잡한 갈등상황에서 갈등기

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하는데, 변화되는 사회에서 강조되는 리더의 새로운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향제시자(pathfinder)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리더는 조직의 대

표자로서 관리의 효율성을 뛰어넘어 조직의 이해관계자 전체를 만족시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 둘째, 리더는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능할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하를 

신뢰하고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과신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한다면 부하가 기가 죽어 버리고 조직은 정체하여 발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는 직원과 상호

간 신뢰하고 그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고 활용해야 한다. 셋째, 리더

는 비전을 단지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속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통해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리더는 언제 갈등상황에 직면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갈등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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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리더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재를 활용하고 실천의

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갈등상황에서는 기지를 발휘하여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

는 것으로 요약된다. 

2) 정치체제에서의 혁신적 리더십

(1) 시장

2002년 민선 3기로 서울 시장에 당선된 이명박 시장은 2001년, 아태환경NGO 총재로 일하면서 2002년에 

있을 민선시장 선거준비를 했다. 이명박 후보가 선거 캠프를 조직해 선거를 준비할 무렵, 서울시에서는 

청계고가 보수 비용문제로 고심하고 있었고, 몇몇 뜻있는 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계천살리기연구회’라

는 모임에서는 청계천복원을 주제로 ‘청계천살리기심포지엄’을 열어 청계천 복원에 대한 구상을 현실화 하

는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때마침 환경단체의 총재로 일하고 있었던 이명박 후보는 선거공약으로 청계천

복원을 선거 이슈화해 여론의 동의를 얻게 되면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01년 8월, 당시는 제2회 청계천살리기심포지엄이 끝난 직후로 노수홍 교수 측에서는 청계천복원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태 고, 정치사안화되어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면 노수홍 교수 입장에서도 이명박 총재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9월, 이명박 후보는 노수홍 교수와 만날 것을 제안하고 당시 선거캠프에서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있던 백

용호, 제타룡 등도 함께 참석했다. 이명박 후보는 시장이 되면 노수홍 교수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했고, 노수홍 교수 또한 선거캠프 쪽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기꺼이 협조하겠

다고 약속했다. 그리나 이후 이명박 선거 캠프 내부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할지 말

아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특히 기존에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있던 여러 전문가들은 청계천복원사

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대를 했다. 

그러던 중 본격적인 선거구도에 들어가면서 시장후보로 출마한 다른 후보들도 청계천복원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민주당의 경선 후보로 나선 이상수씨가 청계천복원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고, 

민노당, 사회당 후보 측에서도 청계천복원에 대해 찬성하며 나섰다. 이렇게 너도나도 청계천을 복원하겠

다고 나서 오히려 청계천복원 이슈가 선거때문에 흐려질 듯한 기미조차 보 다. 

민주당 경선 결과로 처음부터 청계천복원사업에 반대 입장이었던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고 청계천복원사업

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민주당 김민석 후보 간의 뜨거운 정책공방 사안으로 떠올랐다. 한편 이명박 

후보 측은 노수홍 교수가 이끄는 ‘청계천살리기연구회’에서 입수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계천복

원사업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근거를 철저히 준비한 상태 기 때문에 점차 여론은 이명박 후보 측

의 손을 들어 주기 시작했다. 

여기에 환경·시민·사회단체에서도 청계천복원의 필연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한겨레신문을 비

롯한 언론 또한 청계천복원공약을 지지했다. 또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청계천복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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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청계천을 복원하는 데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공

약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었다 . 

이명박 시장의 혁신적 리더십의 면모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놓는 과정을 통해 엿 볼 수 있

다. 이 시장은 청계천복원에 회의적인 기득권 세력과 달리 새로운 시각에서 청계천복원을 긍정적으로 생

각하고 공약으로까지 밀어붙 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모두가 “안된다”라는 보수적 입장

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할 때 이 시장은 개혁적 입장에서 적극적 입장을 먼저 취함으로써 혁신적 리더십의 

요건인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다. 

창조적 리더십은 불안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관에서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의 마음을 잡는다고 했다. 또

한 독특한 신념체제로 독자적인 국가관과 사회관, 정치이론, 경제이론, 문화론 등도 함께 가지고 있다(백

상건, 1984:190~1)고 했다. 

창조적 리더십의 이러한 특성들은 이각범(2001)이 강조한 혁신적 리더십의 요건 중 비전능력으로도 설명

이 된다. 비전능력은 어느 누구도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미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비전제시의 가치는 예측의 정확성이 아니라 변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명박 후보가 민선 3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청계천복원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약사

업이 되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청계천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시장직무인수위원회에 입해 그 동안의 연구 

성과와 정책대결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의 청사진부터 만들었다. 여기에 참여한 이들은 노

수홍 교수를 비롯한 정동양, 원제무, 양윤재, 조광권 등 청계천살리기연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

는 인물들이었다. 

2002년 7월 2일 시장취임과 동시에 청계천복원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만들어졌

고, 7월 4일 청계천복원사업의 연구 활동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황기연 박사가 지휘

하는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이 발족되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성 보완과 비판기능, 시민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담당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가 노수홍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청계천복원사업을 주도

하는 거버넌스의 윤곽이 만들어졌다.1) 

혁신적 리더십 요건 중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

다.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창조적 플랜을 작성하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대중과 항상 교

류한다고 한다(박현모, 1995:245~6). 또한 의사결정의 권한도 집단체제에 대폭 위양하는 특성을 보인다

(신유근b, 1997:400). 

또한 혁신적 리더십은 변화창출능력을 가지고 있다. 변화창출능력의 원천은 실천의지와 인재의 활용이다. 

변화창출능력이란 제시된 비전을 실천하는 능력으로, 리더는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

1) 여기서 ‘주도’ 거버넌스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삼각추진체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실제 거버넌스는 ①정부중심의 독자적 문제해결보다 네트

워크나 개인 또는 공공부문 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②지시나 통제보다는 조정기능의 강화에 대한 강조, ③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

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 ④정부 정책수행능력의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각자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구조와 과정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본 백서에서는 ‘주도’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청계천복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민관협력체계를 지

칭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는 주도 거버넌스의 외부에 존재하게 된다. 실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통로라 할 수 있었던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의 경우도 전문성과 심의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청계천복원사업을 주도하는 일련

의 추진체계의 총합을 ‘주도’ 거버넌스로 개념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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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

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사용한다(이각범, 2001).

취임 이후 이명박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들과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청계천복원사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

갔고, 사업을 위한 추진체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 시장은 가능한 모든 권한을 각 조직 책임자에게 위임

했다. 추진본부는 인수위에 참여했던 양윤재 본부장에게 위임했고, 시민위원회는 조직부터 위원 섭외까지 

모든 일을 노수홍 교수가 도맡아 처리하게 했으며, 연구단의 경우 시정연의 황기연 박사에게 맡겼다. 이

렇게 구성된 조직체계는 청계천복원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완벽한 거버넌스 체계의 기능을 하면서 원활

히 돌아가게 되었다.

청계천복원사업 주도 거버넌스가 제 모습을 갖추면서 청계천복원사업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청계천 지

역상인들에게도 적잖은 변화의 움직임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주도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곧 

사업추진을 의미했으며, 청계천복원은 복개된 청계천에 기반한 기존 산업 네트워크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

고하는 것이었다. 주도 거버넌스 형성과 함께 청계천 상인쪽에서도 집단을 구성하여 집합적 이익을 대변

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고, 2002년 8월 12일에는 청계천 상인을 대표하는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게 됐다. 

이명박 시장이 2002년 청계천복원계획을 추진할 즈음 화물트럭연대, 철도청 열차노조, 지하철노조 등이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열차노조 같은 경우 청계천복원사업에 반대하라고 지하철노조에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었고, 또한 부안사태, 새만금사태 등의 향으로 정부사업추진이 굉장히 힘든 상태 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청계천지역 상인들의 반대는 서울시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청

계천에는 600여개 단체와 22만 여명의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지

주라면 문제가 간단하지만 이 중 2만 정도만 지주이고 나머지는 모두 임차상인들이어서 해결법을 제시하

기도 매우 힘들었다. 왜냐하면 지주들의 경우 청계천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반사이

익을 볼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고, 또 업종에 따라서 매출이 좋아지는 상인들도 있어 좋아

지는 쪽과 나빠지는 쪽이 공존하는 제로섬(zero-sum)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인들의 강한 반

발은 서울시 측에서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는 모두들 사업 착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심지어 공무원사회 

내부에서까지도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었다. 이명박 시장에게는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보다 내부의 자포자기 분위기 쇄신이 우선적인 해결과제 다. 따라서 내부결속력을 다지는 일이 급선

무 다. 

조직구성원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전념(commitment)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직에 몰입하게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조직의 가장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목표는 특히 

조직구성원들이 고객 만족과 고객 유지(retention)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민간 기업조직에서는 명백하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공조직에서도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자신의 

업무나 조직에 몰입되지 않은 구성원이 많은 공공조직의 행정서비스는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이창원·김호정·박희봉·Ralph W. Adler, 2003:20). 

앞서 갈등관리기제로서 리더의 역할을 언급했듯이 사회의 갈등상황이나 조직의 구성원에게 문제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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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리더는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동원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범준·신승권, 

1997:106~7). 이 중에서 이 시장이 당시 취했던 역할은 진단 기능이었다. 리더로서 이 시장은 현재 놓여 

있는 상황과 당면한 문제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주어진 여건과 정보의 의미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했

다. 

이 시장은 갈등이 이처럼 여러 단체에 많은 사람이 얽혀 있을 때 일률적인 처리를 시행할 수 없는 1:1 대

응은 문제 해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대하며, 모든 공무

원은 시장을 비롯하여 하위 실무자까지 상인들에게 똑같은 대답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업 손실 보상 등 간접보상은 없으며, 

둘째, 이주문제와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관련 금융지원 등 협상안에 대해 문서계약은 하지 말 것이

며, 오직 구두로 설득하고 구두로만 협상한다. 이 시장 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가 필요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에서는 정책을 발표하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

정책을 갖고 누구와 협상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셋째, 서울시 이주제의를 수용하고 상인들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최대한 도와준다. 

넷째, 공사 도중 일어난 상품 및 건물 파손 등 직접적 피해는 100% 보상한다는 것이다. 다만 간접적인 보

상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은 고수한다. 

다섯째, 누가 언제 어디서 만나든 일관성 있게 같은 얘기만 하라는 것이다. 상인들은 막판 협상에 가서 

최고책임자를 만나면 뭔가 다른 제시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 최고책임자가 실무자와 똑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과도한 협상 요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사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의 모든 협상과정은 대부분 막판에 가서 대폭 변경되는 것이 관례 다. 최고책임자들이 실무자들이 해왔

던 것을 모두 무시하고 뭔가 특별한 보너스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이든 노조든 상인단체든 모

두들 툭하면 떼를 쓰고 책임자 나오라고 외친다. 이러한 협상 관행은 책임자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도록 

하여 상황을 매번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협상에도 악 향을 주게 된다. 이 시장의 다섯 번째 원

칙은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 사례뿐만이 아니라 지금 까지 악습으로 행해져 왔던 떼쓰면 해결되는 이러한 

관행을 깨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최고장이 결정해야 비로소 결론이 난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기공식 날짜를 공

표하는 등 미리 홍보해놓고 이것이 뒤집히지 않도록 선을 그었다. 때문에 절대절명의 사업이라는 

것을 상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각범(2001)이 말한 혁신적 리더십 중에 민주적 리더십이 있다. 민주적 리더십의 3가지 요건에는 의사소

통능력과 갈등조정능력, 기본을 세우고 지키는 능력이 포함된다. 이 중 기본을 세우고 지키는 능력은 국

가의 기본인 민주적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민주적 질서는 법치주의에 근거한다. 원칙과 법은 모든 사람

을 평등하게 만들고, 합법적이지 않은 물리적 폭력이나 권력의 자의적 폭력, 다중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 사회의 범죄와 익명성에 숨은 폭력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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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과 원칙에 근거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장의 5원칙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사람은 최대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불법

적인 시위나 폭력을 이용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도록 만든, 결과적으로는 

약자를 위한 일종의 보호 장치가 되었다.

이명박 시장은 5가지 원칙을 세운 후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는 지시만 내린 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상인 협상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상인들과는 일체 만나지 않았다. 상인문제와 관련한 협상에 대해 이 시

장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했다. 모든 약속은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 즉 문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 싸

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종간·상인간 조건이 모두 같아야 하는데 조항 하나만 틀려도 합의가 안 

되고, 또 다들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 누구 하나 먼저 합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

은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줄만 알았던 공무원들에게도 교훈을 줬다. 

이 시장은 이런 모든 갈등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 현대그룹 재직시절 최고경 자로 있으면서 겪었던 고

객, 바이어, 노조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상황을 토대로 직접 몸으로 체득한 살아있는 경험으로 

중요한 순간 기지와 순발력을 발휘했다. 최근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중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가로서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의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기업

가형 리더십(박순자, 2002)이다. 하나 더, 이 시장은 90%는 노련한 처세술로 이런 위기를 모면했다손 치

더라도 나머지 10%는 가난했던 젊은 시절 청계천과 이태원을 전전하면서 힘들게 공부했던 그 때의 심정

으로 진심에 호소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혁신적 리더의 중요한 덕목으로 위기관리능력이 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몇 번의 위기가 오기 마련이

라고 한다. 세계 최대의 재벌 빌 게이츠도 ‘성공은 형편없는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성공 뒤에는 항상 위기

가 찾아온다고 했다. 흔히 위기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는 임기응변과 순발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는 평소에 위기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철

저한가에 달려있다. 원칙 위에서 행동하고, 정도로 가는 행동이 힘을 얻는다. 묘수를 계속 두려다 보면 바

둑을 그르친다는 속담처럼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정직한 리더십일 것이다(이각범, 

2001).

우리는 앞에서 갈등상황에서 리더의 역할로 처방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처방적 기능은 상황진단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조직이 취해야 할 행동을 처방해 주거나 그 조직을 대표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처방해야 

하는 리더의 기능을 말한다. 갈등해결에 있어 중요한 리더의 조건이다. 리더는 공동체의 발전과 그 구성

원들의 복지구현을 위해 모두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

제와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이범준·신승권, 1997:106~7).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명박 

시장의 갈등관리능력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고, 평소에 많은 준비를 통

해 위기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얻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장이 착공 15일을 앞두고 경찰청에서 교통문제, 상인문제를 들먹이며 협조를 못하겠다는 통보를 해

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국무회의를 성사시킨 일화, 또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칼날같은 장관

들의 질문을 이해가 쉽도록 전문적 답변으로 장관들을 설득했던 사례는 현대사회의 리더십이 지식기반 위

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식기반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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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경험을 기업이나 사회, 혹은 정부의 것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식활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은 기업경 인으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정치에 이용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정부와의 갈등을 슬기롭

게 헤쳐갈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와의 갈등 외에도 이 시장을 바쁘게 내 몰았던 건 언론과의 갈등이었다. 언론과의 갈등은 언제가 시

작이고 언제가 끝이라는 게 없었다. 사업 초기부터 착공까지 언론과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

큼 계속 두드려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언론과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공사기법과 상

인과의 마찰을 시종일관 두드려댔다. 

이명박 시장은 공사기법 등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기자들이 소음이나 먼

지로 인한 시민불편이 초래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시장이 누구인가. 

건설회사에서 수십 년간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공사기법은 최신공법으로 소음도 거의 없고 편리하다는 것

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파고 깨고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두부 자르듯 언제 잘라냈는지도 모르게 

진행될 것이며, 한 치의 의심이 필요 없다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그게 가능한지를 재차 물었다. 

“여러분, 그게 달나라 가는 기술입니까? 요즘 세상이 화성 가서 탐사하고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 전송하는 세상

인데 이런 철거기법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단 말입니까. 내가 된다면 되는 일입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기업에서의 

경력과 충분한 노하우를 기자들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것을 

기자들에게 어필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언론에서는 더 이상 기술문제를 들먹이지 않았다.

청계천복원사업이 언론과의 큰 마찰 없이 무사히 착공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는 바로 이명박 시장의 언론

장악능력이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언론정책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서울시 대변인제도를 따로 신설했다. 

그 정도로 시장은 대 언론정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언론플레이는 역대 어느 시장보다 뛰어났다. 

착공을 앞두고 상인과의 갈등, 경찰청의 비협조로 여기저기서 7월 1일 착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도 의욕을 잃고 거의 포기한 상태로 있었다. 이 시장은 이런 공무원들에게 용

기와 힘을 주기 위해 내부적인 관리에 더 힘을 썼다.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이라고 주문했고, 내가 된다고 하면 된다는 전제하에 모두 움직이라고 했다. 우리 공무원 스스로 안 된다

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초지일관 ‘된다, 할 수 있다’

를 강조했다. 취임 후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신반의했던 공무원 사회 내부를 다독이는 것이 이 시장에겐 그 

어떤 갈등보다 풀기 힘든 숙제 다. 

7월 1일 착공이 힘들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을 뒤엎고 2003년 6월 30일 서울시공무원들은 자정을 기해 청

계고가를 차단한다는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착공 하루 전날, 행자부에서는 7월 1일 지하

철 노조 파업을 알려왔고 착공을 며칠 미뤄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이명박 시장으로서는 정말 거절하기 

힘든 요청이었다. 순간 갈등에 빠졌지만 이 시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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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착공은 우선 오래 전부터 해온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합법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버스

노조를 두고 불법적으로 파업하고 있는 지하철노조 때문에 정부정책을 번복할 수는 없는 일입니

다. 내일 착공은 미룰 수 없습니다.”

통화를 끝낸 이 시장은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소집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어디서 연락이 오든 자

신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으로서는 ‘이 때 연기하면 다음 번에 또 연기되지 않는다

는 보장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착공을 미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밀고나가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모든 공무원이 입을 맞추게끔 한 것은 결국 일관된 정책집행으로 이

후에 상인을 비롯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시장은 무사히 착공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신뢰로 꼽았다. 고가 철거 시에도 다이아몬드 

공법을 사용해서 밤에 조용히 작업해 시민이나 상인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 했다. 이 같은 일로 이 

시장은 ‘시장님은 선거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대단하다’ 평가를 받았다. 

이 시장은 정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말한다. 신뢰만 있으면 안 될 일은 없다는 것이 이 

시장 생각이었다. 결과적으로 비전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준다면 소득 2만 불 시

대도 금방 온다는 것을 그는 거듭 강조했다. 

노점상 이주 때도 마찬가지 다. 2003년 11월 말에 경찰청 간부들과의 만찬 때 그네들이 말하기를, 

“지하공사는 처음 철거 때랑은 달리 힘들다, 노점상이 반대하고 나서면 가스통 들고 몇 명은 죽

으려 들 것이다. 어떡할래?” “노점상 문제는 나한테 맡겨라. 걱정말고 부대 동원해서 우리 공무

원이 혹시 맞아죽을 것 같으면 좀 보호해 달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은 나서지 마라” 

노점상들이 그 때 당시 반발이 상당했지만 보상은 없으며, 대신 동대문운동장으로 갈 것을 제시했다. 반

대하던 노점상들 중 80%는 들어갔는데 강성인 노점상들 20% 는 들어가지 않았다. 노점상들도 어차피 서

울시랑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상인들도 똑같이 결국 보상을 못받았기 때문이

다. 바로 여기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외로 동대문에서 새살림

을 차린 벼룩시장이 잘 되자 나중에 나머지 20%가 넣어달라고 했지만, 안된다고 거절했다. 왜냐하면 강경

파들이 들어가면 기존에 먼저 들어간 80%가 강경파에게 눌릴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 다. 법을 지킨 사람

이 우선 이득을 보고 법을 어긴 사람한테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원칙도 작용했다. 결국 1달 후에 넣어

주기는 했다. 

국가경 은 원칙이 서야 한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향을 줘서 일하

기가 쉽다. 상인들의 업 손실 무보상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 것이 결국 노점상에게도 향을 주었고, 나

중에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시위하던 버스노조에도 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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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서울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시장의 리더십 : 인터뷰

• 공무원 A

이명박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들었으며, 세세한 내용까지 보고를 받

고 지시하여 항상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있었다. 또한 어떠한 결정이든지 한번 결정한 것

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 7월 1일 정해놓았던 날짜에 그대로 추진하고 제시한 road map대로 

추진해 나갔다. 상인들도 이명박 시장이 7월 1일 한다고 했으니 반대를 해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상대방에게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명박

이라면 할꺼라는 믿음이 있었다. 또한 상인들이 신뢰하게 했고, 서울시 협상팀이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현장사령관, 지휘관이라고 하면 이명박 시장은 병참보급과 같은 역할을 했다. 병참보급은 

충분하게 해주었으며 실무자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다. 경영안정자금도 이율을 내

리게 해주고 액수도 확보를 해주었으며 청계천 광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다. 재래시

장 환경개선시 예산에 없는 것들을 구청에 내려가는 특별교부금이라는 돈을 활용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었다. 병참기지로서 협상팀이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해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지원해 주었다. 

• 공무원 B

시장은 통상적으로 부처장관이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실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으나 이 시장은 실물경제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으로 일의 순서를 알고 있고 일의 시작부터 끝

까지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다. 언제까지 이 일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어떤 변수들이 위험요소(갈

등요인)로 작용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다. 청계천복원사업

은 실무형(또는 실물형) 리더십이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했으며 여기서 추진력과 자신감이 나오

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시키기 때문에 오차 

없이 진행되었다. 결국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큰 작용을 했다.

• 공무원 C

들리는 이야기로 고시장님은 결정을 아주 신중하게 하신다고 한다. 고시장님은 각종 위원회를 만

들어서 위원회에서 본인의 생각이 있더라도 본인생각을 위원회를 통해서 관철시키고 외부 위원

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다. 이명박 시장님은 전문가보다 실무자 이야기를 많이 듣

는 편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야기 하게 하고 격식이 없는 

것이 고시장 보다는 열려 있다. 고시장님은 책임을 질 생각하지 않고 위원회에 책임을 분산시킨

다. 반면에 이명박은 청계천복원사업에서 만약 교통대란이 날 경우 혼자 뒤집어 써야 하므로 고

시장님의 리더십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명박 시장님은 잘되면 공이 다 돌아올 수도 있지

만 잘못되면 엄청나게 다 뒤집어 써야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

슨 일을 하든 고시장은 반대하는 사람이 30%, 70% 찬성하면 반대하는 30%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이시장은 찬성하는 70%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시장은 찬성하는, 좋아하는 목소리가 먼저 

들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며 고시장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과감하

게 추진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히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의 경우 처음 현대건설에 들어갈 때 97명

이였던 직원을 몇 십만 조직으로 키워냈다. 직원 십 몇 만의 조직을 움직이는 데는 더 많은 위기

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행정기관의 위기와는 차이가 많겠지만 회사가 넘어가고 하는 것 같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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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많이 겪어 단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명박시장은 기업가형 리더십의 성공한 예로 변화를 

시키려는 시점에서 필요한 것 같고 고건시장은 관료형 리더십의 성공한 예로 안정된 시점에서 필

요한 것 같다.

• 공무원 D

전문행정가와 경영을 하셨던 사람과는 mind에서 차이가 있으며 경영 vs 관리라는 측면에서 차이

가 있다.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시장이라서 할 수 있었다.

(2)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시장을 한 개인의 리더로 보고 그 개인적 리더십 성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추진본부는 여러 명의 개

인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조직적 리더십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Bass & Stogdill's, 1990:11~8).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공무원들은 사업을 착공하느냐 마느냐를 좌우하는 

막대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청계천복원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상인과의 갈등이었는데, 상인과

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청계천복원사업이 첫 삽을 뜨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다. 때문

에 추진본부의 협상팀은 사업의 존폐를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의 전방위에서 

활동했다. 또한 시민단체와의 갈등, 중앙정부 및 언론과의 갈등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었다. 사업의 성공

은 전체 구성원의 역량과 그 조직력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두말 할 나위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청

계천추진본부 협상팀 공무원들의 상인협상 전략을 비롯해 시민단체, 중앙정부 및 언론과의 갈등관리를 통

해 공무원들의 리더십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들의 리더십은 크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철저한 사전준비다. 추진본부는 국내외 출장을 통해 유사사례를 철저히 준비했다. 추진단장을 중심

으로 국내사례 중에서도 성공사례, 실패사례, 반대민원과 갈등이 심화되어 실패했던 사례, 갈등이 심했으

나 성공한 사례를 케이스별로 분석했으며, 동강댐의 진척여부와 백지화의 이유, 경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알아보고 일부는 자료집으로 만들어 수시로 참고했다. 실무자들을 만나 왜 실패했는지 우리의 경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원지동 추모공원 사례, 여의도 광장 조성 사례, 노원쓰레기 매

립장 시설, 김포 매립지에서 주민과 어떠한 타협을 했는지, 보상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여 협상전략, 갈등관리 전략으로 활용하 다. 

직원들은 철저히 발로 뛰면서 자료를 수집하 고 그 자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수립할 

수 있었다. 공공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이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생각이나 예상 요구조

건 등을 파악한 상태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여 협상 가능한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

둘째, 강경파에 대한 온건파 만들기 전략은 건물도 한쪽을 허물어야 쉽게 붕괴될 수 있듯이 상인들의 취

약점을 간파하여 집중 공격했다. 상인수호대책위원회는 시위를 하려는 강경파와 대화를 하려는 온건파로 

나뉘었으므로 온건파를 먼저 설득하여 온건파가 강경파를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전략이었다. 

셋째, 역할분담 전략이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원활하게 해소하 다. 

단장은 총책임자로서 서울시 기본원칙을 굳게 고수하면서 동시에 서울시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

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했다. 과장은 대인관계가 좋으면서 하부선에서 총괄지위를 해야 하므로 업무에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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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미지가 강성으로도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팀장은 상사를 보필함과 동시에 하위직원을 관리하

는 중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이미지가 필요했다. 하위공무원은 부

지런한 사람이면서 신뢰감을 주는 사람으로 내부정보 수집자와 외부정보 수집자로 나누었다. 내부에서 정

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보상전문가로서 이론을 검토하고 각 부처와의 협조를 이루며 실무자와의 협의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었고,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배짱도 있고 상황파악을 잘 하며 상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넷째,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이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말처럼 상대

방에 대한 완벽한 조사 연구가 필요했으며 이에 2002년 7월부터 직원들이 청계천 전 지역의 상호, 업종, 

점포 종사자수, 매출액, 권리금, 상인단체 현황, 상인단체의 리더들 특성, 연계성, 개인성향 등 조사할 수 

있는 모든 현황을 파악하 다. 공공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상인과의 협상초기부터 업 손실 현금보상 불가, 공사착공 연기는 서울시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명시하고 대화를 하 다. 

이 과정에서 추진본부의 공무원들은 대화의 과정에서 10명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하 으며,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협상책에 관심이 있고 또 협상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온

건파를 공략해 상인들 사이의 틈을 더욱 벌려 나갔다. 상인들 중 온건파는 서울시의 협상팀과 상인 측 강

경파 사이에서 다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하고 중간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전

략이 맞아떨어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한 후 대책회의, 회의를 통해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은 재빨리 수정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했다. 3개월간의 사전조사 후 상인들이 어떠한 행동,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예측하고 기다렸으며 7월 

1일 착공에 대비해 5월 말, 6월 말 등 시기별로 반응과 행동을 다양하게 예측하고 준비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하 다. 

다섯째, 대화통로의 통일이었다. 협상팀 내부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대화통로가 확보되어 있었으며, 매주 토

요일 시장과의 회의를 통해 시본부와 추진본부는 상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협상팀은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전략을 세우고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언제나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

고 있었으므로, 상인 측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항상 같았으며 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여섯째, 상인과의 신뢰감 형성이었다. 대화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었으며,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지속

적인 만남을 가져 인간관계가 깊어졌다. 게다가 아무리 협상이 결렬되어도 대화채널은 항상 유지되어 서

로간에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갈등은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

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되 세부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했다. 특히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 대 개인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을 열게 한 점이 

효과가 있었다.

일곱째, 지리적 조건이다. 상인들은 항상 시장에 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을 때 찾아간다면 항상 만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7월 1일까지 일 년이라는 기간 동안 직원 5명이 현

장방문을 한 것이 3000회 정도이며 이것은 하루에 10번 이상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

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가능한 자주 만났던 것이 상인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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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해 주었고, 이 점이 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여덟째, 나이를 이용한 관계형성이다. 협상팀 공무원들은 상인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약간 많았다. 그런 측

면에서 친구나 동생같이 스스럼없이 대할 수 있고, 때로는 충고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었으며 상인들

도 스스럼없이 대할 수 있었다. 결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상인들이 투정을 부려도 되는 형처럼 

편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은 상인과 협상팀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었다. 

<그림 5-2-1> 청계천복원추진본부 협상팀 전략도

어떤 사업에서든 특정 시민단체가 반대주장을 펴기 시작하면 다른 단체까지 연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그들

의 특징이었다. 녹색시민위원회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사업반대를 외치고 나온 때는 거의 같은 시기

다. 착공 전에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상인단체의 갈등과 비슷한 강도로, 비슷한 페이스로 나갔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통문제와 상인대책 두 가지가 뚜렷하게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봤을 때 시

민단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은 없었다. 처음 연대를 이루어 반대했던 상인 측에서 사업을 찬성하고 

허용하겠다고 한 후에는 더욱 그랬다. 교통문제 또한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측면으로 전환을 한

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민의식

의 전환은 오히려 시민단체가 주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닌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에 시

민단체가 편들고 나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청계천복원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

행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시민위원회 활동이 어

렵다. 그런데 각종 시민단체의 인사들이 처음부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사업자체를 반대

하기보다는 방법상 생각을 달리하는 단체가 꽤 있었다. 청계천복원은 환경친화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명

분상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방법론상으로는 ‘계획을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7월 착공이 무리다, 

교통대책이 미흡하다, 상인대책 미흡하다’ 등이었지만, 너무 추상적이었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았다.

특히 노점상 대책, 상인대책 등을 그네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에 모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았으며, 완벽한 교통대책을 세운 뒤 착공하라는 것은 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과 같

았다. 더구나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이 미흡하지만 서울시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업에 협조하기로 한 상황

에서 시민단체의 반대이유가 상인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해석도 납득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도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독자적인 결정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었

다. 중앙부처는 상인대책과 시민공감대 형성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으나, 교통대책과 치안 수요부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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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경찰청에서 걱정하고 있었다. 상인들의 계속된 집회와 그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 때문에 치안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설득을 통해서 쉽게 해결되었다. 정작 협조를 구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교통대책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교통대책이 공사장 주변 교통처리 정도 외에는 준비된 것이 없다는 주장

이었다. 사실 교통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문제가 생겨도 서울시 전체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

시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다. 그리고 교통대책만큼은 추진본부나 서울시 교통국에서 독자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했고, 그들

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본부 공무원들은 경찰청에 여러 번 방문을 해서 

협조를 요청했으며, 사전에 공문을 통해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상인들의 집단시위 등 그들의 

동향을 파악해야 서울시 측에서도 빠른 대책을 세울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많은 의논을 했다. 그러나 아

무리 큰 불편이 있어도 청계천복원사업 자체의 대의명분이 누가 보아도 바른길(정도)이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마냥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적인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서울시에서는 

전 부처의 장·차관 실무자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고, 곧 협조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한편 실무자들의 경찰청의 협조 노력과 함께 시장의 국무위원 설득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 무렵 시장

은 직접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든 이가 찬성하는 공공정책은 있을 수 없으며,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

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로 국가 지도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발언을 해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했다. 당시 상황은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새

만금 등 정부사업이 시민단체, 이해관계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좌초되어 있는 상태 으며, 정부 또한 대규

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뚜렷한 정책의지, 추진력이 있으면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터

다. 이런 시장의 역할도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3) 거버넌스 체제에서의 혁신적 리더십

(1) 오피리언 리더 박경리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청계천복원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박경리 선생은 청계천복원사업의 필요성

을 다각도로 알리고 시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 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서울의 청계천을 떠올렸습니다. 인왕산과 남산 사

이의 서울 중심을 흐르는 청계천이 지금은 ‘거대한 쓰레기통’이죠. 광교를 비롯한 옛 문화재들을 

무참히 덮어버린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맑은 물을 흐르게 한다면 얼마나 후손을 위해 값진 일일까

요. 낡은 상가도 고급 쇼핑가로 정비하고 하천변에 산책로를 만든다면 서울의 자랑이 될 것입니

다. 도심 속의 문화와 환경을 함께 살리는 일이지요. 비무장지대(DMZ)도 10여개국 군대가 이데올

로기 싸움을 벌였던 냉전의 상징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두면서 ‘야생 동식물의 천국’으로 만든다

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 2001년 7월 23일 박경리-김명자씨 '토지문화관'에서의 환경대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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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월간 ‘현대문학’에 장편소설 ‘나비야 청산가자’를 연재하기 시

작했지만 지금 그의 관심사는 생명이고 환경이다. 그 중에서도 청계천 복원에 대한 관심은 각별

하다. 지난해 토지문화관에서 청계천 복원 관련 세미나를 두 차례나 개최했을 정도로 그는 열렬

한 청계천 복원주의자다. 사실, 원주를 찾기 며칠 전 인터뷰 요청을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문학 얘기는 하지 말고 청계천 복원 같은 환경 얘기만 하자”고 말한 터였다. 그가 꿈꾸는 청계

천 복원은 인간 중심의 복원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복원이다.

동아일보 2003년 5월 27일 생태-환경에 열정쏟는 작가 박경리 중에서

① 청계천과의 인연

박경리 선생과 노수홍 교수는 90년대 초 원주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업 때 처음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에

도 특히 환경에 관련된 문제로 토론 자리를 빌어 자주 만나게 되었다. 청계천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야

기 한 것은 98년 봄이었는데, 박경리 선생이 토지문화관을 짓고 있을 때 다. 원래 박경리 선생은 원주 

시내에 살고 있었으나 택지개발로 땅이 수용되면서 현재의 토지문화관 자리로 옮겼다. 박 선생이 당시 토

지문화관 회의실 설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노수홍 교수와 대덕 연구단지를 함께 둘러보러 가기로 

했다. 2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가면서 노수홍 교수가 청계천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기술적

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이 문제라고 털어놓았다. 사람 마음 바꾸는 데는 선생님 전

문이 아니냐며 노수홍 교수는 기술적인 문제는 청계천살리기연구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 선생께서는 사람

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 다. 그날 대덕 연구단지를 다녀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얘기가 

오갔고, 그 후 박경리 선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계천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② 오피니언 리더

공식적으로는 제1회 청계천살리기심포지엄 직후인 2001년 1월 동아일보에서 주선하여 환경부 김명자 장관

과 박경리 선생이 대담을 가졌다. 환경부 장관과 박경리 선생과의 만남 자체가 대서특필되었지만, 아쉽게

도 청계천복원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원래 주목적이 청계천과 관련한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것이

었는데, 김 장관은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시 사업인데, 서

울시 사업에 환경부가 따로 관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박경리 선생은 2003년 5월 착공을 얼마 남

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03년 5월, 노수홍 교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세미나 참석 차 갔다가 서울경찰청에서 교통문제, 상

인문제를 들먹이며 착공일에 협조를 못하겠다고 한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다. 마침 발표회장에는 이명박 

시장과 제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백용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등 초창기 

멤버들이 모두 함께 있었다. 노수홍 교수는 인사말을 끝내고 나가는 이 시장에게 어떻게 된 문인지를 

물었다. 상인들 반발도 아니고 행정적인 협조가 제대로 안 돼 착공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장이 무슨 얘기냐며 되물었다.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시장은 다

시 양 본부장에게 물었으나 양 본부장 역시 모르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때서야 관련부서로 전화를 했고 

경찰청에서 협의를 안 해준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금까지 시민위원회가 뛰어다니면서 시민단체, 상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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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을 무마했는데 행정적인 협조가 안돼서 착공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노수홍 교수를 난감하게 했

다. 이 문제로 노수홍 교수와 이명박 시장은 선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처음 따로 만났다. 이 때 노수홍 

교수는 이것은 어디까지 여론문제이기 때문에 박경리 선생한테 부탁을 하면 뭔가 길이 생길 것이라고 제

안했다. 그 길로 동아일보 서울시 출입기자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 때문에 박경리 선생이 분

노하고 계시니 인터뷰를 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박경리 선생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박경리 선생은 단지 교통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게 된다는 데 굉장히 화를 냈다. 앞으로 추세가 대중교

통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청계천복원을 시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이 기사가 5월 

28일자로 동아일보에 대서특필 되어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관들까지 모두 보게 되었다. 

박경리 선생의 인터뷰기사로 청와대는 청계천사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뀌었고, 이와 함께 이 시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비로소 청와대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박경리 선생은 소위 진보주의자라고 하

는 사람들의 대모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박경리 선생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 여론에도 

크게 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을 처음 꿈꿀 때에도 그랬고, 큰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돌파구를 마련해준 것도 박경리 선생의 향력 덕분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박경리 선생의 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업 추진의 필두에는 이 시장이 있었고, 

이 시장이 정치적 리더십으로 풀기 힘든 상황에서 박경리 선생이 적절히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으며, 이 

시장과 박 선생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은 또한 노수홍 교수가 했다. 이렇듯 청계천복원사업이 무사히 착공

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명박 시장과 노수홍 교수, 박경리 선생 등 중심에 서있는 인물들이 각

자의 역할을 적시에 해 냈고, 또한 일련의 사건들이 맞아떨어지면서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청계천살리기연구회 노수홍

‘청계천 복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성취하고자 노력한 청계천살리기연구회를 이끌어 오는 데는 노

수홍 교수가 있었다. 노수홍 교수는 인수위원회 및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생각을 적

극적으로 개진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노력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의 추진체계의 구성

노수홍 교수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고사했으나 청계천복원사업에 들어가려면 서울시

에서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며 거듭 부탁을 해 참여하게 되었다.

대신 인수위원회의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노수홍 교수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기로 하 다. 그

리하여 노수홍 교수와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정동양, 원제무, 양윤재 교수 4명이 참여하게 된 인수위원회

는 2002년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서울시의 각 국, 사업소 단위까지 교육을 했다. 인수위원회

의 업무 인수인계가 끝나는 7월 1일 즉시 사업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인수위원에서 정해진 큰 틀이 바로 

청계천복원사업의 거버넌스 체제인 추진본부와, 연구지원단,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



V. 청계천복원사업의 평가와 전망 

1274

한다는 것이었다.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은 시정개발연구원에 기존 자료들이 있고 또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초창기 멤버이자 

교통문제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한 황기연 박사가 자연스럽게 지원 단장을 맡기로 했다. 청계천복원추진

본부장은 처음에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조광권이 물망에 올랐으나 본인이 고사해 한 동안 결정하지 

못했다. 이 때 공무원보다는 복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며 서울대 양윤재 

교수가 자청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위원회 구성을 서울시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조광권 부위원장과 노수홍 

교수가 맡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청계천복원사업의 거버넌스 체제가 모두 꾸려졌다. 

②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본격적인 시민위원회 구성은 취임식 이후에야 시작하게 되었다. 추진본부와 연구단은 취임식 전에 모두 

구성이 되었으나 시민위원회만 구성을 못하고 있었다. 만약 시민위원회가 시장의 자문기구 다면 금방 구

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수홍 교수를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회 구성원들은 청계천복원사업이 처음의 

취지대로 올바르게 복원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감시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만들어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조례를 통한 법조항을 

만들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시민위원회의 기본 골격은 역사문화, 환경, 건설안전, 도시계획, 교통, 시민의견 분야의 6개 위원회로 구

성되었는데, 이 체계는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분과에서 그대로 따왔다. 각 위원장 구성과 위원 선정은 청

계천복원시민위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그 준비위원들 중에 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렇게 6~8명 정도

가 모여서 각 분과를 만들었고, 그 중 다시 15명 정도의 위원들을 선출해서 본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했다. 

각 분과마다 15명의 위원은 시민단체, 전문가, 법조, 언론, 종교계로 나눠서 주로 본위원회 위원들이 추천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임명했다. 시민위원회 위원의 2/3는 서울시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구성되었으

며, 9월 18일 임명식을 가졌다. 

그런데 시민위원회 위원 중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정작 빠져있다. 바로 청계천 주변상가 상인단체이다. 시

민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상인들을 시민위원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는다는 모집 

공고를 상인 측에 냈다. 이후 공구상가 대표 외 몇 명의 상인이 왔으나, 속사정을 알아보니 청계천 상가

에는 직능별 단체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상인대표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특정단체를 

넣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시민위원회 구성단계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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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인과의 갈등 해결

 발단

2002년 6월 말, 인수위 막바지 단계에서 노수홍 교수는 상인들이 시위를 시작하면서 상인 대표를 통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게 됐다. 동평화상가 대표 20여명이 사업추진시 상가 업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며 

청계천복원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상인들은 당시 공사시 건물을 모두 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노수홍 교수가 상가로 한 번 찾아가 

상인들과 만나기로 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이때부터 상인과의 갈등은 공식적으로 표출되기 시작

했다.

그 이후 7월 말 경에 상인 측에서 연락이 오고, 노수홍 교수는 약속대로 혼자 청계천 상가로 갔는데 노수

홍 교수는 그 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약속장소인 동평화 상가 옆 식당에 갔더니 상인들이 15~6명이 있었어. 그런데 분위기가 살벌하

더라구. 그리고 상인들이 나에게 처음 하는 이야기가 서울시쪽에서 돈을 얼마나 받고 그런 연구

를 했냐는거야. 그래서 나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 입장을 이야기를 했지. 내가 연

구를 진행한 것은 이명박 의원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자료도 이명박에게만 넘겨준 것이 아니다. 

이명박 의원, 이상수 의원 등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고 그것을 이슈화 시킨 것이 이명박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상인들도 점차 오해가 풀렸어. 이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상인들은 

나보고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각서가 무슨 효력이 있냐고 내가 아는 한 1단계 복원은 

길 안에서 하니까 상가들이 헐릴 염려는 없다고 이야기 했어.”

이렇게 해서 상가문제와 노수홍 교수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고, 상인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동평화 상가는 하천부지를 잡아먹고 있는 불법 건물이었기 때문

에 건물이 헐려 나갈까봐 상인들이 먼저 찾아온 것이었다. 이후 2002년 9월에는 시민위원회가 구성되면

서 10월에 바로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청계천복원사업 착공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인뿐만이 아니었다. 청계천주변의 노점상 문제가 또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위 시민의견 

분과에서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논의 끝에 일단 노점상은 제쳐놓고 문제를 풀자고 얘기가 되었다. 왜냐하

면 노점상은 엄밀히 말해 불법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합법적인 상인과 똑같이 대우해 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합법적인 상인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노점상을 다루기로 했다. 

 설득

이렇게 하여 1단계로 상인들을 먼저 설득하기 위해 청계천상권수호위원회 위원들과 시민위원회 12~3명과 

시의원까지 함께 만나게 되었다. 장소는 종로 국일관이었다. 그 자리에는 상인대표 30여명이 참석했는데 

상인입장에서는 당장 업과 직결되는 문제 기 때문에 생존권을 내세우면서 분위기는 살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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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홍: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우리(시민위원회)가 오늘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왔습니

다. 그러니 한분씩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인1: 교수님들 시에서 얼마받고 일 하시는 겁니까?

상인2: 우리들이 2배를 줄 테니까 우리 편이 되어서 시와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상인들이 의견을 개진했고, 시민위원회 위원들은 듣고 있었다. 이렇게 상인들과 섞여 앉아서 상인

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소주잔을 기울이게 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오가

게 되었다. 상인들은 시민위원회를 시의 어용대표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존재로 

본 것이다. 그런데 막상 마음을 트고 얘기하다보니 그게 아니란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상인들의 마음

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노수홍 교수는 상인들의 표정에서부터 읽을 수가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보니까 상인들도 우리가 특정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이 약간 풀어졌던 것 같아. 이런것은 상인들의 표정

에서 읽을 수가 있잖어...그제서야 상인들도 청계천복원사업을 명분상으로는 찬성한다. 그런데 자

기들의 생존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든지 계획이든지 차근차근 진행하자고 이야기 하

더라고.

이렇게 상인과 시민위원회 위원들과의 대화가 오갔고, 정동양 교수 등은 옛날 70년대 우리가 독일로 취업 

갈 때 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사정, 힘들었던 생활, 청계천복원사업이 왜 필요한지 등 개인적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분위기가 이 쯤 되자 상인들도 시민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의견도 대변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자리가 파할 때쯤에는 상인들과 오해가 많이 

풀려 서로 어깨동무까지 하고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나니 다음부터는 얘기가 쉽게 

풀리게 되었다. 이후로 상인문제는 시민의견 분과에서 전담하게 되었다.

한편 상인들은 시민위원회에서 자기네가 배제된 이유도 물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과정과 나름대로의 노

력을 모두 설명했다. 처음 인터넷 공모부터 청계천 상인전체를 대표할 만한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하

게 되었다는 것을 가감 없이 설명해 이 또한 상인들이 수긍하게 되었다. 오히려 처음에 상인들이 시민위

원회에서 배제된 것이 협상과정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시민의견 분과에서 상인문제를 가지고 시장과 면담을 했는데, 이 시장은 상인문제에 대해

서는 본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며,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것이었다. 청계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 

십 년간 그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계산법은 절대 쫓아갈 수 없다고 덧붙

다. 이 시장 생각은 이랬다. 가령, 원전센터 건설사업을 정부에서 발표하게 될 경우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리를 따져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상인들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일일이 계산해서 어

느 순간 손해보다 이익이 크게 되면 언제든지 물러날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 자신이 장사꾼 출신이라 틀린 말도 아니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는 언제든 오픈되어 있으니까 시

장님과 상인들 간 대화에 문제가 생기면 시민위원회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충분히 역할 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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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말씀하시라는 얘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와 서울시의 본격적인 협상 과정에서 입장 차로 인해 여러 번 결렬될 때가 있었

는데, 이때마다 상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온 시민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냈다. 상

인들은 서울시에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시민위원회에 직접 얘기했고, 요구사항을 전해들은 시민위원회는 

이를 서울시에 전하는 방식이었다. 

어려울 때마다 상인 측과 서울시 측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역할을 한 시민위원회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노수홍 교수가 있었다. 

④ 시민단체와의 갈등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시절이었다. 시민위원회에 참여할 시민단체를 섭외하

기 위해 노수홍 교수와 정동양 교수, 김 주 토지문화관장, 최정환 등 준비위원회에서 위원을 중심으로 

추천을 받은 뒤 설득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환경운동연합과 경실련,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쟁쟁한 시민단체들을 모두 참여시킬 수 있었으며 시민단체의 대표는 본위원회 위

원으로, 간사 등 실무자들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했다. 우선 전화로 섭외하고 부족할 경우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대표를 만나 일일이 설명해가며 얻은 결과 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 볼 것은 시민위원회에 참여한 환경단체는 모두 이명박 시장과 소위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청계

천은 반드시 복원해야한다는 명분에서 공감대를 가진 것이고, 다음으로 노수홍 교수의 노력과 리더십 발

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민위원회가 결국 청계천복원사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버넌스 체제를 만든 것이고, 주도 거버넌스의 중심에는 노수홍 교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랬

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민위원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고, 각종 이해단체와 서울시의 중

간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시민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들은 전체논리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다시 말해 사

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진행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서울시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할 때 누군가는 밖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전체 시민단체가 100% 

시민위원회에 가입하게 된다면 나중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견제할 

약간의 부분적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대표적 단체가 환경정의시민연대 다. 아무리 객관적 입장을 취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시민위원회는 서울시 기구 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수홍 교수도 이 생각에 동의했다. 노수홍 교수의 이러한 태도는 처음의 취지대로 청계천을 올

바르게 복원하기 하나의 전략인 셈이었다.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 문화연대,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몇 몇 단체가 7월 1일 착공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기본계획 내용은 복원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몇 가

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시민위원회는 조건부 찬성으로 서울시와 합의를 보고 7월 1일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시민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큰 틀은 7월 1일 착공으로 가야 하지만 이런저런 부분은 

안 된다’라는 것을 시에 충분히 어필했다. 이 조건부 찬성이 바로 역사복원이었는데, 7월 1일 착공에 반대

했던 시민단체의 대부분이 역사복원 문제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7월 1일 착공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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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패러다임의 대변혁

1) 도시패러다임의 대변혁

(1) 보행/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청계천복원사업은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설물 공급 중심, 차량중심에서 대중교통과 사람중심

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청계천복원 논의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안이 착공에 

따라 우려되었던 교통문제에 대한 논란이 서울시가 예측한대로 교통대란 없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패러

다임의 전환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4차선 고가도로가 없어지고 도로폭도 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초기단계의 교통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오히려 시행 전에 비해 서울시 전체 통행속도가 개

선되었고, 도심의 오전 첨두시 속도도 초기 3일을 제외하고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예

측치가 오차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정확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서울시 교통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로용량이 현저하게 감소했음에도 이와 같은 역설적 현상이 나타

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대중교통서비스가 이러한 충격을 흡수할 만큼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지하철 이용자수는 도심의 경우 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2> 승용차통행속도변화 

청계천복원사업이 초반부터 이렇게 교통문제에서 순항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교통부문에 혁

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에 탄력을 받아서 교통문제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

이 보류되었던 시청 앞 광장을 개장하 고, 함께 간선도로변에 많은 건널목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보행

자가 무시되었던 도심의 간선도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건널목의 신설은 지역상권에도 큰 

향을 주어서 북창동의 경우 서울시에 감사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자축하기도 했다. 시청 앞 광장사업에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279

이어진 대중교통개혁은 만약 청계천사업에서 보여 준 서울시 행정의 의지와 정확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십 년 간 이어 온 버스업체의 기득권을 부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버스운행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시도되었었지만 항상 실패했던 사안이었다. 서울시에서 시도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버

스준공 제는 중앙정부의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의 핵심 도시교통정책으로 정착했으며,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시와 경기도 등으로 신속하게 확대되어 버스개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고

가구조물의 철거 후 교통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는 청계천사업의 경험

은 도시의 교통구조물 관리 정책에도 크나큰 향을 미쳤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삼일고가, 원남고가, 미아

고가, 서울역 고가 등이 차례로 헐려나갔고 이어서 광희고가, 혜화고가 등도 지역주민들의 철거요구가 강

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고가구간이 

지하구간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기존고가철거 또는 고가설치 거부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고가구조물이 교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사안별로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이제 주민들은 편

리한 차량교통 보다는 환경친화적인 도로환경을 보다 더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구의 두

산 오거리 고가도로, 부산 도구 남항대교 연결고가, 경기도 용인시 머내 5거리 고가, 대전시 하천복개 

고가도로 사업 등이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사업 보류……시는 수성구 두산로에서 대구경찰청 방향의 두산오거리에 길이 

275m, 폭 17.5m의 왕복 4차로 구간에 고가차로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시의 고

가도로 건설 계획이 알려지자 두산오거리 주변의 경관과 들안길 등의 상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

하고 나섰다. 수성구의회도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건설반대 특위를 구성해 시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

서는 등 주민 반발이 심했다

세계일보 2005년 3월 22일자 인용

부산시가 남·북항대교를 연결하는 영도구 통과 구간을 경전철까지 지나는 복합고가도로로 건설

키로 결정하자 영도구와 고가도로 통과 예정지역 주민들이 상권 침체와 도심 슬럼화를 우려하며 

강 하게 반발하고 있다. ……… 영도구청은 고가도로는 60~70년대 도시개발의 상징물처럼 돼 왔

으나 주변의 슬럼화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선진국들이 고가도 로를 철거한 후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마당에 부산시가 남· 북항대교 영도 통과 구간을 고가도로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도시개발의 시대적 추세와도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부산일보 2004년 7월 3일자 인용

또한, 수원시의 우안고가와 광주 남구의 백운고가가 철거되고 바다 건너 일본 동경에서도 일본교 위를 통

과하는 고가도로의 철거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청계천복원사업의 향으로 보인다.

 

철거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온 광주 남구 백운고가도로가 철거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백운고가도로 철거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그동안 철거여부를 놓고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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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었던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하도록 하겠다”며 “해당 실국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철거 반대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조속히 철거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05년 7월 11일 연합뉴스 인용

(2) 하천중심의 도시환경 복원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하천은 지저분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대부분 복개되거나 하상에 

구조물을 놓아서 도로로 만들어졌다. 정릉천 위를 달리는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가장 최근사례이고 이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도시하천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대도시에서 하천의 소멸은 도시의 생태환경

을 파괴하고, 더불어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까지도 각종 환경오염을 심화시켜서 서

울과 같은 대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로 미루어 봐

도 청계천복원사업이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청계천복원사업에서 시작된 

서울시의 하천복원사업은 성북천과 정릉천의 복원으로 이어졌고 홍제천에 대한 정비도 구체화 하 다. 또

한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시내 하천 중 전농천, 면목천, 월곡천 등 11개 하천은 완전히 복개돼 도로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등 13개 하천은 부분적으로 복개되어 있는 상태. 서울시는 

하천정비 계획을 구체화해 복개되어 있는 하천들을 2012년까지 자연하천으로 되살리기로 했다. 

우선 1차적으로 2007년까지 성북천, 정릉천, 홍제천 1054m 구간을 복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성

북천 590m, 정릉천 160m, 홍제천 170m 구간 복원사업이 완료됐다

동아일보 2005년 9월 7일자 인용

특히 하천의 복원으로 인해 친환경성이 강화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지역 주민들 가운

데 이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편 하천복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빗물을 깨끗이 관리하여 자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서울시는 청계천변 또는 신축

되는 건물에 대해 빗물을 저장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원절약적인 토지이용패턴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촉발된 도심하천복원사업은 그 향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과 마

찬가지로 전국 대도시의 하천들은 대부분 복개되거나 또는 특별한 관리없이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도시의 하천을 정비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도시는 부산시와 대전시를 들 수 있다. 부산시는 2005년 동천1

구간 정비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필두로 온천천, 수 천, 춘천, 구덕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

이고, 대전시는 갑천, 대전천 등을 포함한 3대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기타 도시의 

사례로는 광주시의 광주천, 전주시의 전주천, 청주시의 무심천, 마산시의 회원천, 춘천시의 공지천, 천안시

의 원성천, 수원시의 수원천, 안양시의 학의천, 안양천 등이 복원되거나 정비계획이 확정된 곳이다. 더 나

아가 도심하천복원사업의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건설교통부)는 ‘도시하천 환경개선 계획’을 확정하여 2011

년까지 안양천과 낙동강, 아산 곡교천 등 전국 27개 하천을 테마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로 계획2)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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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강남북 지역 균형 발전

세계 각국의 대도시에서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970년대 이후 강남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강북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오래된 건축물의 재개발

이 지연되었고 강남북간의 불균형 성장 문제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도시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하

지만 청계천복원 사업으로 인해 그 주변부터 확산되고 있는 강북의 활성화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첫째, 청계천변의 건물 임대료와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 임대료와 지가변화에 관한 조사분석결과, 청계천

로변의 오피스임대료는 2003년 4월과 2004년 4월을 비교해 볼 때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3-11%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사의 간접 향구간인 종로, 을지로, 태평로변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동기간 동안 청계천변의 지가변화를 살펴보면 재개발예정지역인 예지동과 관수동의 경우 각각 44%

와 47% 상승하여 종로변의 상승률인 30%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왕십리 뉴타운지역은 

1년간 평당 1,5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91%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주변의 임대료

와 지가의 상승은 같은 기간의 강남 테헤란지역의 평균지가 상승률 17%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도심 및 청계천주변지역의 투자가치가 신속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 불균형해소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청계천 주변에서 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 1월 조사에 

따르면 공사 중임에도 청계천 주변에서만 8개의 단지에서 총 1,600 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왕십리와 전농ㆍ답십리 뉴타운 사업이 진전되고 청량리 균형촉진지구 사업이 본격적인 괘도에 오르면 그

동안 잠잠했던 강북의 부동산시장은 상당한 활기가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외자유치의 불모지대라고 할 

수 있던 동대문패션지구에서 미국계 투자회사인 리만부라더스사가 665억원 투자를 확정했고, 굿모닝 시티 

착공, 동대문 삼우텍스플라자 사업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셋째, 그동안 낙후된 상가 밀집지로 여겨졌던 청계천 상가지역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우선 세운상

가의 재개발이 본격화 되어 첨단의 ICT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고,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략에 의해 동대문

패션 산업이 한성대학 등과 연계되면서 동대문상가 지역이 새로운 첨단 패션의 중심지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삼각동과 같은 전략재개발 지역은 이미 금융산업지구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동북아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계 회사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일구어낸 단순한 하천복원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 얼굴인 서울시가 환경도시로 거듭나는 사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이 사업 성공을 통해  동

북아 거점 도시, 동북아의 금융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 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청계천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이나 공공갈등해소 전략은 전 세계의 다

른 도시의 행정정책 수행에 참고가 될 만한 모델로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

2) 이 계획에 따르면 도시하천을 자연상태로 최대한 보존한다는 원칙 아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던 하천 복개 행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낙후된 지방도시의 하천을 지역 특성과 연계해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염하천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은 1급수 어종인 버들치 서식처로 복원된다. 또 함평천은 나비생태계로, 상

주시 낙동강변은 강과 도심을 잇는 자전거 도로망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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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것들을 서울시의 사업에만 국한된 한 사례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더 개발하고 육

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상생의 국민문화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님비현상으로 정부사업 시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러한 갈

등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또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가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폭력시위와 집회, 불법파업 등 각종 폭력적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적절한 갈등해소방안이나 대화의 통로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 

갈등관리전략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목적달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비폭력적이고 합법적 방법

을 통해 얼마든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했다. 

나아가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전략이 우리사회 시위문화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1) 청계천복원사업 이전의 갈등과 국민문화

우리나라는 전통사회의 갈등양상이 합리적으로 정리되기 전에 산업사회의 갈등현상을 맞이했고, 산업사회

의 갈등이 구조화되고 제도화되기 전에 새로운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엄청난 충격을 감당하게 되었다. 따

라서 연속적인 갈등들이 해결될 사이도 없이 중첩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형국책사업과 지역공공개발사업 및 각종 

비선호시설 입지사업 등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주민 혹은 지역 주민간 갈등을 빚

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갈등해결기제나 대응방법 미숙으로 갈등이 원만히 해소

되지 못하여 지역 간·계층 간 불신의 골이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사업들이 실패 또는 전

면백지화로 이어져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동시기(2003년 1월1일~5월25일)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민원 중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한 시위건수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1위로 

집계(서울신문 2003년 5월 27일 인용)된 결과는 각종 정부사업이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의 반발에 부딪히

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업들은 대체로 사업지역 주민들이 ‘불법농성’, 혹은 ‘강경시위’

를 앞세워 반대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가까운 예로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의 추모공원 조성사업 반대

(2001~현재) 같은 지방정부사업에서부터 부안 핵폐기장 유치반대 사태(2003~현재), 사패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중단사태(1997~현재),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운동(1998~현재) 등 국가주도의 대형사업에 이르기까

지 정부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해지고, 사회적으로

도 큰 혼란을 야기했음은 물론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태기 교수(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는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요즘 한국사회는 이른바 ‘떼법’과 

‘빽법’ 두 가지 법이 지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조직은 너도, 나도 집단행동에 나서고, 힘이 있

는 집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이 아니라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정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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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되지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정치권과 정부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 (동아일보 2003년 7월 1일자 인용).”고 비판했다. 

(2) 국민문화 전환의 계기로서의 청계천복원사업

‘떼법’과 ‘빽법’이 난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새롭게 환기시켜 준 사례가 바로 청계천복원사업이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효선 교수는 “불법파업과 불법집회에 대해 정부가 관용적인 태도를 보 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를 하면 먹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정부가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만 불필요한 

민원이나 시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3년 9월 19일자 인용).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교통문제, 상인문제, 역사복원문제 등 각 이해집단과의 갈등이 논의시점부터 제기

되어 왔으나, 원칙중심의 갈등관리정책으로 일관한 서울시가 비폭력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사

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부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각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정 중 가장 큰 갈등관계에 있던 상인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무사히 착공할 수 있었다. 사업 논의단계에서부터 무조건 반대를 내세운 상인들 앞에서 사업주체인 서

울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시종일관 원칙중심의 전략을 고수했다. 이때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이 제1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불법적 시위와 무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으며, 대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 는 것이었다. 그 결과 초기 불법폭력시위를 불사했던 상인들도 서울시의 합리적

인 협상조건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 양측이 평화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현재까지 상인들은 

사업에 적극 협조하게 되었다.

이 같은 시의 대처방법은 2003년 7월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궤도연대와 함께 총파업을 결의했던 서울 지하

철노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은 불법적 파업으로 인해 합법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일관해 서울지하철 파업이 명분 없는 불법파업임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켰고, 이에 시민

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파업에 따른 교통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지지했다. 이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모든 갈등에 대해 합법적 원칙을 고수하며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으

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할 경우 불법·폭력시위는 불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길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민선자치가 실시되고 시민 권리의식도 높아지면서 시위대가 올 

때마다 시청 출입문을 봉쇄하는 식의 대응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집단민원 ‘협상전문가’ 시

스템을 마련(경향신문 2003년 9월 25일자 인용)”하는 등 전문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교육을 사례중심으로 

하는 커리큘럼을 신설하고 ‘갈등협상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불법적 폭력시위가 아닌 합법적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각도에서 노력해 왔다.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행자부

와 건설교통부를 비롯하여 청와대에서 갈등관리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는 데 적잖은 향을 주기도 했다.

(3)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상생의 국민문화

청계천복원사업 이후인 2003년 하반기부터 불법파업이나 시위는 명분을 잃고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줄곧 실패했고,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변화의 기미를 보 다. 실제로 청계천복

원사업 착공일인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전 18개월과 이후 18개월 동안 서울시 주도 사업에 대한 반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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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날짜 사건

청계천복원사업

이전

(2002/01/01

~2003/06/30)

2002/02/01 녹색연합, 서울 도로변 32만 평 ‘고층’ 허용 반발 시위

2002/02/07 서울 강남순환고속도 공사강행에 주민·환경단체 반발

2002/03/25 월드컵 앞둔 서울시 노점상 단속에 반발

2002/03/27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반대 시위

2002/04/01 상도동 철거민 시청 앞 1인 시위

2003/04/05 상암월드컵 공원 노점진입 허용 요구 시위 

2002/04/08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시위

2002/04/30 원지동 추모공원 진입로 공사 반대 주민 점거 시위

2002/05/09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반대 규탄대회

2002/05/14 상암동 주민,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 시위

2002/05/17 상계동 은빛1·2단지 주민, 아파트 앞 고층오피스텔에 반발

2002/06/13 개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평균용적률 하향결정에 주민 반발

2002/10/10 파주 용미리 납골당 증설에 파주시민 반발

2002/12/10 도시철도 노조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시위

2002/12/17 청계천 주변상인 복원 반대 차량 시위

2003/01/29 청계천 상인 피해보상법 제정 촉구 시위

2003/02/08 마포 성미산 배수지 건립 반대 시위

2003/02/22 마포 성미산 배수지계획 철회 요구 시위

2003/05/12 서울환경연합, 도봉구 우이천 불법 준설 항의 시위

2003/05/23 청계천 복원 반대 상인 시위

2003/05/27 기업형 포장마차 단속에 노점상 시위

2003/05/31 은평뉴타운 공청회 주민 점거 시위

2003/06/04 청계천 상인 복원연기 요구 시위

2003/06/17 청계천 상인 상가대책 촉구 시위

2003/06/18 마포 성미산 배수지계획 철회 시위

2003/06/19 시민단체, 청계천복원공사 착공 강행 항의 시위

표 5-2-1. 청계천복원사업 전후의 서울시 시위 현황 

건수를 조사한 결과 청계천복원사업 이전인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총 26건이 발생

된 반면, 청계천복원사업 이후인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시위건수는 총 12건으로 

청계천복원사업 이후에 시위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

3) 각종 집회와 시위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래 꾸준히 증가, 2002년에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발표한 ‘2002년 집회 및 시위 분

석’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집회와 시위는 하루 94건꼴인 총 3만 4천1백38건으로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또 전년도인 2001년보다 42.6%가 늘어난 수치이다(경향신문, 20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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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날짜 사건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2003/07/01

~2004/12/31)

2003/10/11 청계천 인도 축소에 노점상 천막 농성

2003/11/04 서울대·환경단체, 서울 강남순환고속도 건설 반대 시위

2003/11/10 강남지역 노점상 철거 반대시위

2003/11/29 상도동 철거민 시위

2003/12/01 청계천 노점상 철거 반대 시위

2003/12/03 청계천 노점상 대책 촉구 농성 

2003/12/08 청계천 노점상 강제철거 반대 시위

2004/12/23 마포 소각장 건립반대 주민 천막농성

2004/02/26 시민위원회의 청계천 설계안 거부로 시민단체 항의시위 확대

2004/03/02 청계천 오간수문터 홍예석 발굴, 시민단체 문화재 훼손 공사 중단 촉구 시위

2004/06/02 광진구민, 서울동부지법 이전 반발

2004/06/02 교통연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반대 시위

※본 자료는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www.kinds.or.kr에서 “시위, 농성”을 주제어로 종합일간지에 보도된 기사건수를 중심으로 조사되었음. 

청계천복원사업 전후의 서울시 시위 현황 <계속> 

그러나 전체 시위 건수 중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시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살펴보면 그 감소추세는 더

욱 급격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계천복원사업 이전에는 총 20건의 시위가 발생했으나, 청계천복원사

업 이후에는 6건에 불과해 이후의 시위 건수가 이전에 비해 1/3 이상 수준으로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이 청계천복원사업이라고 그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청계천복원사업에서 

서울시가 보여준 갈등관리전략이나 원칙 중심의 협상방식이 사회 전반에 걸친 시위문화나 갈등과 관련한 

국민문화에 어느 정도 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실제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철도노조는 3차례의 총파업을 시도했으나, 적절한 명분 없는 시위는 국

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아무런 소득 없이 파업을 끝내야 했다. 불법파업과 폭력시위가 잇따르고, 

‘2003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학생들이 도심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이자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시위가 발생하면 그 시위주체와는 진행 중이던 협상도 중단할 것”을 지시해 정부가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정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고,4)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에 지친 대다수 

국민도 이런 정부방침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 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서울지하철노조 총파업은 사측인 서울시에서 연봉을 공개하면서 3일 만

에 파업을 철회했다.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은 명분 없는 떼쓰기와 불법시위

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 원칙을 고수했고, 이러한 전략은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 2004년 7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귀족노조의 떼쓰기’ 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으

면서 결국 실패했다. 

사실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큰 무기는 국민여론인데, 폭력시위 논란에 휩쓸리면 국민이 등을 

돌리고 합리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우리 사회에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내일

신문 2003년 11월 11일자 인용).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감싸주던 예전의 사회분위기와는 완전히 

4) 이 같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2003년 1월~11월까지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연행된 사람은 전년도인 2002년보다 7.9%가 늘어났

고, 구속인원도 13.9%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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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모습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이 엄청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던 시대

는 지났다. 이제 우리 국민은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win-win)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굳이 법을 거

스르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려 하지는 않을 만큼 합리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는

데, 이는 청계천복원과 같은 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터득한 값진 지혜라고 하겠다.

3. 신한류의 탄생

한동안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불어왔던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 따라잡기 열풍은 한국 드라마와 드

라마의 주인공 연예인들에 대한 높은 대중적인 인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지칭해 ‘한류(韓流)’라고 한다. 

최근 대중문화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겨울소나타’라는 드라마가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주인공 역을 

했던 배용준과 같은 배우가 새로운 남성상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우리 드라마와 연예인이 일본 사회에 이렇

게 향을 미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일본과 같은 대중문화 선진국에서 한국사회 전반에 대

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 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원래 지식과 문화는 잘사는 나라에서 그보다 못

사는 나라로 물과 같이 흘러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최대한 신

속하게 서구화를 이루자”라는 슬로건 아래 디즈니만화와 일본 애니메이션, 헐리웃 화를 받아들여 선진국으

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용한 지식과 문화에 길들여 있었던 것(김성수, 2004)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

나 청계천복원 사업을 계기로 서울시의 사회적인 큰 개혁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특히 이웃 일본에서

는 이것을 철저히 분석하여 지난 10여 년에 걸친 버블경제의 후유증으로 무기력해진 정치 리더십과 사회변

혁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1) 구체적 징후

청계천복원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에 2003년 하반기부터 일본

으로부터 또 다른 한류 열풍이 불어왔다.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연구자들을 찾아와

서 상세히 설명은 듣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단기적으로 십

여 차례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다. 청계천복원연구단 황기연 단장에 의하면 2004년 하반기부터 청

계천복원 문제 때문에 연구원을 찾아오거나 초청해서 강연을 듣겠다는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황기연 단장이 1년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동안 가까이 지낸 아베 세이지 일본관서대 교수는 

2004년 7월 초에 진보성향단체인 일본교통권학회의 전국대회에 황단장을 연사로 초청토록 했다. 이때 청

계천복원기본계획을 소개하면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리더십, 갈등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

보가 쏟아지자, 2시간 이상의 질문 답변시간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학회 회장인 리쯔메이칸(立
命關)대학의 야스노리교수를 비롯해 호세이(法政)대 나가이교수, 고베(神戶)대의 요시미쯔 교수 등 저명한 

학자를 비롯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시민운동가 중 한 사람인 오사까 시민 네트워크의 후지나가 대표가 

참석하 으며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향력이 많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다. 초청강연회 이후

인 2004년 하반기부터 일본에서 교통경제학회, 동경대, 지구환경포럼, 오사카대, 오사카 시민네트워크 등

이 줄줄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방문하거나 일본으로 황단장을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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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및 특징

일본지식사회에 부는 청계천 바람은 그 근본이 기존의 한류와는 다른 곳에 있지만 또 다른 한류의 바람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일본 지식인들이 거대한 고가도로를 뜯어내는 것과 같은 교통학적인 관점의 

입장에서 상당히 과감하게 벌인 사업이라는 데 관심이 쏠렸고, 도심에 물이 다시 흐른다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갔지만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이러한 사업이 큰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국적 역동성

에 불을 지피는 원동력은 도대체 어떠한 리더십에서 오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

은 위에서도 일부 언급되었지만 일본 사회가 20세기 후반기부터 역동성을 잃고 사회변혁의 힘을 소멸해 

가고 있다는 현상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사회가 이처럼 역동성을 잃고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 전체 국민들이 풍요로움 속에서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를 힘 있게 이끌

어나가야 할 정치적 리더들의 정신이 쇄락했기 때문이라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타파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청계천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역동적으

로 사업의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시의 이명박 시장을 통해 일본이 앞으로 찾아야 할 새로운 리더십

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범지구적인 신 한류

이제까지의 한류 열풍은 아시아라는 공간적인 범위를 넘지 못했지만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탄생한 새로

운 한류는 공간적 범위가 훨씬 넓은 범지구적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기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CNBC,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BBC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사실을 알리는 단계에 있지만, 제9회 베니

스 국제비엔날레가 개최된 이탈리아에서는 라 누오바(La Nuova) 그리고 가제티노 (Gazzettino) 등의 신

문을 통해 청계천복원사업이 제9회 비엔날레에서 최우수시행자상을 받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들 언론은 청계천복원사업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변공간의 도시적 개입” 으로 극찬하고 있다. 또

한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2004년 WHO(세계보건기구)에 서울이 건강도시로 

선정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자 청계천복원사업은 많은 국제행사에 초청되었다. 제9회 베니스국제건축비엔

날레, 제22차 UIA 이스탄불 총회,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건축비엔날레 등에 전시하 으며, 또한 제1회 세

계도시하천르네상스포럼, 일본 도시환경연구회 심포지엄, 일본환경협회 등에 초청되어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 다. 

이와 같이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그동안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머물던 한류현상이 

지구 전체로 확산하는 징후로 보이며, 삼성, LG, 포스코와 같은 민간기업이 세계시장에 향력이 급속하

게 확대되는 것처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세계 각국의 관심을 서울의 발전과 한국의 새로운 이미지로 업그레이

드하는데 청계천복원사업에 쏠린 세계 각국의 관심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

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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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해외 언론보도 자료 

4. 세계 여론에 비친 청계천복원사업

1) 해외 언론의 관심집중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된 해외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고 청계천 관련 

보도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2004년 말부터 일본의 주요일간지들은 

경쟁적으로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또 2004년 10월, 아사히 TV를 필두로 동년 12월5일 요미

우리 위클리, 12월 21일 아사히신문, 12월 29일 산케이신문, 2005년

1월 1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서 집중적으로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주요 내용은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 선

거공약으로 채택되어 청계천복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베네치아 건축

비엔날레에서 최우수공공부문 시행자상을 수상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안을 본받아 동경시는 일본교를 덮고 있는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보도언론매체 국가 보도일시 제목 및 보도내용

산케이 신문 일본 2003.06.07 - 서울 대 복원

니시니혼신문 일본 2003.06.18 - 서울의 세느강 구상

연합뉴스 

영문뉴스 
- 2003.06.26

·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시장의 리더십

·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개발주의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패러

다임으로 전환함

지지통신사 일본 2003.07.01 - 서울 도심의 청계천 복원 시작, 교통 체증 염려된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프랑스 2003.07.02

- 서울의 대 복원사업

· 청계천복원사업 착공 :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시로서 서울

· 홍보, 설득 등을 통한 교통문제, 상인갈등 해소

·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청계천

THE ASIA 

WALL STREET

JOURNAL

홍콩 2003.07.11

- 잊혀진 과거를 찾아서

· 청계천복원공사 관련자와의 인터뷰

· 산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의 탈바꿈, 새로운 녹색도시 청계천

BBC News 영국 2003.07.16

- world Today Asia - 서울의 청계천 복원공사 편

· 청계천복원사업 착공 : 아름다운 도시, 친환경적 도시로의 변화

· 환경을 무시하는 도시는 세계 일류도시가 될 수 없음

CNN 미국 2003.07.28 - 한국 성장에 관한 연속 기획 시리즈, 한국 발전의 원동력

WALL STREET 

JOURNAL
미국 2004.01.07 - 서울서 되살아난 청계천의 물길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홍콩 2004.01.08 - 되살아난 청계천의 물길

도쿄 신문 일본 2004.04.28 - 서울재생 시동

Radio France

 Internationale
프랑스 2004.05.09

· 서울의 개관, 환경 최우선 과제, 그리고 현재 실현 단계로 접어든 대규

모 도시 정비 프로젝트

·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환경정책

Financial Times 영국 2004.05.22

- 매연가스로 오염된 서울, 녹색혁명을 겪고 있다

· 더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변화되는 서울 : 청계천복원사업, 서울녹

화사업 등

표 5-2-2. 청계천 축제 이전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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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축제 이전 언론보도 <계속>

보도언론매체 국가 보도일시 제목 및 보도내용

CNBC "Asia Market 

Warp" and 

"Business Center"

미국 2004.07.02 -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 시장 인터뷰 

니케이 건설 일본 2004.08.13 - 한국의 청계천 복원이 가져다 주는 일본의 과제

TV 아사히

보도스테이션
일본 2004.10.21 - 한류 열풍의 원점, 서울의 뒷골목

신민주간지 중국 2004.11.01

- 서울시장 - CEO의 경영방식으로 서울을 경영한다

· 다양한 의견수렴 및 설득을 통한 청계천복원

· 더 이상 일반적인 시정프로젝트는 없음 

La Nuova 이탈리아 2004.11.03 - 자매와 같은 물의 도시 - 서울시장 전시관을 방문하다

Gazzettino 이탈리아 2004.1103 - 물과 도시, 서울의 대규모 도시 하천 복원에 대상 수여

요미우리 위클리 일본 2004.12.05 - 시리즈, 도시의 유전자(최종회) : 도시의 욕망과 활력

아사히신문 일본 2004.12.21

- 도로 철거, 작은 시내를 되돌린다

· 환경사업, 도심재개발 사업으로서의 청계천

· 자연이 되살아나는 서울

산케이신문 일본 2004.12.29

- 잃어버린 하천 복원, 친환경 도시의 상징

· 신환경도시의 상징 청계천 : 2005년 10월 완성

· 2004년 도시계획이나 건설분야에서 유명한 ‘베네치아 국제건설비엔날레 

대상’의 최우수 시행자상을 수상

천하잡지 대만 2004.12 - 서울을 전 세계의 신화로 만들다

요미우리신문 일본 2005.01.13

- 경관대국  부활의 길

· 요미우리신문 ‘트랜드’란 코너에 청계천 사업 보도

· 니혼바시(日本橋)의 재생의 모범사례인 청계천

· TV, 드라마, 영화 이외의 한류로서의 청계천

아사히신문 일본 2005.05.19 - 재생사업, 일본과 한국이 세계의 모델

도쿄신문 일본 2005.07.13 - 고가도로 치우고, 서울에 맑은 물살

니혼케이자이신문 일본 2005.06.02 - 청계천 47년만에 재생, 통수식 열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프랑스 2005.07.25 - 서울의 고층빌딩숲속에서 ‘CEO 시장’이 녹색혁명(Green)을 추진하다 

LA Times 미국 2005.09.11 - 이명박 시장의 지휘아래 서울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로이터 통신사 영국 2005.09.14 - 서울시장, 청계천 물살타고 청와대 입성할지도

경제일보 홍콩 2005.09.14 - 서울, 청계천 복원이후 얻은 세가지 효과

ITAR　TASS 

통신사
러시아 2005.09.16 - 세계 시장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되다

AFP 프랑스 2005.09.24
- 한때 거리의 청소부가 서울을 탈바꿈시키다/ 하천복원으로 자연친화적

인 모습으로 거듭난 서울

FAZ 독일 2005.09.26 - 불도저가 양질의 삶의 찾아내다

Arab Times 쿠웨이트 2005.09.28 - 하천복원으로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거듭난 서울

명보 홍콩 2005.09.28 - 서울시 청계천 복원 후 기온 3.6도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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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대한 관심은 완공 이후에도 이어졌다. 청계천 복원이 완료된 이후 한 달 동안 총 10개국 34개 

언론사에서 청계천복원에 대하여 보도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이다. 주요 보도내용을 권역별로 보면 

어권에서는 AP(미국), AFP(프랑스), 로이터( 국)등 세계적 통신사와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LA Times, Chicago Tribune, Christian Sience Monitor 등 유수한 언론사가 보도하 으며, 중국어권에

서는 명보(홍콩), 해방일보(중국), Taipei Times(대만) 등 대표적 언론사가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서는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산케이신문 등 4대 신문과, NHK 등 전 언론이 청계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집중보도하 다. 특히 NHK는 10월 30일자 아침뉴스에서 5분이라는 파격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청계천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특별기획 보도를 하기도 하 다. 

보도언론매체 국가 보도일시 제 목

로이터통신사 영국 2005.10.01 환경 친화사업의 일환으로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다

마이니치 신문 일본 2005.10.01 청계천 복원공사 완료하여 기념식 개최

산케이 신문 일본 2005.10.01 청계천복원 전국 팔도의 물을 합수

닛시니혼 신문 일본 2005.10.01 도심에 흐르는 맑은 물, 서울의 갈증을 해소한다.

아사히 신문 일본 2005.10.01 서울도심, ‘시냇물’부할 - 고가도로 철거하고 하천복원

교도통신 일본 2005.10.01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시장 인기 급상승

교도통신 일본 2005.10.01 서울의 청계천이 반세기 만에 휴식처로

시사통신사 일본 2005.10.01 서울에 새로운 명소청계천
Sina(중국검색

포탈사이트)
중국 2005.10.02 청계천이 정식 개통되다

Yam(대만검색포

털사이트)
대만 2005.10.02 (포토뉴스) 서울시민이 청계천 복원 경축하고 있다

동삼신문보 대만 2005.10.02 서울시 치수정책 성공: 악취나는 청계천이 투명해 진다

NHK 일본 2005.10.02 서울도시에 하천이 복원되다

닛시니혼 신문 일본 2005.10.02 서울시민 청계천복원 축하

산케이 신문 일본 2005.10.02 차기 한국대통령, 이명박 서울시장 유력후보로

해방일보 중국 2005.10.03 서울을 다시 흐르는 ‘역사적 하천’

북경만보 중국 2005.10.03 과거의 하수구 지금은 청계천, 한국은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을 창조하다

Taipei Times 대만 2005.10.03 서울이 50년된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다

AP통신사 미국 2005.10.03 서울이 50년전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다

Electric New 

Paper
싱가포르 2005.10.03 거리 청소부, 서울시장이 되다

요미우리 신문 일본 2005.10.05 한국 차기 대통령 후보, 이명박 서울시장 급부상

표 5-2-3. 청계천 축제 이후 해외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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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언론매체 국가 보도일시 제 목

Le Figaro 프랑스 2005.10.12 서울, 새로운 전쟁의 한가운데에

The Christian

Sience 

Monitor

- 2005.10.13 서울이 콘크리트를 벗겨내고 하천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게 하다

Chicago

Tribune
미국 2005.10.13 서울시장이 콘크리트를 걷어 내다

NHK 일본 2005.10.30 청계천 현장 생방송

The Straits 

Times
미국 2005.11.11 차기 대권후보인 시장

Financial 

Times
영국 2005.11.17 콘크리트 숲의 해체

참고소식 중국 2005.11.17 한국에서 정다움을 느껴

뉴스위크 미국 2005.12.28 미스터 만능해결사

마이니치 신문 일본 2006.1.29 서울시장-니혼바시 미화에 가치있다 고이즈미 구상을 평가

뉴욕타임즈 미국 2006.1.8 개발시대가 복개했던 도로를 서울이 되찾다

뉴스위크 미국 2006.1.16 수변공간의 복원

청계천 축제 이후 해외 언론보도 <계속>

2) 청계천복원사업을 벤치마킹한 나라들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촉발된 도심하천복원사업은 그 향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의 주요도시로 확산 

되었다. 프랑스 파리시 도시계획연구소에서는 서울시 청계천복원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집중 분

석연구중인 것으로 알려 졌고 미국 하버드대 디자인 건축학과에서는 한 학기 동안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계천 하버드 스튜디오라는 강의가 신설되었다. 더불어 동경시는 시부야 강을 복원하기 위해 

많은 관계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청계천을 방문했고 오사카시에서는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공무원 등이 

오사카시의 하천, 강, 바다 등을 활용한 “물의 도시” 사업에 참고하기 위해 청계천사업을 모델로 활용하

다.

또 청계천 전시관이 개관된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 말 현재까지 청계천복원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

해 외국인의 발길이 잦아졌다. 청계천을 다녀간 외국인의 수는 모두 158회에 걸쳐 2,500여 명에 이른다

(개별 방문 외국인 제외). 이 외국인들의 국적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등 다양하며 

이 중 일본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단체관람객 중에는 류징민(劉敬民) 중국 베이징시 부시장, 

앵흐벌드 울란바토르시장 등 외국도시정부의 고위관료와 의회의원, 건축가, 교수, 변호사, 학생 등 관련분

야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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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방문일시 방문자 (단체)명 인원

1 2003. 6. 22 뉴스위크 아시아총괄국장 일행 4

2 7. 31 이태리 건축가 Amedeo Schiarella 3

3 8. 1 일본, 돗토리현 하나카이로 건설관련 공무원 7

4 8. 5 일본, 동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4

5 8. 12 베트남, 하노이 공무원 9

6 8. 12 The Asian Wallstreet Jurnal 기자 2

7 8. 19 중국, 북경시 부시장 일행 5

8 8. 30 한·일 건설경제교류회의 대표단 8

9 9. 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무원 4

10 9. 4 터키, 앙카라 시의원 13

11 9. 23 대한주택공사 주관, 주택도시연구원 프로그램 - 일본 참석자 8

12 9. 24 독일 본 대학교 학생 36

13 9. 27 국토연구원 주관, 동남아시아 중견공무원 14

14 9. 27 중국과학원 관계자 4

15 10. 14 하버드 대학교 ‘청계천스튜디오’ 학생 12

16 10. 23 일본, 토목협회 5

17 10. 24 일본, 국제화협회(자치제공무원) 20

18 10. 25 일본, 돗토리현 부시장 일행 3

19 10. 29 일본, 히로시마 공무원 3

20 10. 31 일본, 환경문제조사단(변호사회) 15

21 11. 5 중국, 토목학회 회장 일행 10

22 11. 5 중국, 상해교통대학 교수 일행 15

23 11. 12
외국도시공무원(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호주, 이란, 러시아, 독일 등)
12

24 11. 13 일본, 토목학회(서부지역) 회장 일행 20

25 11. 19 동경도의회 대표단 12

26 11. 19 한일 도시개발협력회의 일본측 참석자 12

27 11. 20 서울재팬클럽 40

28 2004 1.27 일본, 토목관련 전문가 4

29 1.30 OECD회의 참석자 4

30 2.4 일본, 아키타현 건설교통부 환경과장 일행 12

31 2.5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 8

32 2.7 외교통상부 주관, 중국 손님 8

33 2.1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의원 12

34 3.3 중국 건축·토목관련 공무원 15

35 3.10 건설기술연구원 회의 참석자(각국 외국인) 9

36 3.22 일본, Japic 30

37 3.24 몽고, 울란바트로 시의원 8

38 4.9 일본, 돗토리현 의원 9

39 4.20 일본, 동경도 의원 4

40 4.20 베트남, 교통장관 일행 17

41 4.23 러시아, 모스크바시장 부인 일행 10

42 4.24 (주)환경그룹 주관, 프랑스 환경 전문가 8

표 5-2-4. 주요외국인 방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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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외국인 방문현황 <계속>

연번 방문일시 방문자 (단체)명 인원

43 5.7 국제협력과 주관, 외국도시 공무원 9

44 5.8 케냐, 나이로비 시장 일행 23

45 5.8  서울관광협회 주관, 각국 기자단 30

46 5.8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교통장관 일행 10

47 5.11 태국, 방콕시 공무원 7

48 5.11 베트남, 국영방송국 취재팀 9

49 5.18 미국, USC 학생 20

50 5.21 중국, 수리수전연구소 소장일행 4

51 5.21 중국, 북경시 서성구 대표단(공무원) 10

52 5.22 일본, 미쓰이부동산 6  

53 5.27 세계여성지도자대회 참석자 4

54 5.28 세계여성지도자대회 참석자 10

55 6.11 대만, 타이페이시 시장 일행 17

56 6.22 미국, Stars&Stripes 기자 2

57 6.22   일본, Nikei Construction 기자 2

58 6.23 일본, 미쓰이부동산 5

59 7.5 한중문화협회 주관 - 중국, 상하이 토목관련 전문가 11

60 7.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 - 일본, 토목관련 전문가 15

61 7.14 슈레더(코리아), 벨기에 대사관 4

62 8. 3 KIST 수질환경 및 복원센터 이상엽 박사 주관 - 일본인 전문가 3   

63 8.16 일본, 나고야현 미에대학 부총장 일행 3

64 8.17 태국, Kasetsart 대학원 학생 48

65 8.18 일본대학, 미우라 유지 교수 일행 16

66 8.18 대만, 토목수리공정학회 - 대만대표부 대사 동행 13

67 8.18 일본, 게이오대 이시카와 교수 외 4

68 8.18 일본토목학회 서부지회 16

69 8.25 일본 녹화개발기구 15

70 8.27 일본 교통경제학회 25

71 9.2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 12

72 9.2 일본, 토목조합 사장단 40

73 9.15 일본, 도시주택학회 15

74 9.15 일본, 나라여자대학 8

75 9.17 일본, 니가타 수변모임 40

76 9.17 미국, 뉴욕한인노인단체 80

77 9.19 일본, 주택학회 15

78 9.21 일본, 환경분야 전문가 10

79 9.23 베트남, 하노이시 공무원 14

80 10.2 일본, 건축가협회 28

81 10.6 국제박물관대회(ICOM)참석자 60

82 10.7 일본, 서일본 건설업보증주식회사 13

83 10.8 일본, 재개발코디네이터협회 37

84 10.9 한일청년포럼 환경필드워크 회원 20

85 10.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 호주기술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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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외국인 방문현황 <계속>

연번 방문일시 방문자 (단체)명 인원

86 10.12 CTBUH 초고층건물학회 11

87 10.14 성동구청 주관, 외국인 방문객 6

88 10.16 일본, 야마나시현 건설협회 16

89 10.19 (주)삼성건설 주관, 일본인 방문객 3

90 10.22 일본, 주택관리협회 이사장 1

91 10.23 일본, 대학생 단체 20

92 10.23 일본, 니가타 나이호카 상공회의소 16

93 10.24 한국조경학회 주관, 한/중/일 조경전문가
중국인 30, 

일본인 20

94 10.26 일본, 도시설계컨설턴트협회 30

95 10.28 SIBAC 총회 참가위원 9

96 10.31 일본, 국토건설성 10

97 11. 2 한중 우의림 행사 참석자 중국인 80

98 11. 2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오감생활연구소 대표 2

99 11. 3  국제로타리클럽 5300지구 연구교환단(미국)   7

100 11. 3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 2

101 11. 4 환경운동연합
일본인 7, 

중국인 2

102 11. 5 일본, 수자원공단 대표단 7

103 11. 5 국제협력과 주관, 인도네시아 공무원 2

104 11. 6 시정개발연구원(황기연박사님), 일본인 20

105 11. 9 중국, 북경시 조양구 대표단 12

106 11.16 (주)삼표 주관, 일본 가와다 건설 사장단 6

107 11.17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총장 일행 3

108 11.21 일본, 환경관련 NGO 회원 6

109 11.23 숭실대학교 국제협력부 주관 일본학생 15

110 11.25 일본, 상하수도 전문가 6

111 11.26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 10

112 11.26 일본, 동경도청 공무원 9

113 11.28 김상현 주임 주관, 일본 조경관련 전문가(교수) 13

114 12. 2 KOICA, 이라크 차관급 연수원생 20

115 12. 2 강형우 담당관 주관, 영국 손님 1

116 12. 2 KOICA/KIST 정준현 교수 주관, 외국인 20

117 12.10 일본, 잡지 Fleuve 기자 등 11

118 12.18 일본, 미쓰이부동산 4

119 12.20 시정개발연구원 주관, 일본 오사카대학교 교수 12

120 12.22 서울시 환경과 주관, 환경회의 참석자 (동북아시아 환경관련 공무원) 7

121 2005. 1.21 일본, 후쿠오카시 공무원 16

122 1.26 일본, 시의원 15

123 2. 5 일본, 환경관련 전문 변호사 11

124 2.16 일본, 돗토리현 지사 외 14

125 2.18 국제협력과 주관, 일본대표단 16

126 2.24
정보회기획담당관실 주관,

베트남 하노이시 공무원(부시장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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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외국인 방문현황 <계속>

연번 방문일시 방문자 (단체)명 인원

127 일본건축사연합회 대표단(회장 외) 5

128 3. 8 일본, 동경대 교수 및 학생 10

129 3.11 국제건강도시심포지엄 참석자 5

130 3.17 일본, 교통관련 전문가 4

131 서울복지재단 주관, 미국 USC 학생 32

132 3.19 중국, 심양시 시찰단 15

133 3.20 일본, 하천관련 전문가 10

134 3.22 일본, 시바현 대학총장 외 4

135 3.26 일본, 오사카시 건설국 간부 공무원 30

136 3.29 일본, 타이세이건설(주) 4

137 일본, 동경도립대 교수 5

138 4. 1 교통개발연구원 주관, 일본 토목학회 회장 외 2

139 4.13 일본, 후쿠오카 하수도협회 10

140 4.20 관광과 주관, 단국대 국제대학원 학생 12

141 4.22 국제협력과 주관, 미국 고등학생 25

142 일본, 도시환경 관련 전문가 33

143 4.30 서경대 주관, 일본 교수 및 학생 8

144 5. 1 몽골, 울란바트로 시장 일행 20

145 5. 3 중국, 동남대학교 부원장 외 27

146 해외언론인 PAM TOUR 25

147 5.10 일본, 국토교통성 토목전문가 4

148 5.12 한국도로학회 주관, 외국 전문가 40

149 5.13 일본, 청년회의소 건설부 32

150 5.24 중국, 북경시 회유구 구장 외 7

151 6. 5 일본, 교토대 교수 외 25

152 6. 7 fDi 편집장 코트니 핑가 1

153 6.14 태국, 방콕시 시의원 및 직원 70

154 6.15 중국, 북경시 교통위원회 15

155 6.21 국제협력과 주관, 미국인 교사 20

156 6.24 중국, 수리부 9

157 6.26 대한건축사협회 주관, 중국 건축가 3

158 6.29 한중국토개발협력회의 참석 중국인 9

158회 2,267

청계천을 벤치마킹하려는 사례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계속돼 동남아 9개국 물관리 공무원

과 환경관리 담당자들이 청계천을 방문해 복원과정을 배우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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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계천복원사업의 효과

삼성경제연구소(2005)는 도심 속의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은 ‘청계천’을 2005년 히트상품 1위로 선정하

다. 이는 청계천이 가정과 일터로부터 가까운 곳에 자연을 복원하여 만들어진 휴식공간으로서 시민들에

게 큰 호응을 얻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또 청계천은 개장된 지 열흘 만에 300만 명, 29일 만에 600만 

명, 58일 만인 11월 27일에는 1천만 명을 돌파하며 획기적인 시민방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시민

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청계천은 복원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환경적 측면 등5)에서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 측면

1) 관광

(1) 국내

지역이 내세우는 상징과 이미지는 외적으로 발현되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발휘하여 관광이나 지역사업 

진흥에 활력소가 된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통해 ‘효율’보다는 ‘형평’, ‘개발’보다는 ‘환경보전’, ‘자동차’

보다는 ‘인간’이라는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친환경성과 역사성을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

되고 있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 

따르면 청계천 방문자 461명 중 응답자의 절반 이상(54.7%)이 관광차원에서 청계천을 방문했다고 답변하

고 있어 다녀가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 휴식, 산책 보행통로 만남, 교제 생태체험 운동 업무 호기심 주변쇼핑

54.7% 20.6% 15.2% 3.5% 2.8% 2.4% 0.4% 0.2% 0.2%

표 5-2-5. 청계천 방문목적 

청계천은 서울시민 외에도 지방과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며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

다. 청계광장 주변에서는 관광버스가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며 분주히 오가고, 수십 명씩 모여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이제 낯익은 풍경이 됐다. 청계천관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1월 27일 총 10,001천 명

중 1,900명의 지방관광객이 청계천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고6) 청계천관리센터에는 하루 100여 건의 지방

5) 2005년 10월에 실시한 청계천 방문자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청계천 복원을 통해 시민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정서에 도움(61.2%)을 

주고, 물고기 철새 등 하천생태를 살려 환경이 복원(23.2%)되며 광교, 수표교 등 문화재 복원으로 서울의 역사성이 회복되며 도심 및 강북 상권

의 활성화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7.4%)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6) 방문객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이 약 79.5%(7,851천명), 지방관광객이 약 19%(1,900천명), 외국관광객이 약 2.5%(250천 명) 

정도라고 추계했다(시설관리공단 2005년 11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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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안내 및 문의전화가 있다고 한다. 

(2) 해외 방문객

서울시는 우리나라 인바운드(Inbound) 관광객의 주요 관광 수용지역으로 방한 외래 관광객의 81.7%가 서

울을 주요 관광 목적지로 하거나 서울을 통하여 타 관광 목적지를 방문하고 있지만(한국관광공사, 2002) 

관광 목적지로서의 뚜렷한 서울의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이 서울의 관광 발전에 걸림돌로서 작용

하고 있었다(한국관광연구원, 2000).

그러나 청계천 개장 후, 청계천을 찾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면서 관광

업체들이 서울 관광코스에 청계천 방문을 끼워 넣고, 대장금 등 기존의 한류 코스와 청계천을 연

계한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면서 청계천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7). 

세방여행사는 3시간 정도로 청계천을 돌아보는 2개 코스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대상 청계천 단독 투어 

상품을 개발해 시판에 나서고 있고, 다원투어도 5~8박의 제주~경주~서울을 경유하는 기존 한국 여행 패

키지 중 서울 코스에 청계천 도보 코스를 포함하는 상품을 11월 중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계천 

관련 여행상품을 개발 중인 곳도 적지 않다. 최근 서울시가 32개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청계천 도보관광이 포함된 연계 상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여행사 

관계자로부터 청계천의 관광 상품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아주여행사는 향후 대장금 등 한

류와 청계천을 연계하는 상품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행사들이 청계천을 관광 상품화하고 있는 것은 도심내물이라는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관광

수요의 수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었기 때문이다.

2) 문화

청계천복원사업은 개발연대의 도로확장공사와 같은 단순한 편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서울의 역사문화

유적을 복원함으로써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가치를 갖는 것이다. 청계천지역에

는 복개공사로 인해 이전되거나 묻힌 문화유적과 유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것은 서울의 역사적·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상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광통교, 정조반차도, 수표교 터, 오간수문 등 역사를 대표할 

만한 다양한 문화유적을 복원하여 서울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 다. 

7)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기간인 10월 1~3일에만 한국관광여행사를 통해 하루 100~150여 명, 3일간 총 480여 명의 일본인이 청계천을 다녀갔고, 

한진관광을 통해서도 200여 명의 일본 관광객이, 코앤씨 한중여행사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90여 명이 청계천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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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광통교 

  

<그림 5-2-5> 광통교 보살 

<그림 5-2-6> 오간수문 

  

<그림 5-2-7> 정조반차도 

이에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서는 청계천 이용시민들이 역사

시설/공간 조성에 대해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설문결과 광통교, 정조반차도 등과 같은 청계천 

내 ‘역사적 시설/공간’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16.2%, 다소 만족 59.3%)는 의견은 75.5%로 나타났다

(5점 척도 평균 3.88점). 반면 ‘불만족한다’는 3.0%에 불과했고, ‘보통이다’는 2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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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역사 시설 만족도

<그림 5-2-9> 청계천역사문화 복원 정도 

또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서울

시정개발연구원, 2005)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청계천 역사·문화의 복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복원되었다’(매우 많이 복원 12.9%, 대체

로 복원 61.3%)는 의견은 74.2%로 나타났다. 

반면 ‘복원되지 못했다’(전혀 복원 안됨 1.4%, 

별로 복원 안됨 20.4%)는 견해는 21.8% 다. 

청계천지역 문화유적을 복원할 경우,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원형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지만, 

원형의 부재, 보존의 문제 및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는 어려웠다. 하천

의 형태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

변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매우 변형되어 있어 

원상태로의 복원은 매우 어려웠고 이에 따라 교량 등

의 문화유적도 원형복원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복원원칙을 세워 역사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

고 그 결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3) 부동산

청계천복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심 강북 지역의 경쟁력을 복원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 주변의 교통문제, 대기오염, 주택 및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강북 

도심의 경쟁력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주인구가 8만 감소했고, 사업체 본사의 수는 강

남의 64% 수준에 불과하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도심재개발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

여 시행되지 못하고 취약한 도심산업구조는 동북아 중심지의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간의 집값, 교육, 문화 등의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

고, 이러한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강북권에 밀집된 환경 파괴적 도시관리시설에 있다는 인식이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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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지역 중에서도 특히 동북지역에는 청계고가,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동부간선로 등 하천을 복개하거나 

하천부지를 활용한 고가구조물이 많으며, 교차로에는 오래된 고가도로도 많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에서 가장 지역중심성의 성장이 더딘 곳이 청계천에 인접한 동북권역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울시의 초기 개발은 청계천 유역을 중심으로 한 강북권역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지역을 이렇게 낙

후된 곳으로 만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향후 발전 계획에도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 새로운 도심 주거지

도심환경수준의 선진화,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시행으로 소음 및 공해 감소는 거주지로서의 매력을 증진시

키고 쇼핑, 교육,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주거지원 시설이 보강되어 청·장년층, 실버계층, 외국인들의 욕

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심 주거지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청계천 주변 도심 환경이 개선되면

서 청계천 주변의 매력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그간 거주하기를 꺼려했던 청계천 주변엔 고급의 주상복합

건물들이 앞 다투어 들어서면서 강남을 능가하는 집값, 땅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세운상가 주변은 평당 4000만 원짜리 땅이 6000만 원으로 상승하여 

무려 50%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관수동 청계천 길가는 평당 39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랐다. 

땅값 오름세는 청계천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까지 번져 인현동 일대도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다른 지역 땅값 상승률과 비교, 배 이상 올랐다고 보면 된다. 청계 벽산 아파트는 평당 790만 원

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으며 조망권이 뛰어난 건물은 빈 사무실이 없을 정도가 됐다.

(2) 청계천 주변 상권의 활성화

청계천복원사업은 도심노후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광복 후 50

여 년 동안 청계천지역은 서울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이 지체된 노후지역이 되어 왔다. 청계천복원사

업은 청계천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심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도심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1∼2003년 시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보면 청계천 공사로 주변 상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

과 달리 착공 이후 주변 사업체와 종사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계천복원공사가 마무

리되고 ‘청계천 시너지효과’가 본격화되면 주변 지역의 특수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심(종로·중구)의 사업체 수는 2001년 10만 6008개, 2002년 10만 8015개, 지난해 

2월 10만 9941개로 증가했다. 특히 청계천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주변지역(복원구간인 종로·동대문·성
동·중구 38개 동)에서는 2001년 4만 8448개에서 2002년 4만 9800개로, 지난해 2월엔 다시 5만 1526개

로 늘어났다. 2003년 7월 복원공사에 들어가면 사업체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7개월간 사업

체 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증감률을 보면 2002년 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내 전체 사업체가 1.9%, 

도심 사업체가 1.7% 늘어난 데 비해, 청계천 주변지역에서는 3.5% 증가했다. 청계천 주변지역의 증가율은 

복원사업 이전인 2001∼2002년 2.8%에 비해서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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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주변 사업체 종사자도 역시 증가세를 보 다. 2002∼2003년 시내 전체에서 0.4%, 도심에서 2.6% 

감소하 고 청계천 주변 지역에서는 0.8% 늘어났다. 서울 도심의 사업체 종사자는 2001년 58만 7745명에

서 2002년 61만 4274명 늘었다가 지난해 2월 59만 8225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청계천 주변지역에서는 

2001년 17만 8565명, 2002년 18만 9511명, 지난해 2월 19만 1023명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 다.

청계천 주변지역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 공급업(25.8%), 산업용 농축산물 도매업(21.3%), 도로화물운송업

(20.1%)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육상여객운송업(-42.4%), 음식료품·담배 도매업(-36.4%), 가

공공작기계 제조업(-30.6%) 등은 감소세를 보여 청계천 주변 산업지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2. 환경적 측면

1) 생태계

햇빛과 맑은 공기의 깨끗한 환경 아래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고 수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맑은 하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현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로 변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 고 이러

한 서울시에 노력에 서울시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 의하면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꼽은 청계천 복원의 

가장 큰 성과로는 ‘생태환경 회복’(4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10> 청계천 복원의 가장 큰 성과 

일반적으로 하천으로서 생명을 되찾았나 여부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완료된 후에 물고기나 수서곤충과 같은 

하천생물이 되돌아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003). 청계천이 개통된 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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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원에서 10월 ~11 월 생물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물류는 물억새 등을 포함하여 140종(수생

식물 5, 습생식물 20, 육상식물 115), 어류는 피라미 등 14종 103개체(유 성 어종 10, 저서성 어종 4), 

조류는 직박구리 등 18종 481개체, 곤충류는 남방부전나비 등 9목 25과 41종이 청계천에 새로운 보금자리

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어류 밀도로 볼 때 생태하천 기능이 회복되

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억새                                   수크령                                    큰개여뀌

산국                                      키버들                                   큰고랭이

<그림 5-2-11> 청계천에 서식하는 생물종 사진 :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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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                                                            버들치

밀어                                                             돌고기

<그림 5-2-12> 청계천에 서식하는 생물종 사진 : 어류

남방부전나비                                                      배짧은꽃등에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칠성무당벌레

<그림 5-2-13> 청계천에 서식하는 생물종 사진 : 곤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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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박구리                                                    흰뺨검둥오리와 쇠오리

    괭이갈매기와 재갈매기                                                    황조롱이

<그림 5-2-14> 청계천에 서식하는 생물종 사진 : 조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복원된 청계천은 해를 거듭하며 식생이 풍부해지고 자연성이 풍부해져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생태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청계천이 한강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하천녹지축 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산, 창덕궁,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의 중간에 자리 잡

고 있어 청계천의 조류 서식환경이 현재보다 보완되면 서울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조류의 이동통로로의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도심 열섬

서울은 최근까지 토지이용 과정에서 과거의 자연지반 또는 녹지피복 상태에서 콘크리트·아스팔트 등과 

같은 인공적인 토지피복으로의 변화, 자동차 통행 증가 및 건물에너지 소비 증가에 의한 인공배열(人工排
熱)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비해 다른 도시기후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도심의 열섬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쾌적한 도시 생

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7차에 걸쳐 각 지점별 온도변화를 분석하 다. 

(1) 분석방법

•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라 예견될 수 있는 열환경(熱環境) 변화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열화상

Thermal Image)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함.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305

  - 측정 장비 : Thermo Tracer (TH7102MX/WX)

• 열화상 측정 장비를 이용한 청계천 및 주변지역 온도변화 분석

  - 청계4가 및 8가, 종로5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점·시간대별 열분포(熱分布) 측정

<그림 5-2-15> 적외선 측정 열화상 카메라 

(Thermo-Tracer) 

  
<그림 5-2-16> 적외선 열화상 측정모습

(청계8가 촬영)

<그림 5-2-17> 청계4가 열화상 viewer 프로그램

  

<그림 5-2-18> 청계8가 열화상 viewer 프로그램 

(2) 측정일시

• 1차 측정 : 2003년 3월 18일, 20일

  - 측정지점별 횡단면의 시간대별 열화상 온도분포 : 세운상가~청계4가

• 2차 측정 : 2003년 10월 23일, 20일

  - 측정지점별 횡단면의 시간대별 열화상 온도분포 : 청계4가(세운상가)

• 3차 측정 : 2004년 4월 1일, 2일

  - 측정지점별 횡단면의 시간대별 열화상 온도분포 : 청계4가, 청계8가

• 4차 측정 : 2004년 8월 3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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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측정 : 2004년 10월 21일, 22일

• 6차 측정 : 2005년 3월 29일, 30일

• 7차 측정 : 2005년 7월 26일, 27일

(3) 분석결과

분석 결과 청계4가 경우, 당초 고가(노면)도로 으나 현재 하천용수가 흐르는 지점(R7)에서의 복원 전 

97.6%(1차 측정)에서 복원 후 85.9%(7차 측정) 수준으로 나타나, 청계천 복원에 의한 최대 온도 저감 효

과는 약 10%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계천 복원에 따라 형성되는 도심 열섬강도 저감 

효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여타 청계4가 열화상 측정지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

으나, 평균적으로 2%~5% 정도의 온도 저감 효과가 추정되고 있다. 

구분 R1 R2 R3 R4 R5 R6 R7 R8 R9 R10

1차 107.8 107.8 118.5 105.4 91.2 98.0 97.6 90.6 90.6 93.7 

2차 124.6 131.5 106.3 97.6 83.5 119.6 109.7 83.0 78.0 66.3 

3차 101.8 105.5 103.0 106.7 103.6 94.2 88.3 97.9 102.7 96.3 

4차 99.7 101.8 101.3 102.3 102.1 97.9 95.9 99.0 100.9 99.1 

5차 106.0 106.1 102.6 101.4 101.6 113.5 96.3 91.6 89.1 91.7 

6차 109.5 112.2 106.5 101.2 103.6 108.0 88.9 88.5 90.6 91.0 

7차 97.7 104.9 103.3 103.6 103.3 99.1 85.9 100.4 101.1 100.6 

평균 106.7 110.0 105.9 102.6 98.4 104.3 94.7 93.0 93.3 91.2 

최대 124.6 131.5 118.5 106.7 103.6 119.6 109.7 100.4 102.7 100.6 

최소 97.7 101.8 101.3 97.6 83.5 94.2 85.9 83.0 78.0 66.3 

주: R1·R2=아스팔트, R3=보도블럭, R4·R5=청계다리 아스팔트, R7=청계천, R8=보도블럭, R9·R10 = 아스팔트

표 5-2-6. 청계4가 온도편차 비율분포

청계8가의 경우 하천용수가 흐르는 지점(R5, R6)에서의 복원 전 99.8%~100.2%(1차 측정)에서 복원 후 

86.9~89.3%(7차 측정) 수준으로 나타나, 청계천 복원에 의한 최대 온도 저감효과는 약 10%~13%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청계천 수변 인근 녹지공간이 조성된 지점(R7, R8)에서도 6%~7% 정도 온도 

저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여타 청계4가 열화상 측정지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2%~5% 정도의 온도저감 효과가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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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1 R2 R3 R4 R5 R6 R7 R8 R9 R10

1차 113.6 113.6 102.8 101.0 100.2 99.8 99.3 100.4 94.9 91.2 

2차 124.5 114.6 108.1 116.9 111.1 98.7 104.3 89.7 68.2 64.1 

3차 114.4 121.1 103.2 109.6 92.1 85.4 98.3 96.3 77.3 102.2 

4차 106.3 101.0 97.2 99.2 99.1 96.3 100.1 92.2 103.1 105.5 

5차 126.6 105.9 122.8 123.9 118.4 99.3 74.1 75.1 85.9 68.1 

6차 114.1 108.3 95.3 124.3 102.6 105.3 82.1 81.7 88.5 97.8 

7차 114.9 103.6 97.7 108.3 86.9 89.3 93.2 93.0 105.9 107.2 

평균 116.3 109.7 103.9 111.9 101.5 96.3 93.1 89.8 89.1 90.9 

최대 126.6 121.1 122.8 124.3 118.4 105.3 104.3 100.4 105.9 107.2 

최소 106.3 101.0 94.2 99.2 86.9 85.4 82.1 81.7 68.2 64.1 

주: R1·R2=아스팔트, R3=보도블럭, R4=청계천 수변 보행도로, R5·R6=청계천, R7·R8=녹지, R9=보도블럭, R10=아스팔트

표 5-2-7 청계8가 온도편차 비율분포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계천 복원은 도심에 하천을 재생함으로써 도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열섬에 대한 냉각효과를 제공하여, 향후 청계천 이용시민에게 기후조건이 고려된 도시형 하천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것이다. 또 현행 청계로 교통 통행량에 의해 자동차 엔진의 인공배열(人工排
熱)효과, 청계로 아스팔트 도로의 축열 및 배열효과, 그리고 도로주변 건물에너지 이용 등에 따른 에너지 

방출 등을 감안하면, 향후 청계천 복원에 의한 도시 미기후 조절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3) 바람길

고밀 도시개발은 원활한 바람흐름을 차단하여 오염물질의 대기 정체를 통해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간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제안되는 것이 바람길이다. 특히, 청계천 지역은 청계

고가 및 노면도로 이용 교통량의 집중, 도로 주변 상업 및 업무시설 집중, 불투수 토양피복 등에 따라 도

심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도시 열섬(Heat Islands)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사업은 수변

공간을 만들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도시열섬의 진행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서 가치가 있다.

청계천복원 전·후 바람길 변화분석에 의하면, 청계4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복원 전에 비해, 복원 후에는 

풍속이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청계천 도로변이나 청계천 수변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

나고 있다. 평균 풍속은 최소 2.2%, 최대 7.1%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청계8가 바람길 변화

에서는 평균 풍속은 최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계천 복원 전에는 고가도로 및 노면

도로로 활용되었으나, 새롭게 청계천이 열리면서 찬공기(cool air)덩어리가 이동하는 수변 바람길이 나타

나고 있다.



V. 청계천복원사업의 평가와 전망 

1308

4) 환경개선도

(1) 청계천 복원의 도심 환경 개선 기여도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와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

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서 청계천복원이 도심환경 개선에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 서울

시민의 대다수가 청계천복원사업이 도심환경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견해를 피력하 다. 

<그림 5-2-19>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 결과

  
<그림 5-2-20>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서는 서울시민의 대다수인 96.0%(매우 

기여 35.1%, 대체로 기여 60.9%)가 청계천복원사업이 도심환경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응답

을 하 다. 또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서도 방문객의 대다수

인 95.2%(매우 기여 53.5%, 대체로 기여 41.7%)가 ‘청계천 복원이 서울시 도심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응답자의 53.5%가 ‘매우 많이 기여했다’는 절대긍정 

의견을 내놓았다.

(2) 환경개선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와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

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서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주변 환경의 개선도를 평가한 결과 청계천 방문자

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서는 악취문제에 대한 ‘개선’ 의견이 

94.8%로 6개 평가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수질’(93.5%), ‘바람길’(92.4%), ‘대기상태’(91.3%) 

등의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조량’(87.9%)과 ‘소음문제’(85.0%) 개선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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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았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림 5-2-21>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 결과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서는 ‘수질’(91.2%), ‘악취’(88.8%), 

‘바람길’(88.0%) 등의 환경문제가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두드러졌으며 ‘대기상태’(86.7%) 및 ‘일조

량’(83.5%)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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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공구별는 <표 5-2-8>과 같이 1공구 악취, 2공구 악취, 3공구 바람길에 대한 환경 개선도가 높았다.

구분
전체

(N=600)

1공구

(N=200)

2공구

(N=200)

3공구

(N=200)

처음방문

(N=375)

재방문

(N=225)

대기상태 4.13 4.26 3.97 4.16 4.11 4.16

수질 4.23 4.42 4.14 4.14 4.22 4.26

소음 3.98 4.00 3.89 4.05 3.96 4.00

악취 4.27 4.46 4.17 4.18 4.26 4.28

일조량 4.13 4.21 3.92 4.26 4.04 4.28

바람길 4.23 4.39 4.03 4.27 4.15 4.36

표 5-2-8. 공구별 환경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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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청계천복원사업의 향후과제

1. 청계천복원의 새로운 시작 : 청계천 상류복원계획

2002년 7월 시작된 청계천복원사업은 2005년 10월 완료되었으나, 그것은 청계천복원의 완성이 아니라 새

로운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상류 백운동천·중랑천을 복원하여 청계천의 발원지를 연결하고, 청계천의 

좌·우에서 내려오는 10개가 넘는 지천을 복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의 물길을 되찾아 자연수가 

흐르는 청계천을 만들고 청계천의 하폭을 넓혀 자연하천으로 조성함으로써 비로소 청계천복원사업은 완성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청계천복원사업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2005년 청계천복원사업 완공은 청계천복원의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계천 상류복원계획은 크게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기대책은 청계천상류 소하천 

시점까지 차집시설 연장 설치하여 우·오수 분리하는 것으로 복원시점부터 상류 70m 구간은 박스형으로 

설치하게 된다. 장기대책은 중학천, 백운동천 포함 서울시의 30여개 복개하천에 대한 장기복원계획 수립

하고 복개하천복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연구｣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시 소재 복개하천의 복원타당성을 조사하 고 주요 내용은 

<표 5-2-9>와 같다.

 • 과업기간 : 2004. 7. 1. ~ 2005. 11. 30.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서울시 36개 하천 총 연장 242.3km의 32.6%인 79.1km가 복개되어 도로 및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서울시 전 하천에 대한 복개하천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복개된 서울시 하천들을 가급적 본래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

환경적 도시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하여 서울시 복개하천 복원타당성을 조사함. 이를 위하여 서울시 복개하천 현황을 종

합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각 복개하천의 복원가능성을 평가한 후, 타당성을 분석함

.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면복개 및 부분복개된 31개 하천

 - 시간적 범위 ; 단기(2010년), 중기(2021년)

 • 주요과업내용

 - 복개하천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사례연구

 - 복개하천 복원타당성 분석 

표 5-2-9. 서울시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연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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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개하천 복원 우선순위평가

   

하천명
설문관련 

총점
설문

우선순위 검토 분야 표준점수
종합우선순위 

검토결과
토지

이용
수환경 생태 교통 총합 순위

홍제천 4.14 1 2 24 6 23 5.961 1 단기사업대상

방학천 3.96 2 13 20 8 15 2.814 7 장기사업대상

도림천 3.84 3 4 20 9 6 5.309 3

단기사업대상성북천 3.75 4 10 5 12 17 3.168 6

정릉천 3.71 5 5 2 11 26 3.416 5

반포천 3.58 6 13 27 14 10 -0.144 14

장기사업대상오류천 3.54 7 13 28 12 21 -0.971 19

사당천 3.47 8 9 23 24 25 -2.070 22

도봉천 3.45 9 2 12 1 28 3.555 4

단기사업대상우이천 3.42 10 1 13 2 22 5.635 2

봉원천 3.39 11 13 4 26 2 1.944 8

중학천 3.36 12 13 10 16 13 0.732 12

장기사업대상

당현천 3.30 13 6 26 5 19 -0.904 17

남산동천 3.29 14 13 8 22 11 0.074 13

대동천 3.23 15 12 5 4 24 1.108 11

성내천 3.16 16 11 10 3 29 -0.293 15

녹번천 3.13 17 13 8 19 3 1.418 9 단기사업대상

흥덕동천 3.12 18 13 5 27 7 -0.723 16

장기사업대상면목천 3.08 19 13 15 28 18 -3.119 25

가오천 3.06 20 13 17 10 27 -2.593 23

불광천 3.05 21 7 14 15 1 1.343 10 단기사업대상

욱천 3.03 22 13 17 18 4 -0.938 18

장기사업대상

대방천 2.93 23 13 25 21 12 -3.911 27

전농천 2.90 24 7 1 22 20 -1.010 20

봉천천 2.82 25 13 19 20 16 -3.867 26

백운동천 2.71 26 13 3 16 8 -1.629 21

화계천 2.68 27 13 22 7 9 -2.829 24

시흥천 2.63 28 13 29 25 14 -6.532 29

월곡천 2.47 29 13 15 28 5 -4.942 28

 • 단기사업대상 하천

 - 사업진행 중인 하천 : 홍제천(1위), 정릉천(5위), 성북천(6위)

 - 사업예정 하천 : 우이천(2위), 도림천(3위), 도봉천(4위), 봉원천(8위), 녹번천(9위), 불광천(10위)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 서울시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연구 

서울시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연구 주요내용 <계속>

2. 전통을 간직한 현대의 도시 서울

1) 사대문 안 역사문화관광 네트워크 조성

청계천복원은 서울의 역사성, 문화성, 친환경성 회복의 상징적 선언이며 이를 계기로 서울 도심부 사대문 

안의 중심가로와 역사성 있는 골목길 등은 원형이 회복되고 도심부 내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에 대한 적극

적인 보존과 유지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회복함과 동시에 사대문 안 역사문화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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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대문 안 녹지축 연결사업

서울의 수경축인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동대문~광화문과 남대문~경희궁을 잇는 환상녹지축, 창덕궁~종

묘 간 녹지축, 세운상가 주변지역 재개발을 통한 종묘~세운상가~남산구간의 남북녹지축의 복원을 통해 

사대문 안 녹지축이 연결될 것이다.

 남북 녹지축의 연결 : 창덕궁~종묘 녹지연결

1931년 일제의 율곡로 건설에 의해 창덕궁과 종묘가 단절된 이후 역사성 회복과 녹지연결을 목적으로 현

재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창덕궁과 원남동 사거리에 이르는 율곡로 620m 구간에 대해 총연장 410m, 폭

23m의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남북 녹지축의 연결 : 종묘~세운상가~남산

세운상가 주변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전략적으로 세운상가를 따라 남북녹지축을 형성하고, 장기적으

로 북한산에서 종묘, 남산, 국립묘지,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남북 육경축을 완성한다. 

 환상 녹지축의 연결

성곽복원사업 및 각종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동대문~광희문, 남대문~경희궁 구간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여, 향후 인왕산~북악산~낙산~남산에 이어지는 환상 녹지축을 조성한다. 

기존 성곽은 서울 도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인 인왕산, 북악산, 낙산, 남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으며, 훼손된 성곽의 복원시 성곽주변으로 공원 및 녹지가 조성되었고(장충녹지, 동숭녹지, 청운녹지, 

낙산공원 등), 현재 광희지구에서 성곽복원사업과 함께 광희녹지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성곽의 주요 시설

인 동대문과 남대문 주변으로 광장화 사업이 검토되고 있으며, 옛 성곽이 지나던 자리에 위치한 동대문운

동장의 공원화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성곽 복원시 조성되는 공원 및 녹지를 각종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서울 도심부를 둘러

싸고 있는 환상녹지 축을 조성하여 서울의 역사적 원형과 독특한 지리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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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3> 사대문 안 녹지축 연결사업 

3.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 청계천 : 청계천주변 재개발과 산업구조 개편

서울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계천 주변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도심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기존상권보호와 재정착을 내

용으로 하는 새로운 「도심형 재개발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청계천의 무교동 일대는 업무지구로, 세운상가 주변은 재개발과 전자·통신사업의 중심지로, 동대문 지역

은 의류·패션산업 중심지로 변모되고 서울의 종로~창신동 지역은 관광특구가 되어 24시간 활력이 넘치

는 도심의 중추기능을 재창출하여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할 것이다. 또 문정지

구에 동남권 유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유통물류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예정

이다. 이처럼 서울 전역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청계천복원사업은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사업, 문정동 

유통단지 조성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재개발과 산업구조의 개편은 지역의 이

미지를 개선하고 활력 있는 도심 중추기능으로서의 역할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1) 무교동 일대 : 국제수준의 업무 중심지

무교동 일대는 서울 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조선시대부터 상업기능을 담당해왔으며, 현재는 기업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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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금융 및 보험시설 등의 주요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부의 핵심지역이다. 도심재개발사업 시

행 후 대규모 고층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내부 블록에는 여전히 옛 도시구조

에 음식점들이 남아있다. 현재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는 재개발사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청계천 복원에 

따른 사업여건의 변화로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방향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기존의 재개발구역 내 미시행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해 도심부를 국제적인 수준의 업

무지구로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재개발 구역인 다동 구역의 블록 내부에 있는 미시행 

지구의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업무, 호텔, 컨벤션 등의 국제기능을 유치한다. 

또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적 활력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심업무지역으로 조성해나가도록 한다.

 업무지침

국제적인 수준의 업무지구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통합개발을 유도하고 국제기능

을 도입한다. 5지구, 7지구, 8지구는 통합 개발하여 호텔 및 회의기능을 유치한다.

무교동 길은 녹음이 우거진 가로수 길로 보행활동이 많은 곳이므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종로~청계천~

시민광장을 연결하는 무교동 길을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보행활동이 가로수 길을 따라 청계천 수변

공간으로 연속되도록 한다. 보도포장과 가로시설물을 개선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무교동 길 

주변 건축물의 저층부에는 보행활성화 용도의 도입을 유도한다.

미시행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 시, 다동 공원을 조성하여 청계천 및 기존의 녹지체계와 연계되도록 한다. 

종로변에 면한 풍문고 옆 주차장 부지는 공공문화기능(도서관 등)을 도입하되, 주차장은 지하화하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다. 

청계천변의 건축물은 민관협력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의 전면공지를 정비하고, 주요 가로변은 가각

전제를 조정하여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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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4> 무교동 일대 

2) 세운상가 지역 : 전자·통신사업의 중심지

세운상가 주변지역은 옛 물길과 지형을 따라 형성된 세필지와 세가로망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각 블

록 별로 전기·전자, 조명, 금속·철강, 기계·공구 등 특화된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나, 오랜 기

간 동안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어 개발이 정체되면서 물리적 환경이 쇠퇴해 가고 있다. 최근 청계천 복원으

로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방향

세운상가 및 대림상가를 중심으로 주변 블록에 기본적으로 형성된 산업 용도를 수용하면서, 문화, 엔터테

인먼트, 관광, 쇼핑 등 도심활성화 기능 및 도심주거 기능을 수용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

발사업을 추진 시에는 세운상가 자리에 남북 녹지축을 확보하고 청계천변에 풍부한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자 한다.

 정비지침

세운상가 주변지역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남북 녹지축을 확보하고, 청계천복원에 따른 청계천변이 오

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도심활성화와 남북녹지축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서울 최대의 재개발사업인 만큼 신탁재개발방식 등 새로운 민관협력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주요도입기능은 IT, 문화, 엔터테인먼트, 주거, 업무, 상업 등이 어우러진 도심복합 타운으로 조성한다. 



제2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317

또 이 지역은 IT의 발상지로서 IT의 역사를 전시, 체험, 구매, 교육, 연구개발 기능을 수용하는 멀티미디

어 복합 IT 센터의 건립을 검토한다. 

돈화문 길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복원될 청계천의 남북지역을 연결하는 매력적인 도심 

가로로 조성한다. 을지로 및 종로변의 과도한 가각전제를 조정하여 녹화사업을 추진하거나 재개발사업 추

진시 개발 가능한 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그림 5-2-25> 세운상가 지역 

3) 동대문 지역 : 의류·패션산업 중심지

(1) 동대문종합시장 지역

동대문종합시장 지역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다양한 도시조직을 바탕으로 서적에서 의류, 혼수용품, 

의류부자재, 가방, 등산용품, 주방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쇼핑공간이다. 또 재래

시장의 대표격인 광장시장과 현대식 쇼핑센터인 동대문패션타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기능적으로는 판

매 공간이라는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현재 동대문종합상가에 대한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 고, 동대문포토 아일랜드가 이미 조성되었으며, 

내부 노후지역 자율 갱신을 지원하 다. 향후 청계천이 복원되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지역내부의 개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접한 대규모 국·공유지의 이전계획 진행에 따라 상당한 개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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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방향

정비방향은 전통 재래시장과 현대적 상업시설 간의 완충지대이자 만물종합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후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자율갱신을 유도하고 재래시장 지

역에 대하여는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청계천 복원과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내 변화를 관리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지역 내·외부의 개발압력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구단

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변화를 관리해 나가도록 한다.

 정비지침

동대문종합상가 앞 시장/주차장 부지는 현재 상업시설 및 주차장 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입체결

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가시설 개발시에는 전면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거나 옥상조경을 통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재래시장지역과 골목시장지역은 197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지역으로, 

점포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방재 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래시장지역 전반에 걸쳐 노후한 점포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동대문종합시장과 연접한 골목시장 지역의 내부는 지형적인 향과 좁은 가로로 인하여 차량접근이 불가

능한 필지로 이루어져 자발적인 갱신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도로를 확보하고 블록별로 

공동주차장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율갱신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먹자골목, 대학천 서점가 등 

기존의 시장특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용도를 관리한다.

청계천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타올, 모자, 의류, 가방, 의류부자재 관련 업종은 보행자에게 다양한 볼거

리와 쇼핑기회를 제공하므로, 기존 업종의 재적응을 유도하여 청계천변으로 자연스럽게 가로활성화용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2-26> 동대문 종합시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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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대문 패션타운 지역

동대문 패션타운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의류패션산업 중심지로서, 재래시장, 복합상업시설 등 다양한 

시장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청계천복원사업이 완료되고 이전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공유지가 개발될 

경우 지역 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방향

다양한 시장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패션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지역기능을 유지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대규

모 국·공유지 이전 시에는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도입하고 청계천과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보행환경을 정비하여 쇼핑·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의류패션문화의 관광명소로서 정비해 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 역에 대한 개입보다는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보행환경개선, 교통체계개선 등 공공 역 

위주의 적극적인 정비와 기존 노후 재래시장의 개·보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대규모 국·공유

지 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정비지침

오랜 시간 동안 대체기능이 논의되어 온 동대문운동장부지는 장기적으로 다목적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함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미 공병단이 입주해 있는 약 12,500평의 지역을 대상으로 수변공원 및 이벤트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을 검

토한다. 청계천변에 대형 수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이므로, 인근 동대문 패션타운

과 연결,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이용이 미미한 훈련원공원과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

토한다. 미 공병단 부지 이전 시 부지를 매입하고 재정 필요시에는 훈련원공원과 대토하여 상업적 개발을 

추진한다. 부지 매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문화, 오픈스페이스 용도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청계천과 면

한 평화시장 이면에 있는 미 공병단이 이전할 경우를 감안하여 청계천과 자연스럽게 개방될 수 있도록 미 

공병단 측 평화시장을 철거하고 미 공병단부지 내 일부 지역에 집단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 공병단과 훈련원공원에 인접한 국립의료원 부지의 활용은 정부의 국립의료원 이전계획에 따라 대처하

되, 중구청 이전 시 현 구청부지는 학교의 신설방안을 검토한다.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흥인문로 변의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하여 동서 및 남북지역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의 교통동선체계를 일부 조정하여 보행광장 및 야외휴식공간을 조성

하고, 장기적으로 협소한 보도 폭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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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7> 동대문 패션타운 지역 

4) 종각 ~ 창신동 지역 : 관광산업의 중심지

서울시는 종로구 관철동(종각)에서 숭인동 로터리에 이르는 청계천 북쪽 14만 6700여 평을 2006년 초 ‘종

로·청계 관광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대문, 명동 지역과 인사동 문

화거리 등을 잇는 도심 관광벨트가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종로구가 연말까지 세부사업계획 등을 담은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제출하면 서울시 관광진흥위원

회의 자문을 받아 이르면 내년 3월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종로구는 2003년과 지난

해 세종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3~5월 주민의견 수렴 및 열람공고를 통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관광특구 준비 작업을 해왔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지역은 청계천변의 관철동(젊음의 거리), 관수동(관광기념품), 장사동(전자상가), 예지

동(귀금속·광장시장), 종로5가(동대문시장), 창신동(신발·문구·수족관단지) 등으로, 전문상가별로 특색

을 가진 1만 6000여 업체가 밀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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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8> 종로, 청계 관광특구 추진지역 

종로구는 의류신발·전통공예품·액세서리 등 중저가 생활용품 쇼핑 단지 특화, 상패·휘장업의 노하우를 

이용한 관광기념품 개발, 종로·청계 관광특구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구상중이다. 또 예지동 귀금속·보
석 명품거리를 보석가공 공정 체험을 통한 쇼핑관광코스로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종로·청계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청계천(환경)을 중심축으로 종로(역사·재래시장)와 동대문(패

션) 등 서울 도심의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원스톱 관광코스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5년 11월 7일 조선일보 인용).

5)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이주를 희망하는 업종의 상인들을 위해 계획된 동남권 유통단지는 규모를 확대하여 2005년 11월 단지조

성공사를 시작하 다. 서울시는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동남권 유통단지 평가자문위원회’ 검

토 등을 거쳐 유통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사전협의(문화재청 문화재지표 조사, 환경

부 한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쳤다. 

동남권 유통단지는 도소매업 중심의 전문상가를 비롯한 배송센터 등 물류시설뿐만 아니라 대형할인점과 

복합 화관 등 상업시설 및 지원시설을 같이 조성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경부선과 중부선 축의 중간에 위치한 서울의 관문역할을 하

고 잠실-성남을 잇는 송파대로를 끼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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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9>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단지구분도 

4. 청계천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과 함께 산책로, 편의시설(휴지통, 화장실, 안내시설 등), 접근시설(도로진출입구, 계

단 등), 조명등의 다양한 이용시설을 조성하 고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서울시정개발연

구원, 2005)’를 통해 시민들에게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 다.

설문결과 ‘산책로’에 대한 만족도가 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명’(79.3%), ‘청계천 관리상태(청소, 

시설관리 등)’(78.3%)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이어 ‘접근시설(도로진출입구, 계단 등)’에 대한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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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시설’과 휴지통,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의 만족도는 각각 48%, 21.8%로 시

민들이 청계천의 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30> 이용시설 만족도

따라서 향 후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향 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편의시설의 확충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 따르면 ‘편의시설’(휴지통, 화장실, 

안내시설 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21.8%에 머물러 6개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5점 

척도 평균 2.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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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1> 편의시설 만족도

특히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조사

지역은 3공구(5점 척도 평균 2.14점)로, ‘만족한

다’는 의견이 12.5%에 불과하 다. 따라서 청계천 

추가 조경계획 수립시 화장실, 휴지통과 같은 ‘편

의시설’의 확충 및 신설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청계천 화장실 확충방안

청계천은 도심 내 하천으로 호우 발생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유수의 장애가 되는 천변 내 화장실 설치

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변 민간화장실을 최대한 개방토록 유도하여 화장실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

다. 

구분 계
민간화장실 공용

화장실
비고

소계 중구 종로 동대문 성동

총계 269 244 91 112 21 20 25 민간개방 대상 60개중

32개소 협약 완료

28개소 협약 추진중

공식개방 85 60 19 21 9 11 25

이용가능 184 184 72 91 12 9 -

표 5-2-10. 주변 화장실 현황 

그러나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소는 충분하나 휴일, 야간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다소 부족하고 경사로 주변 

장애인 화장실을 확보하지 못해 문제가 되었고 대규모 행사 또는 단체관광객 밀집 시 화장실 일시부족8) 

문제가 발생하 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신축 및 개보수, 임시화장실 확보, 민간화장실 추가개방을 통하여 화장실 확충방안을 

마련하 다. 특히 휴일이나 야간 등에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계천 주변 

보도 8곳에 100원을 내고 이용하는 코인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 다. 청계천 이용객들에게 화장실을 개방

함으로써 관리 부담을 증가하는 건물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의 개방을 추가로 유도하기 위해 늘

어난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해줄 계획을 세웠다.

8) 개방화장실 변기수(2~4개)가 적어 집중 이용시 지체대기 등 일시부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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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2> 안전시설 만족도

확충방안 내용

추가신축 및 개보수

- 고산자교 하류부에 5개소 9월말까지 신축 : 순환식 3개소(10구), 수세식 2개소(9구)

- 청계광장 주변 서린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1개소(5구) 12월 말까지 신축 추진 중

- 비우당교 용담지구대(파출소) 및 주유소 등  화장실 4개소는 건축주와 개보수 협의

임시화장실 확보
- 청계광장 등 대규모 행사 임시 이동식화장실 설치 조건부 사용허가 

· 10.1~10.3 개장행사시 청계광장 주변 임시화장실 3개소 설치

민간화장실 추가개방 추진 - 지원금 현실화 및 상하수도료 누진 미적용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가개방 유도

표 5-2-11. 청계천 화장실 확충방안 

2) 안전시설의 확충 및 보완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 따르면 청계천의 ‘안전시설’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11.3%, 다소 만족 36.7%)는 평가는 48.0%로 6개 평가항목 중 2번째로 낮게 나타났

다. 반면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 2.0%, 다소 불만족 12.8%)는 14.8% 고, ‘보통이다’는 37.2%로 나타났

다. 특히 ‘만족한다’는 의견은 50대 이상(63.3%) 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 의견은 10대(20.0%) 

및 20대(20.8%)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안전시설에 대한 불만족은 청계천 복원 개

통 이후 발생한 사고발생9)에 따른 시민불안감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다양한 

안전대책 마련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이에 서울시는 종합상황실 운 , 시설물 안전

점검, 안전 관리인원, 돌발강우대비 방재시스템 구

축 따른 대책을 세워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 으

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 주요설비

  - 위치/규모 : 시설관리공단 청사 8층 / 24평

  - 원격 제어시스템 : 통신제어장치 1대, 제어용 컴퓨터 3대, 대형모니터 2대

9) 청계천 개통 첫날 삼일교에서 50대여성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에 이어 또다시 야경을 구경하던 시민이 천변 난간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

고가 발생했다. 이는 청계천에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모전교와 광통교의 다리 난간은 어른 허리 높이에도 미치지 않아 다리에 기대 하천을 내려

다보다 아래로 떨어질 수 있고 게다가 다리 난간 간격이 넓어 아이들이 추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표교의 경우도 다리 난간 사이의 

공간이 가로 1ｍ, 세로 50㎝나 된다. 이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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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시스템(16개 지역 화면표출) : 모니터 15대

  - 방송설비 : 50m간격 116개소, 방송앰프 3대 

• 운 방법

  - 주요임무

   ∙ 시설물 시민 안전감시(현장시설 정상작동 여부 감시·제어, 청계천 이용시민의 안전감시)

   ∙ 수질 및 수위 감시(상시 및 우기 시 수위감시)

   ∙ 청계천 이용시민의 안전감시(필요 시 안내방송 실시)

   ∙ 돌발 상황 감지 및 긴급대응 및 상황 감지 및 전파

   ∙ 관련기관 상황보고 및 지원체제 유지

   ∙ 현장상황 기록유지 및 결과 보고

  - 운 방법 : 2인 1조 24시간 전일근무(홍수 등 긴급 상황 시 추가배치)

<그림 5-2-33> 청계천 종합 상황실 전경

  

<그림 5-2-34> 청계천 종합 상황실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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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주기

구분 시행

주기
점검기관 비고

분야 점검 내용

토  목

시설물

(외벽,

 수문 등)

자체점검

월간점검 매월4일 공단 ∙ 안전점검의 날

일상점검 수   시 공단 ∙ 일일 또는 수시

정기점검 반기1회 공단 ∙ 구조물 및 퇴적현황 등 점검

긴급점검 필요시 공단 ∙ 긴급상황시(천재지변 등)

외부점검

정밀점검 1회/2년 공단,전문기관
∙ 관련법에 의거 시행

  (시특법,조례,재난관리법 등)

정밀안전진단 1회/5년 전문기관
∙ 관련법에 의거 시행

  (시특법,조례,재난관리법 등)

기  전

시설물

자체점검

월간점검 매월4일 공단 ∙ 안전점검의 날

일상점검 수   시 공단 ∙ 일일 또는 수시

정기점검 반기1회 공단 ∙ 분전반 등 기전시설 점검

긴급점검 필요시 공단 ∙ 긴급상황시(천재지변 등)

외부점검

전기설비 법정점검 1회/1년 공단,전기안전공사 ∙ 전기사업법에 의거 시행

정밀안전점검 1회/5년 전문기관
∙ 관련법에 의거 시행

  (서울시조례 등)

표 5-2-12. 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 점검방법

  -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점검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시행

  - 월간, 정기 및 일상점검 등은 안전교육 후 자체점검실시

• 점검결과 유지관리 계획

  - 각종 점검 실시 후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수공사 실시(연간 단가 보수시행)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점검결과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긴급보수실시 및 손상 정도에 

따른 세부 보수 계획 수립시행(연간 단가 및 단위공사 등)

  -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점검 추가실시

  - 수질관리는 유지용수의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통하여 수질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수질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 (전문기관 시험의뢰)

 안전 관리인원 운영

• 경비 용역

  - 기본방향

   ∙ 24시간 주·야간 청계천 내 시설물 보호 및 이용자 안전과 질서계도

   ∙ 비상사태 조기 발견 및 긴급 조치와 돌발강우 시 시설물 내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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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 방법

   ∙ 용역원 및 공익요원 2인 3개조로 24시간 상시 주 진입로, 산책로 동초 경비 및 거점순찰 실시

• 자원봉사자 「청사랑」운

  - 활동인원 : 1일 126명(오전, 오후 각 63명)

  - 활동구역 : 청계광장 및 22개 교량주변 집중배치   

  - 활동시간 : 10:00 ~ 20:00(5시간/2개조)

 돌발강우대비 방재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개요

  - 청계천 돌발강우 예·경보시스템 구축 : 주요지점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대피 예보기준 설정

  - 노숙자, 야간이용자 안전대책 등 시민안전관리대책 수립

  - 돌발 강우 시 긴급대피 및 구조시스템 구축

  - 긴급구조체계, 이용자 대피행동요령 정립 등

• 구축방법(시정개발연구원·한국방재학회, 2005) 

  - 돌발강우에 대비한 상시적인 재해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천 모니터링 방안과 하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는 청계천 강우 관측소, 수위관측소, CCTV의 적정 설치위치 및 구축 

  - 추가진입시설 설치 

  - 긴급대피 체계(안)

•  향후 추진계획

  -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10월 말까지 강우에 의한 하천 수위변화 모니터링 후, 예·경보 시스템 기준

설정 등 구체적 방재시스템 구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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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지용수 관리

청계천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12만 톤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이는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는 하천 2등급 이상의 수질로 정수 처리한 9만 8천 톤의 한강원수와 도심 지하철역 

지하수 2만 2천 톤으로 하천 수심을 평균 40cm로 유지시킨다.

<그림 5-2-35> 유지용수 확보 및 공급방안

비가 많이 내리는 청계천에는 차집관거의 용량을 초과해 주변의 생활하수가 유입되기도 하고 하천수가 통

수하는 물로서만 흘러가는데 유지용수 안에 녹조가 번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수질오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하루살이 등 해충 다량 발생, 거품발생, 악취발생, 월류수에 의한 하천 수질오염, 부

양화 증가, 공급원수의 수질감시, 건천화 방지에 따른 대책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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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대책

하루살이 등 해충 다량 

발생 예상

하천물이 흐름이 느린 웅덩이 등 정체 수역에서 부유물의 침강으로 인한 부패로 인해 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해충 종류별 전문가 자문 및 대안 마련하고 하루살이 적충을 먹이사슬로 이용하

는 방지 방안 등 연구용역 준비

거품발생
낙차가 큰물, 돌아가는 소,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 수중 미생물의 다량번식으로 인한 거품을 대비

하여 한강수를 주공급수로 공급하고, 계절별, 시간별 공급비율 조절안 등 연구 보완

악취발생
하상퇴적물, 부영양화 조류, 녹조화에 의한 물비린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공급원수의 조절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완

월류수에 의한 하천 

수질오염대책

자동차에 의한 기름, 타이어 등 마모, 주변 공사장 먼지, 생활쓰레기 등이 하수관거를 통하여 유입, 도

로포장 등 불투수층의 도시 구조에 따라 강우 시 고농도의 초기 월류수 발생 보통 건기 일수에 농도의 

차이가 많으나 BOD 60~200mg/ℓ, SS 100~1,100 mg/ℓ로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복원공사 구간은 

합류식 하수관지역으로 2mm/hr을 차집하는 월류수관을 별도로 설치 고농도의 초기우수 배수하고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물순환 연구를 통한 장기적 대책마련

부영양화 증가 대책

지하철역사 지하수, 고도처리 수, 한강원수에 포함된 질소, 인의 축적으로 인한 부영양화 증가 예상되어 

청계천의 물의 순환이 잘되도록 여울과 소를 구성하고 강우 시 신속하게 하천변 오물 제거하며 모니터

링을 통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연구

공급원수의 수질감시

한강원수의 수질사고(상류의 유류사고, 고탁도 발생, 조류의 증가 등)가 발생할 수도 있어 공급원수의 

초입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락체계 구축하고 다른 공급원으로 수계변화를 

신속하게 하도록 기전시설 정비함. 수량 조절에 따라 생태계에 충격을 최소화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 

검토

건천화10) 방지대책 단기 안으로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장기 안으로 물순환체계 연구를 통한 건천화 방지책 마련하기로 함

표 5-2-13. 청계천 수질대책 

서울시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측정장비를 통해 매시

간 수질 및 수위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구분 점검내용

취수장(자양)
1. 채수지점 : 한강취수구

2. 시험항목 : 월간점검 BOC, COD, 대장균군 등 19항목 / 분기점검 PCB, 대장균군 등 33항목

정수장(뚝도)

1. 일일수질시험(1회 이상/1일)

   - 원수(탁도 외 7항목) / 정수(탁도 외 8항목) / 공정관리 수질시험

2. 주간수질시험(1회 이상/주)

   - 원수(대장균군 외 10항목) / 정수(대장균군 외 10항목)

3. 월간수질시험(1회 이상/월)

   - 자제시험 : 원수(대장균군 외 10항목), 정수(대장균군 외 10항목) / 의뢰시험 등

청계천 유지용수
1. 횟수 : 월 1회

2. 측정항목 : BOD 외 5항목

표 5-2-14. 수질 검사방법 

10) 건천화는 청계천 수계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층화 되고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하천수가 스며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또 하천의 경사도

와 유속 유량에 의해 건천화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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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의식의 회복

청계천에는 화장실, 휴지통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남북방향의 보행자의 횡단거리가 짧아 무단횡단증가로 

차량이동속도가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청계천을 방문객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음의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청계천 방문객의 시민의식 부족으로 청계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은 여전히 성숙한 시민의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질서의식은 양호했

지만 자연사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행사 첫날 인명사고까지 일어났지만 이날까지도 청계천 

다리 난간에까지 올라가 사진을 찍는 위험한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

…………… 산책로 주변에 조성된 녹지대는 사람들에게 짓밟혀 심하게 훼손됐다. 특히 산책로가 

좁은 청계천 상류지점의 잔디와 창포 등 식물의 훼손이 심각했다. 또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도록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은 탓인지 홍보 전단지와 음료수 병 등 생활쓰레기가 녹지대 아

래 쌓이기도 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청계천관리센터는 이날까지 사흘간 모두 1t이 넘는 쓰레기를 

청계천에서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신문 2005년 10월 4일자 인용 

서울시는 질서유지와 시민안전을 위해 토요일 오후 1시~일요일 밤 12시까지 청계광장~청계2가 삼

일교 산책로를 일방통행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청계광장에서 하류 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산책

로만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까지 하는데도 일부 시민들은 ‘나오는 곳’으

로 들어가려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누군가가 

버렸을 휴지조각이 청계천 물살을 따라 흘러가기도 했다. 공단직원 권종구(53)씨는 “오후에만 

100ℓ짜리 쓰레기봉투 로 14개를 치웠다”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쓰레기양도 어머 어마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많은 인파에 비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문화일보 2005년 10월 10일자인용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 의하

면 청계천 방문자들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과 같은 ‘환경오염 방

지’(51.4%) 노력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어 ‘하천보전을 위한 노력’(19.7%)과 ‘금연·금주 등 청계천 규

제사항 준수’(18.4%)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단, ‘무응답’은 1.7%로 나타났다.



V. 청계천복원사업의 평가와 전망 

1332

<그림 5-2-36> 청계천 방문객의 우선 과제

7. 서울시의 과제

청계천이 지속적으로 ‘하천복원의 본보기’로 자리 잡고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청계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반 하는 서울시의 행정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

로그램 개발을 통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청계천의 개선사항과 최우선개발사업을 살펴보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향후 청계천의 개선사항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 따르면 청계천 방문자들은 향후 개

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용시설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던 ‘화장실, 휴지통 등의 편의시

설’(60.5%)을 가장 많이 지적하 다. 이어서 ‘교통 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 확충’(7.5%), ‘접근시설(도로진출

입구, 계단) 확충’(7.3%), ‘보행 공간 확충11)’(7.2%), ‘안전대책 보강’(7.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1)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문제는 보행 공간 및 접근로의 부족일 것이다. 보행로는 폭 150㎝의 청계천변 보행도로에 나무

를 심어 실제 도로 폭은 50㎝에 불과하고 시민들이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청계천변 안전통로(safety zone)는 두 사람이 교차 통과하기도 힘들

만큼 좁기 때문이다. 또 청계천구간에는 계단 16곳과 경사로 7곳 등 모두 23개의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하나만 

덩그러니 설치돼 있을 뿐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청계천을 방문했던 외국 저명 도시건축 전문가들도 청계천복원사

업이 성공적인 복원 사례라는 호평을 받았지만 물이 흐르는 수변 및 둔치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와 계단 부족을 옥의 티로 꼽았다(문화일보 

2005년 9월 7일 인용)

서울시는 2006년부터 청계3~9가의 청계천로 일대가 순차적으로 재개발하면서 건물들을 지금보다 15ｍ 뒤로 물러나 짓고, 청계천 양쪽에 있는 

현재의 2차로 차도 2개는 전체를 보행로로 바꾸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되면 청계천 양안에 각각 폭 10~15ｍ의 대형 보행로가 만들어져 

청계천 주변이 서울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대규모 보행축으로 변화하게 된다. 청계천 양안의 건물들이 물러난 15ｍ 공간에는 남북 양쪽에 

각각 편도 2차로 규모의 차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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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7> 향후 청계천 개선점

2) 서울시의 최우선 개발사업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 따르면 복원 이후 우선적으로 개발

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도시문화공간의 확충’(3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주변부 재개발’이나 ‘문화

유산의 복원’ 의견도 각각 28.7%, 26.3%로 나타났다. 

<그림 5-2-38> 청계천 복원 이후 최우선 개발사업(이용자만족도조사)

이는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도시화,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되는 추세에서 문화공간이 일종의 만남

의 장소이고, 이야기의 장소이며, 놀이의 장소인 동시에 교육받는 장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정화 외, 2005). 한편, 조사지역별로 ‘문화공간 확충’ 의견은 2공구에서, ‘주변부 재개발’ 의견은 3공구

에서, ‘문화유산 복원’은 1공구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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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문화공간 확충 주변부 재개발 문화유산 복원 상류지천 복원

조사지역별

1공구 200 39.0 14.0 34.5 12.5 

2공구 200 43.0 26.0 19.0 12.0 

3공구 200 23.5 46.0 25.5 5.0 

표 5-2-15. 공구별 최우선 개발사업 

청계천 주변의 최우선 사업으로서 도시문화공간의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서도 나타났다. 서울시민 3명 중 1명

(32.1%)은 청계천 복원 이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으로 ‘도시문화공간의 확충’을 지적하

다. 그 다음으로 ‘주변부 재개발’(23.7%), ‘문화유산의 복원’(17.3%), ‘상류지천 복원’(13.6%)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그림 5-2-39> 청계천 복원 이후 최우선 개발사업(서울시민의식조사) 

이러한 시민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문화행사의 

정례화, 청계천 새물맞이 주요행사의 정례화, 천변 전시공간 조성, 시민참여 이벤트 추진, 지역축제 등 시

민참여 문화행사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기고 있다(청계천축제백서, 2005). 

 문화행사 정례화

  - 소규모공연 상설화 : 청계광장 공연(가칭 ‘정오의 문화소풍’)실시(4~11월, 청계광장, 천변 수변무대)

  - 시민공모팅, 직장인 상설 동아리, 국내 주재 외국인 및 초청단체 등 활용

  - 음악회, 국악공연, 패션쇼 등 정기 개회

  - 청계천 거리예술가 활성화 : 세계적인 거리예술가 초청 공연, 거리예술가 라이센스 제도 도입 등

  - 민간 제안 각종 이벤트 추진 : 맞선, 만남을 주제로 하는 이벤트, 각종 전시회, 사생대회, 출사대회, 

음악회 등 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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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새물맞이 주요행사 정례화

  - 청계천 새물맞이 여론조사 결과 행사 별 만족도가 89~9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청계천 준공기념일에 축제를 정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천변 전시공간 조성

  - 상설 갤러리 운  : 지상 최대 야외 갤러리 구축, 환경 친화적 예술작품 전시

  - 청계천 루미나리에 정례화 : 서울광장~청계광장~광통교(12월~1월)

 시민참여 이벤트 추진

  - 월별, 계절별로 특화된 이벤트 추진 : 봄(걷기대회), 여름(청소년 맑은 물놀이), 가을(청계천~한강 마

라톤대회), 겨울(청계천 썰매타기)

  - 중추절, 설날 등 민속절 전통문화 체험행사 개회

 지역축제 등 시민참여 문화행사 발굴

  - 인사동축제, 명동축제 등 지역 커뮤니티(community) 참여 축제 연계 활용

  - 테마별, 계절별, 지역별 행사 지속 발굴

   ∙ 테마별: 물(맑은 물놀이), 다리(민속놀이), 야간(루미나리에, 등 축제)

   ∙ 계절별: 봄(이팝나무), 여름(물놀이), 가을(사과나무, 음악제), 겨울(루미나리에, 스케이트, 썰매)

   ∙ 지역별: 청계광장, 세운상가, 동대문, 전태일거리, 황학동 벼룩시장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서울시는 향후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청계천이 시민들의 사회·경제·문화적 

중심공간으로서 만남의 장소, 거래의 중심지, 풍부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시민생활의 중심공간이 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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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일정

2000년

2000.09.01 ~ 02 : 제1회 청계천살리기연구회 심포지엄

2001년

2001.04.27 : 제2회 청계천살리기연구회 심포지엄

2001.09   : 이명박 후보 연구회 공약 타진

2001.12.31 : 작가 박경리씨의 청계천에 생명을 (한겨레)

2002년

2002.03.06 : 서울 경제, 환경살리기를 위한 청계천복원 심포지엄

2002.04.09 ~ 07.03 : 청계천에 생명을 연재 기사(한겨레)

2002.04.30 : 서울시장후보 초청 토론회(YTN)에서 청계천복원 본격토론

2002.05.17 ~ 18 : 제3회 청계천살리기연구회 심포지엄

2002.06.13 :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

2002.06.17 : 시장직무인수위원회 구성

2002.06.28 : 직무인수위원회 인수위 활동 마감 활동결과 발표

2002.07.01 : 이명박 시장 취임

2002.07.01 :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설치

2002. 07 ~ : 교통현황 조사(도심 및 청계천로 주변) 및 교통영향분석

2002.07.02 :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

2002.07.04 :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구성

2002.08.10 : 기본계획용역 발주공고(시정개발연구원)

2002.08.12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1기) 결성

2002.08.13 ~ 2003. 06.24 : 청계천현장 시민참관 프로그램

2002.08.27 : 교통분야 업무추진체계 확립

2002.08.28 :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의 전문가 세미나

∙ 주제1 : 대기오염과 인체 위해성

∙ 주제2 :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공정관리계획

2002.09   : 청계천복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2002.09   : 청계천복원 기본계획(교통부문)수립 착수

2002.09.01 ~ 2003. 06.30 : 청계천복원종합계획에 따른 도심관리계획수립연구(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2002.09.11 :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2002.09.12 : 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2002.09.12 :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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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8 : 제1기 시민위원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

2002.09.25 : 청계천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중 기술부분 계약

∙ 용역사(동명기술공단, 유신코퍼레이션 공동)

2002.10.01 : 청계천복원사업 민원대책에 따른 법률 자문

2002.10.01 :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의 전문가 세미나 

∙ 주제 : 환경요소의 경제적 가치 측정

2002.10.02 : 도시교통체계개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전 심의의견

2002.10.07 ~ 08 : 청계천로 주변 심야시간 버스주차실태조사

2002.10.15 :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의 전문가 세미나 

∙ 내용 : 도시설계, 도시지리, 도시계획 등

2002.10.19 : 청계천 유지용수 한강원수 활용방안 보고

2002.10.21 ~ 11.02 : 청계천상권 현황조사

2002.10.23 ~ 31 : 외부기관 시행 주요 공사 자료수집(제주시 산지천 복원공사, 경북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

장 조성공사, 강원도 동강댐 건설공사, 안면도 핵폐기물저장시설공사 등)

2002.10.25 :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홍보물 배부

∙ 홍보내용 : 청계천복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배포지역 : 청계천 인근 13개동 전세대 및 인근상가

2002.10.25 ~ 26 : 서울의 미래를 여는 청계천 복원 세미나 개최(원주 토지 문화관)

2002.10.27 : 해외하천복원 우수사례 조사연구

2002.11.01 ~ 07 : 서울시 시행 주요공사 자료조사(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제2기 지하철 건설공사, 내부 순환도

로건설공사, 원지동추모공원건립공사 등) 

2002.11.14 : 시민위원 추가위촉 6명, 해촉 2명(정원대비 부족위원 추가위촉, 지방 근무처 변경자 해촉)

2002.11.21 :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의 전문가 세미나 

∙ 주제 :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갈등관리

2002.11.21 ~ 2003. 01.30 : 청계천교량 아이디어 현상공모

2002.11.25 : 청계천 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2.12.03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서울시에 진정서 제출

∙ 민원인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 내용 : 설문조사 실시에 따른 결과 통보

2002.12.07 : 청계천복원 기본계획(교통분야) 수립 관련 교통부 협조요청

2002.12.12 : 하반기 수시 재정투융자심사(조건부 인정)

2002.12.13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회원과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본부장 면담

2002.12.16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차량시위

2002.12.18 : 청계천복원사업 기본계획 공개

2002.12.26 : 청계천홍보관 개관

2002.12.29 : 청계천복원 기본계획(교통분야) 관련 중간보고서 검토결과 통보

2002.12.30 : 기본계획(안) 제출

2003년

2003.01.03 : 청계천복원 기본계획(교통분야) 관련 중간보고서 검토결과 통보

2003.01.04 : 시민위원 추가 위촉 및 해촉 각 1명 - 개인사정 사직자 해촉 및 대체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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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9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청계천복원정책 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요청

2003.01.09 : 본위원회 개최 및 기본계획(안) 보고

2003.01.10 : 입찰방법 심의(심의결과 : 설계시공 일괄입찰)

2003.01.15 : 주민상인협의회 개최

2003.01.17 ~ 08.30 : 현장민원상담실 운영

2003.01.28 : 건설안전분과위원회 기본계획 심의(기술분야)

2003.01.30 : 청계천복원 법률 대책단 구성

2003.01.30 ~ 2004. 07.29 :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2003.02.01 ~ 04.10 : 문화재지표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2003.02.04 : 청계천복원 기본계획(교통분야) 관련하여 중구 건의사항 시정개발연구원 및 주차계획과 통보

2003.02.11 : 시의회보고 및 청계천복원기본계획(안) 발표

2003.02.12 : 상권수호대책위원회와 추진본부간 간담회

2003.02.12 ~ 06.20 : 청계천주변 개발 구상안 학생공모전 

2003.02.13 : 상인대표 시장 면담

∙ 면담자 : 상권수호대책위원회 간부

∙ 면담결과 : 청계천복원사업 설명 및 상인요구 사항 수렴

2003.02.14 :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기획조정위원회 심의

2003.02.14 : 청계천복원공사 대비 교통처리종합대책 추진계획수립

2003.02.15 : 청계천복원 반대 집회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2003.02.18 : 정책협의회(1차)

2003.02.18 : 입찰안내서 심의(심의결과 : 조건부 통과)

2003.02.20 : 청계천복원 대비 교통처리종합대책 발표

2003.02.20 : 청계천복원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 개최(서울시공무원교육원 대강당)

2003.02.21 :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발주계획 결정(시장방침)

2003.02.25 : 마장2교 교차로 처리방안 검토

2003.02.27 : 정책협의회(2차)

2003.02.28 : 입찰공고(조달청)

2003.03    : 청계천복원관련 도로표지정비계획 수립

2003.03    :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홍보물 배부

∙ 홍보내용 : 청계천복원사업은 청계천 지역 주민과 상인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배포지역 : 청계천 인근상가, 자치구, 홍보구, 현장민원 상담실

2003.03.01 ~ 31 : <청계천, 그 삶의 풍경> 아마추어 사진공모전

2003.03.06 : 주민상인협의회 회의(1차)

2003.03.07 : 청계천복원 관련 학술토론회

∙ 주관 :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주요내용 :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영향과 대책, 도심재개발, 물환경 측면에서 기술적 쟁점과 과

제, 청계천복원사업의 파급효과와 환경영향평가 등

2003.03.07 : 현장설명(참가업체 : 1, 3공구(28개 업체), 2공구(29개 업체))

2003.03.07 ~ 08 : 시민위원, 대구신천 및 제주 산지천 하천 현장 시찰

2003.03.11 : 법률대책 회의 -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주요쟁점사항 토의 

∙ 개최결과 :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직접보상은 불가, 다만 이해관계인의 법적대응에 

사전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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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 녹색위 청계천특위와 본부간 간담회 

2003.03.11 : 서울시민이 꿈꾸는 청계천 시민마당 토론회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복원을 전제조건, 7월 착공시의 문제점 등

2003.03.13 : 정책협의회(3차)

2003.03.13 ~ 14 : 서울도심교통체계 개편관련 국제토론회 개최

2003.03.14 : 마장2교 교차로 처리방안 조정

2003.03.20 : 정책협의회(4차)

2003.03.22 : 청계천복원 반대 집회 - 청계천의류상가대책위원회

2003.03.25 : 시구협의회 -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설명 및 건의사항 수렴

2003.03.26 : 녹색위 청계천특위와 본부간 회의

2003.03.26 : 세운상가 주변 상인 사업설명회

2003.03.27 : 청계천복원 반대 집회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2003.03.28 : 삼일고가도로 재설치 반대 집회

2003.03.29 : 시내버스 우회 등 노선조정안 검토의견 통보

2003.03.31 : 교통처리기본원칙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서 작성

2003.03.31 ~ 04.01 : 3월 수시 투자심사

2003.03.31 ~ 04.03 :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홍보물 배부

∙ 홍보내용 : 청계천복원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

∙ 배포지역 : 청계천 인근상가, 자치구, 홍보관, 현장민원상담실

2003.04.   : 의류상가대책위원회 결성

2003.04.01 :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설치

2003.04.02 : 대림,청계상가 상인 사업설명회

2003.04.02 : 동평화시장 상인 사업설명회

2003.04.03 : 정책협의회(5차)

2003.04.03 : 주민상인협의회 회의(2차)

2003.04.03 : 녹색위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소위원회 

2003.04.03 :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하천 정비계획 수립

2003.04.03 : 정책협의회(6차)

2003.04.07 : 도로공사장 교통자문회의 심의

2003.04.07 : 중구지역 주민설명회

2003.04.07 : 신평화시장 지주대표 사업설명회

2003.04.08 :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 주관 : 경실련 외 7개단체

∙ 주요내용 : 주변개발, 생태적, 역사성, 쾌적성을 따진 후 복원이 바람직 함, 복원사업은 찬성하나 

7월 착공 반대

2003.04.08 : 통일상가 상인회 사업설명회

2003.04.10 : 시민단체 인사 시민위원회 위원장단 간담회

2003.04.10 : 중구지역 주민설명회

2003.04.12 ~ 25 : 청계천복원사업 슬로건 공모

2003.04.14 : 동대문지역 주민설명회

2003.04.15 : 종로구지역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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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 동대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시범사업 관련 건의사항 시행협조

2003.04.16 ~ 18 : 청계천복원대비 주요지점 교통안내 추가설치지점 조사

2003.04.17 : 종로구지역 주민설명회

2003.04.17 : 도깨비지역 노점상 집회

2003.04.17 : 도로공사장 교통자문회의심의 완료

2003.04.18 : 성동구지역 주민설명회

2003.04.21 : 동대문종합시장 사업설명회

2003.04.22 : 관철동 주변 상인 사업설명회

2003.04.22 : 교통안내 주요지점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

2003.04.22 : 도깨비지역 노점상 집회

2003.04.23 : 동신상가 상인회 사업설명회

2003.04.24 : 청계천 복원반대 집회 - 의류상가대책위원회

2003.04.28 : 경실련 간부 1차 간담회

2003.04.28 : 이주업종(신발, 황학동, 수족관) 사업설명회

2003.04.30 : 공사장 교통처리 규제심의 신청

2003.05.01 : 본위원회 개최 및 7.1일 착공계획 심의

2003.05.02 : 노점 중구 지역장 등 400여명 집회

2003.05.06 : 숭인피혁상가 상인회 사업설명회

2003.05.06 : 마장2교 교차로 잔여부지 동대문구청 활용건의 검토(1회)

2003.05.07 : 경실련 간부 2차 간담회

2003.05.09 : 녹색위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간담회

2003.05.10 : 도심순환버스 운행

2003.05.11 ~ 19 : 시민위원회 - 제2차 해외하천복원 우수사례 조사연구

2003.05.12 : 청계천복원 대비 교통처리보완대책 발표

2003.05.12 :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방안 대토론회

2003.05.14 : 아트프라자 상인회 사업 설명회

2003.05.15 : 주민상인협의회 회의(3차)

2003.05.21 : 청계천복원사업 교통대책 토론회

∙ 주관 : 경실련

∙ 주요내용 : 청계천복원사업 교통대책 추진현황,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교통문제와 대책 등

2003.05.22 :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민토론회

∙ 주관 : 환경정의시민연대 외 7개단체

∙ 주요내용 : 청계천 재자연화(복원)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발표

2003.05.22 : 청계천복원 반대 집회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 의류상가대책위원회 합동집회

2003.05.25 : 청계천고가도로 시민걷기대회

2003.05.25 : 청계천고가도로 외국인 마라톤 대회

2003.05.25 : 하이서울걷기대회 행사시 노점시위

2003.05.26 : 입찰참가 신청

2003.05.26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2003.05.26 : 동대문 여성저축회 사업설명회

2003.05.27 : 경찰청 교통처리 협의내용 통보

2003.05.27 : 청계천 복원사업관련 시민위와 시민단체간 워크숍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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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 주요내용 : 5월 1일 본위원회 건의사항 관련 토론, 교통 및 상인대책 토론

2003.06.02 : 기본설계 입찰(실시설계(철거) 제출)

2003.06.02 :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업무보고(청와대)

2003.06.02 : 청계천복원사업 상인대책, 주변재개발 토론회

∙ 주최 : 경실련

2003.06.04 ~ 5 : 설계적격심사(서울시)

2003.06.05 : 시민홍보현판 설치

∙ 장소 : 청계고가 시점부, 삼일고가 시점부 및 삼일로 시점부 육교

∙ 문안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사로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2003.06.06 : 서울시, 상권수호대책위원회, 의류대책위원회 간부면담

2003.06.07 : 시민홍보현판 설치

∙ 장소 : 청계천로 남북방향(청계 3, 4, 5, 7, 8가 교차로)

∙ 문안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사로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2003.06.09 : 정책협의회(7차)

2003.06.09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조달청) 및 서울시 통보(1공구 : 대림산업, 삼성건설, 2공구 : 엘지건설, 현대산업개

발, 3공구 : 현대건설, 코오롱건설)

2003.06.10 : 청계천복원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완료

2003.06.10 : 경영안정자금 심의회

2003.06.10 : 불법주정차단속계획 수립

2003.06.10 : 무료주차권 배부(상인)

2003.06.10 ~ 2004.01.08 : 청계천에 얽힌 전통 민속놀이 재현을 위한 학술용역(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2003.06.11 : 공사장 교통처리 규제심의 재신청

2003.06.11 : 기술지원합의서체결 (서울시장 ↔ 수자원연구사업단(건설기술연구원))

2003.06.11 : 청계천복원 반대 집회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2003.06.11 : 실시설계 착수(1공구 대림산업)

2003.06.13 : 전노총련 집회

2003.06.15 : 청계천 무료셔틀버스 운행

2003.06.16 : 시장단과 상인대표 면담(2차)

2003.06.16 : 청계천복원 반대 집회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 의류상가대책위원회 합동집회

2003.06.17 : 무교다동번영회 사업설명회

2003.06.18 : 계약(1공구 대림산업)

2003.06.16 ~ 07. : 공사계약 (1, 3공구-6.16, 2공구-6.17)

2003.06.20 : 경영안정자금지원(상인)

2003.06.21 : 시장단과 상인대표 면담(3차) 및 이주단지 조성 합의 

2003.06.21 : Green Green, 내가 그린 청계천

2003.06.24 : 서울시, 청계천 상인대표 면담

2003.06.24 : 실시설계 합동설계반 운영 착수

2003.06.24 : 공사장 교통처리계획서 규제심의 완료

2003.06.25 : 서울시, 상인단체에게 이주단지 조성관련 기본방침 통보 

2003.06.25 : 주민상인협의회 회의(4차)

2003.06.25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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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6 : 청계천복원 기본계획(교통분야) 관련하여 최종보고서 검토결과 통보

2003.06.27 : 청계천복원공사 안전세미나 개최 

2003.06.30 : 「내일부터 청계고가 통행불가」 홍보

2003.06.30 : 자동차전용도로(청계고가로) 해제

2003.06.30 :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건교부)

2003.06.30 : 노점대표, 행정2부시장 면담

2003.06.30 : 기공식 전야 노점상 연좌 농성 

2003.07.01 : 청계천복원사업 착공

2003.07.01 : 기공식 관련 노점상 집회

2003.07.02 : 전노련 의장 단식 농성

2003.07.03 : 동대문신발상가 사업설명회 

2003.07.05 : 시민위원 해촉 3명, 신규위촉 5명 : 개인사정 사직자 해촉 및 대체위원 위촉

2003.07.08 : 복원후 청계천로 교차로 운영방안 관련 하여 청계천복원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협조요청

2003.07.09 : 노점상, 장사 투쟁(1차)

2003.07.11 : 시공무원 속초수련원 Work-shop 개최

2003.07.11 : 노점상, 장사 투쟁(2차)

2003.07.14 ~ 12. 15 :수리모형실험 용역(한국수자원학회)

2003.07.15 : 전노련 주최 노점상 집회

2003.07.15 : 마장2교 교차로 잔여부지 동대문구청 활용건의 검토(2회)

2003.07.15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한 통보

2003.07.16 : 노점단체 대표, 건설기획국장실 항의방문 시위 

2003.07.23 : 전노련, 건설행정과장실 항의방문 및 실무면담

2003.07.29 : 청계천복원 기본설계 설명회

2003.07.30 : 청계천복원 기본설계 확정

2003.08.06 : 통일상가 상인회 사업설명회

2003.08.07 :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2기) 결성 및 회의

2003.08.11 : 화물조업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2003.08.12 : 서울시 공용물품 청계천주변에서 우선 구매 실시

2003.08.12 : 종묘공원 앞 횡단보도 세운상가 진입로 앞 이전 등 건의

2003.08.13 : 복개구조물 철거착수

2003.08.20 : 우선시공 공정 실시설계성과품 제출

2003.08.22 : 복원후 청계천로 교차로 운영방안 협의 통보

2003.08.28 : 우선시공 공정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 개최, 3개 공구 적격, 조건부 통과

2003.08.29 : 상권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준비회의(1차)

2003.08.30 : 청계고가도로 철거완료

2003.09.01 : 문정지구 학술용역 간담회 

2003.09.02 : 청계천 6․7가 육교노점상 집회

2003.09.08 : 우선시공 공종 계약

2003.09.14 ~ 22 : 제3차 해외하천복원 우수사례 조사연구

2003.09.15 : 청계4․5가 스카이 육교 상가 철거

2003.09.15 : 청계천복원사업 및 주변 소식을 전달하는 청계천신문 발행

2003.09.18 : 전노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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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9 : 상권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준비회의(2차)

2003.09.22 ~ 30 : 베를린 아․태 주간 청계천사진전

2003.09.30 ~ 12.10 : 청계천 복원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2003.10.02 : 보도정비 관련 상인대표 간담회

2003.10.05 : 삼일고가 철거완료

2003.10.09 ~ 2004.05.08 :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용역(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2003.10.15 : 하천지정

∙ 하천명칭 : 청계천(지방2급)

∙ 지정구간 : 종로구 서린동 ~ 동대문구 신설동 성북천 합류점(L=4.45㎞)

2003.10.17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03.10.17 : 상권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준비회의(3차)

2003.10.24 : 상인대책협의회 위원, 부시장 주최 간담회

2003.10.30 : 최종실시설계 성과품 납품

2003.10.30 :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

∙ 청계천 지방1, 2급하천 (종로구 서린동~중랑천합류점 포함)

2004.11.06.~ 14 : 제4차 해외하천복원 우수사례 조사연구

2003.11.12 : 주민상인협의회 회의(5차)

2003.11.13 : 실시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개최, 3개공구 적격, 조건부 통과

2003.11.13 : 청계천 노점 일제 정비계획 수립

2003.11.15 : 상인대책협의회(1차)

2003.11.15 : 이주단지조성 추진 시장방침(No.797)

2003.11.18 : 이주단지조성관련 관계부서 회의

2003.11.28 : 청계천노점 일제정비 보완계획 수립

2003.11.30 : 청계천주변 노점상 일제정비

2003.12.03 : 노상적치물 자율정비 관련 홍보물 배부

2003.12.11 : 노점관련 기본계획 수립

2003.12.11~ 2004. 06.10 : 청계천 복원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2003.12.12 : 문정지구 종합상가 조성업무협의회(1차)

2003.12.19 : 상인대책협의회(2차)

2003.12.22 : 시구협의회(2차)

2003.12.23 : 문정지구 종합상가 조성업무협의회(2차)

2003.12.26 :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

∙ 종로구 서린동~성동구 마장동 (L=5.76km 지방1급 1.31km, 지방2급 4.45km)

2003.12.30 : 이주단지조성 용역 입찰공고

2004년

2004.01.15 : 문정지구 종합상가 조성업무협의회(3차)

2004.01.16 : 청계천 노점, 동대문 풍물시장 개장

2004.01.16 : 상인대책협의회(3차)

2004.02.01 ~ 03.31 : 청계천을 소재로 한 창작환경 음악작품 공모

2004.02.09 ~ 03.13 : 뚝섬지역 주변(한강변 영동대교 ~ 잠실대교) 강변여과시스템 타당성 조사(2, 3공구)

2004.02.09 ~ 2005. 02.08 :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용역(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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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2 ~ 2004. 09.10 :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연구(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2004.02.12 : 문정지구 종합상가 조성업무협의회(4차)

2004.02.20 : 상인대책협의회(4차)

2004.02.24 : 청계천복원공사 실시설계 설명회 개최

2004.03.02 ~ 2005. 05. 25 : 백운동천, 중학천 차집관거 설치공사

2004.03.05 :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 현장조사 실시(매장문화재과)

2004.03.09 : 청계천유역 물순환 해석 국제 심포지움(2004년) 개최

2004.03.12 : 청계천복원공사 실시설계 심의

2004.03.13 : 오간수교 설계변경 지시 - 아치형 수문 설치

2004.03.19 : 상인대책협의회(5차)

2004.03.26 : 오간수문 유구를 해체하여 중랑하수처리사업소부지로 이전

2004.04.09 : 광통교지, 사적으로 가지정

2004.04.12 : 우리은행 삼일교 건설비용 기탁협약체결

2004.04.14 : 상인대책협의회(6차)

2004.04.19 : 오간수문지 중요문화재 사적 가지청(문화재)

2004.04.23 : 주민상인협의회 회의(6차)

2004.04.30 : 양안도로 개통(사면벽체 완료) 

2004.05.01 ~07 : 2004 청계천축제 

2004.05.10 : 차집관거 신․이설 완료 (수방대비 완료)

2004.05.12 : 시민위원회,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안) 설명

2004.05.28 ~ 29 : 상인대책협의회(7차)

2004.05.31 : 두물다리, 고산자교 개통

2004.06.11 : 세운상가 육교 노점상 철거

2004.06.18 : 상인대책협의회(8차)

2004.06.30 : 청계천복원관련 기술연구사업 1단계 연구완료

2004.06.30 : 시민위원회, 청계천복원공사 추진현황 보고회

2004.07.01 ~ 08.31 : 만남이 있는 청계천 이야기 공모 

2004.07 ~ 2005.10. : 복개하천복원 타당성 검토 용역(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07.15 : 서울시,「수변의 도시재생」심포지움 참가 발표

2004.07.16 : 서울시, 리버프론터정비센타(재) 강연회 참가 발표

2004.07.15 : 청계천상가 문정동 이주대상자 선정계획 방침

2004.07.19 : 제1차 이주심의 위원회 개최

2004.07.29 : 제2차 이주심의 위원회 개최

2004.07.29 : 영도교 완료

2004.08.16 ~　09.15 : 이주신청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실시

2004.08.20 : 상인대책협의회(9차)

2004.09.12 : 베니스국제건축비엔날레 최우수 시행자상수상

2004.09.15 : 관수교, 배오개다리 개통

2004.09.17 : 상인대책협의회(10차)

2004.09.20 : 버들다리 완료

2004.09.20 : 청계천로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

2004.09.22 : 유홍준 문화재청장 청계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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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 비우당교 개통

2004.10.12 : 유지용수 감면대상 여부질의(서울시→건교부)

2004.10.19 : 상인대책협의회(11차)

2004.10.20 : 제2기 시민위원회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

2004.10.22 : 황학교 개통

2004.11 ~ 2005. 08. : 청계천로 간판정비(1,560여개의 간판 정비완료)

2004.11.01 : 맑은내다리, 나래교 개통

2004.11.08 ~ 2005. 02 : 이주신청자 현장실태 조사 실시

2004.11.17 : 무학교 개통

2004.11.19 ~ 20 : 상인대책협의회(12차)

2004.12.　: 청계천 상인, e-청계천시장 주식회사 설립

2004.12.12 : 마전교, 다산교 개통

2004.12.15 : 새벽다리 개통

2004.12.21 : 상인대책협의회(13차)

2004.12.27 : 주민상인협의회 회의(7차)

2004.12.28 : 유지용수 감면대상 여부질의 회신(건교부→서울시)

2004.12.30 : 유수사용 요금감면 협의(서울시→수자원공사)

2004.12.30 : 모전교, 장통교 개통

2004.12.31 : 복개구조물 철거 완료,

2004.12.31 : 세운교 완료

2005년

2005.01.11 : 삼일교 개통

2005.01.18 : 주민상인협의회 회의(8차)

2005.01.27 : 본위원회․기획조정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2005.01.28 : 상인대책협의회(14차)

2005.01.30 : 오간수교 개통

2005.02. ~ 03.05 : 청계천 시점부 광장의 명칭 공모

2005.02.18 : 상인대책협의회(15차)

2005.02.28 : 유지용수, 수평차수시설 완료 

2005.03.02 : 서울시, 댐용수사용에 관한 법률자문

2005.03.03 ~ 11.02. : 돌발홍수대비 방재시스템 구축방안 학술연구용역(서울시정개발연구원(한국방재학회 참여))

2005.03.08 : 수자원 공사, 서울시에 댐용수사용료 납부 대상임을 통보

2005.03.18 : 상인대책협의회(16차)

2005.03.25 : 광통교지 사적 제461호로 지정

2005.03.29 : 청계천 오간수문지 유구보존설계 추진계획

2005.03.31 : 가로수 식재 완료 

2005.04.02 : 하천법 및 댐법관련 제도개선 건의

2005.04.08 : 상인대책협의회(17차)

2005.04.29 : 광교 개통

2005.04.30 : 산책로, 저수호안, 조경식재 완료 

2005.05.01 : 청계천미리보기 시민건강걷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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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5 : 어린이 청계천 그리기 대회

2005.05.30 ~ 06.10 : 청계천 옛사진 특별전 공모

2005.05.31 : 수변시설, 광교 완료

2005.06.01 : 유지용수 시험 통수

2005.06.01 ~ 20 : 청계천 사진공모전

2005.06.01 ~ 10.01 : 청계천 pre-tour

2005.06.01 ~ 10.31 : 청계천모니터링 학술연구용역(한국수자원학회)

2005.06.14 ~ 07.18 : 청계천 만화 공모

2005.06.16 : 유지용수 분쟁관련 관련주체 회의

2005.06.23 : 시험통수에 따른 물값납부 요청

2005.06.30 : 조경식재완료

2005.06.30 : 양안석축 보존설치 완료

2005.06.30 : 하량교지 보존설치 완료

2005.06.30 : 효경교지 보존설치 완료

2005.07.03 ~　10 : 제22차 UIA 이스탄불 총회 국제전시

2005.07.06 : 종합시운전

2005.07.20 : 3공구 수변무대 및 분수터널 야간 시연 

2005.07.27 : 2공구 분수경관 연출 시연

2005.08.04 : 수자원공사, 서울시에 댐용수사용료 협의결과 이행촉구

2005.08.22 : 수자원 공사, 서울시에 댐용수사용료 관련 질의

2005.08.23 : 광통교 복원 준공

2005.08.25 : 서울시, 댐저수 여부 및 감면대상여부 2차 법률자문

2005.08.31 : 서울시, 수자원공사에 댐용수사용료관련 질의회신

2005.09.02 : 정조반차도 준공

2005.09.05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유수분쟁조정(한국수자원공사 조정신청)

2005.09.14 : 문화의 벽 제막식

2005.09.15 : 신한은행 모전교 건설공사비 기탁

2005.09.21 ~ 10.05 :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건축비엔날레 

2005.09.22 : 하나은행 광통교 건설공사비 기탁

2005.09.26 : 청계천문화관 개관

2005.09.26 : 청계천 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서울특별시(시장)․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5.09.29 : 삼일교 준공

2005.09.30 : 청계광장 조성공사 완료, 청계천복원공사 준공

2005.10.01 : 준공식, 복원 선포

2005.10.01~03 : 청계천복원기념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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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002. 9. 12 조례 제4032호(제정)

2004. 9. 24 조례 제4229호(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의 역사․문화적 유산의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청계천복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계천복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2.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평가 

3. 청계천복원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4. 청계천복원관련 이익단체․시민의견 수렴 및 대시민 홍보활동 등 

② 위원회는 청계천복원공사의 준공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 (조직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 기능수행을 위해 본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와 역사문화 자연환경 건설안전 교통 도시계획 시민의견 등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2. 사업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본위원회) 

① 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장이 위촉하는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1. 청계천복원 사업계획 등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2.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위원회가 상정한 사항의 심의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총괄하는 자와 각계 대표 등 4인 이내로 하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

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 (기획조정위원회) 

① 기획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제6조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분과위원회간 이견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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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기획조정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에서 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③ 기획조정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본위원회의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은 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청계천복원사업에 관련된 분야별 사항에 관하여 제2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되,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사문화분과위원회 : 문화유적 복원, 문화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분과위원회 : 생태 및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안전분과위원회 : 구조물 철거, 도로건설, 하천복원 등에 관한 사항 

4. 교통분과위원회 : 교통영향 및 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분과위원회 :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시민의견분과위원회 : 여론조사 및 분석, 의견수렴등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와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역사문화분과위원회 : 문화국장 

2. 자연환경분과위원회 : 환경국장 

3. 건설안전분과위원회 : 건설기획국장 

4. 교통분과위원회 : 교통국장 

5. 도시계획분과위원회 : 도시계획국장 

6. 시민의견분과위원회 : 대변인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소관분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사항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조정위원

회에 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획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른 분과위원회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회(본위원회․기획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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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위원회별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각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본위원회 및 기획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둔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

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장비․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안건검토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

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2.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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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한겨레신문〈청계천에 생명을〉연재기사 

     (2002년 4월 9일 ~ 6월 28일)

 1회 4월  9일 개발딱지 걷어내 자연 속살 숨쉬게

 2회 4월 23일 복원비용 얼마나 드나

 3회 4월 30일 복원해도 교통소통 큰 영향 없다

 4회 5월  7일 물길, 숲길 트면 ‘삶의 질’ 깃든다

 5회 5월 14일 하루 6만 5천 톤… 지하수, 한강 물로 ‘너끈’

 6회 5월 31일 청계천 주변개발 저밀도냐, 고밀도냐

 7회 6월  7일 악취 풍긴 천변이 시민 쉼터로

 8회 6월 14일 100년 전 다리 14개 대부분 이름만 남아

 9회 6월 21일 민관합동 복원 추진위 구성 ‘급물살’

       10회 6월 28일 11년 전 이희덕 교수가 첫 ‘복원 몽상’

※ 자료 출처 : 종합뉴스테이터 베이스 www.kinds.or.kr 

    한계레신문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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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생명을 ․ 1〉                                          2002년 4월 9일자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60~70년대 개발의 상징이었던 청계천 복개도로와 고가도로를 걷어내

고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계천 복원을 올해의 화두로 제기했던 

한겨레는 청계천 복원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 효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성은 있는 지 등등

을 주 1회씩 10여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개발딱지 걷어내 자연 속살 숨쉬게

△ 1950년대 청계천 복개 전 여름 장마 때의 광교 모습. 중구문화원 

제공

  청계천 복원 논의가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반 의

견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복원 논의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원 논의를 주도해온 ‘청계천살리기연구회’는 5월17~18일 강원도 원주의 토지문화관에서 세 번째 ‘청계천 복

원 심포지엄’을 열어 도시계획․환경․교통․사회․경제․역사․문화 등 분야의 학자,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규모 토

론을 벌인다. 뒤이어 5월 말에는 연세  환경포럼과 함께 서울시장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의 청정환경 유지와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청계천 복원”을 제1공

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민석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계천 복원을 원

칙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임기 안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인가에 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시민환경단체의 활동도 활발하다. 녹색연합은 지난 3월 ‘도시 미소상’에 ‘청계천 복원 논의’를 선정했다. 녹색

도시위원회(위원장 유상오)는 선정 이유로 “지금까지 거 개발 논리로 일관된 서울 환경과 자연을 보전과 원형 

복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 논의에 시민 참여와 다원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

다. 녹색연합은 또 ‘청계천 복원’을 ‘녹색서울 만들기 10  공약’으로 결정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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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는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후보들에게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김타균 정책실장은 “올해 녹색

연합의 중단기 사업으로 ‘복원’이라는 주제를 잡았으며, 청계천 복원은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청계천 복원 논의가 활성화되는 배경에는 ‘청계천’에 한 부정적 인상과 서울의 열악한 생태환

경조건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청계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물은 결과 낡고 지저분하다는 답이 37.2%로 가장 높았

다. 지저분함․더러움, 오염된 물․시궁창, 공기가 나쁘고 공해가 심하다, 낡은 삼일아파트, 오래된 건물, 악취, 낙

후된 지역, 쓰레기 등이 시민들의 주요한 연상 이미지였다. 복잡하다, 교통 불편, 혼잡 등을 떠올린 사람은 

21.4%였고 음침하다, 우중충하다는 등의 답도 0.8%가 나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59.4%

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시민들이 도심공원과 녹지공간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도 확인됐다. 특히 청계천 주변

지역 응답자의 경우 94.2%가 녹지공간의 부족을 호소해 이 지역 삶의 열악한 조건을 웅변했다. 

  그러므로 복원을 지지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 복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환경․생태문제를 지적하고 복원될 청계천 주변 모습을 환경생태거리로 답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 결과에 해 청계천살리기연구회 노수홍 교수(연세 )는 “청계천 복원은 한국이 1960~80년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 신 입은 역사와 문화, 자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며 “청계천 주변 주민을 포함해 

서울시민 다수가 이를 지지한 것은 우리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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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생명을 ․ 2〉                                          2002년 4월 23일자 

복원비용 얼마나 드나

연구회 “운하 빼면 6400억”․이명박씨 “3600억”

고가도로 보수비용만 해마다 수십억 ‘밑 빠진 독’ 

민간참여 주변 재개발 땐 2000억~3조3천억 이익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크게 우려하는 목 가운데 하나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

가 하는 문제다. 기존의 복개․고가 도로를 다 걷어내야 하는데다 자연하천을 복원하고 주변 지역을 재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원 비용은 방식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먼저 청계천살리기연구회가 지난 2001년 4월

27일 연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복원 비용은 5년 동안 모두 9400억 원이었다. 그 내역을 보면 △철거 3

천500억 원 △자연하천 복원 1천억 원 △운하 건설 3천억 원 △교량 900억 원 △물 처리 900억 원 △조경 100

억 원 등이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운하 건설 비용을 빼면 6400억 원이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이명박 전 의원 쪽이 제시한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적은 3600억 원이다. 이 후보는 “청계천 연구회 쪽에서 가정한 운하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봤고, 현장 경

험상 다른 비용도 더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컨설팅을 거쳐 내놓은 세부 항목 비용은 △철거 2060

억원 △자연하천 복원 720억 원 △교량 186억 원 △물 처리 145억 원 △조경 121억원 △도로 정비 198억원 △
설계․감리 170억 원 등이다. 이 후보는 검토․설계에 1년 6개월, 공사에 2년 6개월 등 모두 4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비용 규모는 서울시가 올해 청계 고가도로 보수 공사에 들일 1천억 원보다는 3배에서 최  10배에 이르

는 것이다. 그러나 시정개발연구원의 황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청계 고가도로는 1994~99년 사이에도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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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벌였으며, 해마다 일상적인 보수 공사로 수억~수십억 원이 들어간다”며 “복개․고가 

도로를 걷어내는 것만이 안전을 보장하고 비용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은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거의 슬럼화한 청계천 주변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도 너

른 뜻의 청계천 복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민간 부문의 주도로 이뤄질 것이므로, 서울시나 중앙정부

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시립  정창무 교수(도시공학)의 최근 연구에서 종로와 을지로 사이 청계천 2~6가(1.8km)의 재개발에 들어가

는 비용은 모두 11조4061억 원에 이른다. 이를 세부 항목으로 보면 △재개발 8조2707억 원, △영업손실 보상 2

조7516억 원, △경전철 건설비 3838억 원 등이다. 그러나 청계천 주변을 고밀도 재개발해(용적률 600%.건폐율 

30%.최고 20층) 고급 상가로 분양하면, 총 가격은 15조7102억 원으로 3조3641억 원의 개발이익이 생긴다. 중

급 상가로 분양하더라도 총 가격은 12조5682억 원으로 2221억 원의 개발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11조 원이 넘는 

주변 재개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정 교수는 “청계천이 복원돼 재개발 여건이 이뤄지면, 시민주 방

식이나 국내외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은 쉽게 조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도 “이미 일부 국내외 기

업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표시하고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고 20층의 고밀도 재개발에 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고밀도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세입자는 물론 기존의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도 땅을 팔고 나가야 하며, 큰 건설업체나 자본이 

재개발의 기회를 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밀도 재개발이 이뤄지면 이 지역에서 기존의 공구, 금속․기계, 

전자․전기 등 소규모 사업장들은 떠나고, 높은 부가가치를 낳는 고급 인쇄나 광고, 출판 기획 등 디지털화가 가

능한 부문과 쇼핑센터들이 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밀도 재개발에 해서는 환경론자들도 반 하는 태도다. 홍성태 상지  교수(사회학)는 “청계천 복원은 근

본적으로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고 생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인 만큼 공공사업의 관점에서 저밀도 

재개발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 정 교수는 “이 지역 재개발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인력도 함께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

며 “시민들과 기존의 토지 소유자나 세입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점진적인 재개발

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창무 교수팀 연구 결과 서울시 부담액 1조3천억 원 15년 이후 연 1~2조 재정흑자

이번 정창무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청계천 복원과 주변 재개발에 전체적으로 얼마만한 비용이 들고,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청계천 복원은 5년을 공사 기간으로 할 때 략 12조 원 가량의 비용이 들고, 

비용을 뺀 개발이익과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

용이 청계천 복원과 경전철 건설 등 1조3천억 원 가량이며, 나머지 11조 원은 재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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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에 투입할 1조3천억 원의 비용에서 논란이 있는 운하와 경전

철 건설을 제외할 경우, 그 비용은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

  20조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서울시는 6천 억~1조2

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 사업 시작 10년 만에 누적 흑자를 내며, 사업 시작 15년 정도가 지나면 1조~2조원의 재

정 수지 흑자를 내는 것으로 예상됐다.

  두 번째로 민간 자본과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재개발사업의 경우, 고밀도(용적률 600%.건폐율 

30%.최고 20층)로 재개발해서 고급 상가로 분양하면 총비용은 12조3461억 원, 총 가격은 15조7102억 원으로 

개발이익은 3조3641억 원이며, 중급 상가로 분양하더라도 총 가격은 12조5682억 원으로 2221억 원의 개발이익

이 생긴다.

  세 번째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건설사업 파급효과가 14조1603억 원, 산업활동 기 효과가 2조2084억 원으로 

총 16조3687억 원이며, 취업 유발 효과는 18만649명이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으

로 예상하면 산업활동 기 효과는 4조9933억 원으로 총 효과는 19조1536억 원에 이르며, 취업 유발 효과도 21

조7473억 원에 이른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서울 도심의 생태적 활력뿐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활력과 파

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는 이제 청계천 복원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라는 점을 시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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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생명을 ․ 3〉                                          2002년 4월 30일자 

복원해도 교통소통 큰 영향 없다

△ 서울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청계고가도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 청계고가를 철거해도 도심 교통은 크게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청계 고가․복개도로를 뜯어낸다면 과연 도심과 서울 전체의 교통 소통은 

악화될 것인가?

  이는 비용과 함께 청계천 복원 문제의 양  논란거리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청계천 복원 때의 교통 상황

에 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 황기연 선임연구위원과 한양  도시 학원 원제무 교수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두 연구는 모두 청계천 복원에서 교통이 주요 변수는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먼저 황기연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복원하지 않은 경우(2011년 기준), 시속 20.8km인 도심의 통행 속

도는, 청계천 복원 뒤 전체 4차로의 도로를 놓는 경우 시속 17.9km로, 전체 8차로의 도로를 놓는 경우 시속 

19.1km로 각각 시속 2.9km, 1.7km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선도로는 시속 18.9km에서 18.8km로, 도

시고속도로는 시속 45.9km에서 45.6~45.8km로, 서울시 전체 도로는 시속 21.6km에서 21.5~21.6km로 조사

됐다. 청계천 주변에 전체 8차로의 도로를 놓는 경우는 교통에 거의 영향이 없었으며, 전체 4차로 도로를 놓더

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됐다.

8차로 땐 도심시속 1.7km 느려져 미미, 서울 전체는 비슷 … 일부선 “악영향”

  이 연구 결과 가운데 흥미로운 목은 청계천가에 차도를 설치하지 않고 전면 녹지로 만드는 때의 교통 영향

이다. 이 경우에 도심의 통행 속도는 시속 16.5km로 복원 안한 경우보다 4.3km 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간선

도로의 속도는 그 로였으며, 도시고속도로와 서울 전체 도로의 속도는 각각 시속 1km, 0.2km가 줄어드는 데 

그쳐 이 또한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는 복원하지 않은 경우(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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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시속 20.8km인 도심의 통행 속도가 고가도로만 철거 뒤 시속 19.8km로, 복개도로만 철거 뒤 시속 

16.5km로 줄었으나, 복원이 끝나면 17.9km로 회복됐다. 또 간선도로나 도시고속도로, 서울시 전체 도로의 통

행 속도는 0.1~1km 정도 줄어 거의 변화가 없었다.

  황 연구위원은 “청계천 복원 뒤 주변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6% 가량이 중교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며, “혼잡통행료나 유료 주차료 인상 등을 통해 좀 더 많은 승용차를 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오히려 통

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는 특히 ‘브라에스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이

는 도시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폐쇄하면 도시 전체의 통행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거꾸로 일부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면 오히려 통행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가설이다.

  원제무 교수의 연구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과 청계천로, 종로, 을지로의 통행 속도 변화를 다뤘다. 2010

년을 기준으로 할 때 도심의 통행 속도는 복원 안한 경우 시속 23.8km에서 복원 뒤 각각 6차로와 4차로를 청

계천가에 놓았을 때 시속 22.2km, 19.4km로 시속 1.6km, 4.4km 가량 줄어들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청계

천로는 복원하지 않은 경우 시속 25.7km에서 복원 뒤 청계천가에 6차로와 4차로를 놓았을 때 시속 19.3km, 

17.3km로 시속 6.4km, 8.4km가 줄었다. 종로와 을지로는 복원 안한 경우보다 각각 시속 0.9~3.4km, 시속 

1.4~4.5km가 줄었다.

  이런 교통 영향 평가 결과에 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서울시 윤준병 교통기획과장은 “청계천 복원 

뒤 현재의 교통 상황이 그 로 유지된다면 청계천로에서 시속 6~8km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
러나 실제로는 시민들이나 시가 승용차 수요를 줄이게 될 것이므로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적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한교통학회 전경수 회장(서울  교수)는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그것도 정도가 있다”며 “청계고가도로는 서울의 근본적 도로 가운데 하나여서 그 악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남산 2호터널 폐쇄 때 되레 빨라져

  서울시는 1999년 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27개월 동안 이태원에서 장충단에 이르는 남산 2호터널을 막고 보

수 공사를 벌였다. 이때 일부 언론은 이로 인해 주변 교통이 더 막힐 것이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1.3호 터널

의 혼잡통행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2호 터널이 폐쇄된 뒤 교통상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주변 도로의 교통상황이 별로 나빠지지 않

거나 심지어 나아지기도 했던 것이다. 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없애지 말고 유지

해야 하는 것으로 연구․조사됐다. 당시 서울시의 조사 결과, 2호 터널 주변 6개 주요 도로 가운데 남산 3호터널

과 소월길, 장충단길은 속도가 오히려 시속 1.24~2.7km까지 빨라졌고, 남산 1호터널, 이태원길, 경리단길은 시

속 2.16~3.9km가 늦어졌다. 전체 평균은 시속 0.37km가 느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윤준병 교통기획과

장은 “남산 2호터널을 폐쇄했을 때, 그로 인해 주변 도로나 서울 도심의 교통 소통이 악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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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오히려 주변 교통상황이 더 좋아지기도 했다”며 “일반적으로 도로의 폐쇄가 교통상황 악화로 이어지

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는 이른바 ‘브라에스의 역설’과 매우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수학자 브라에스가 1968년 

발표한 이 가설은 “도시 일부 구간의 도로를 늘리면 오히려 도시 전체의 통행 속도가 줄 수 있으며, 도로를 없

애면 거꾸로 속도가 늘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언뜻 보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남산 2호터널은 물론이고, 청계 고가도로, 성수 교 등을 폐쇄했을 때도 주변 도로의 통행 속도

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더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거꾸로 고속도로에 진입로를 새로 놓았을 때 차량 지체

로 인해 고속도로의 통행 속도가 떨어지는 것도 ‘브라에스의 역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브라에스의 역설

‘은 수요 관리 정책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엄진기․황기연 연구위원과 한양  김익기 교수

(교통공학과)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남산 2호터널을 폐쇄했을 때 주변 1, 3호터널의 혼잡 통행료를 받아야 서울 

전체의 통행 속도가 유지되거나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  도시 학원 원제무 교수는 “승용차 통행 수요를 그 로 두고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청계천 복원과 함께 단계적으로 도심 진입 승용차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주차장 요

금을 유료화하거나 높이는 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김 호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도 “청계

천길이 줄어들면 다른 교통수단이나 도로, 시간 가 사용되고 수요 관리 정책이 강화될 것이므로 통행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점은 승용차 이용의 편리성과 도심 거리의 환경 사이에서 시민들이 

언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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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 숲길 트면 ‘삶의 질’ 깃든다

△ 청계천 지하는 독한 가스와 냄새로 사람이 눈을 뜨고 똑바로 걷기 

힘든 지경이다

‘청계천’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일까?

  한겨레가 지난 3월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37.2%가 ‘낡고 지저분함’을 청계천의 첫인상으로 꼽았

다. 구체적으로는 △오염된 물과 시궁창 △나쁜 공기 △낡은 건물 △악취 △소음 등이다. 그 다음은 복잡한 상

가(31.4%)와 교통 혼잡(21.4%)이었다. 개울물이나 멱감는 아이들처럼, 복개하기 전 청계천의 모습과 추억이 떠

오른다는 사람은 17.2%에 그쳤다.

  청계천 복원의 핵심은 이처럼 개울을 덮고 당연한 듯 자리 잡고 있는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고가를 뜯어

내고, 그 자리에 다시 물이 흐르고, 풀과 나무가 우거지게 만드는 일이다.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도 청계천을 

‘환경․자연생태 거리‘로 꾸며야 한다는 응답이 59.6%로 압도적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계천 모습은 어떤가.

  지난달 청계천로 지하구간에 다녀온 한국교원  정동양 교수(토목환경학)는 “재래식 화장실처럼 매캐한 냄새

가 눈과 코를 찔렀다”며 “한시간 반 정도 걷다보니 헛구역질이 나고, 밖으로 나온 뒤에는 독한 가스 때문인지 

목덜미에 벌건 두드러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악취는 배기관을 타고 밖으로 나오는데, 비 오는 날이면 세운

상가 등 주변까지 역한 냄새가 퍼진다.

  청계천 주변 환경을 ‘지저분함‘으로 인상짓는 가장 큰 주범은 고가도로다. 권숙표 연세  의과  명예교수(예

방의학)는 “고가도로는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해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등 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천이고,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도로 밑으로 다니는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고가도로가 지붕처

럼 덮고, 양옆에 고층건물이 막고 있어서 배기가스 띠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형상“이라고 설명했다.

  고가도로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물길과 숲길을 트면 청계천은 서울 양재천보다 훨씬 훌륭한 자연형 하천으

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빗물과 하수, 지하수 등을 활용해 물을 흘려보내 차츰 수질

을 높여 가면 3급수에 사는 붕어나 잉어, 메기에서 시작해 2급수 물고기인 피라미, 1급수 물고기인 버들치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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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류까지도 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여  이은희 교수(자연환경계획학)는 “물가에 버드나무, 

오리나무, 갈 , 부들 등을 심으면 잠자리도 날아와 알을 낳을 수 있고, 서울에서 사라지고 있는 개구리, 두꺼비 

등 양서류의 훌륭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양 교수는 “청계천 바닥은 호박돌과 자갈, 왕모래 등

으로 이뤄져 있어서 하천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자정력도 매우 높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를 뒷받침했

다. 정 교수는 “개울과 둔치의 경사를 완만한 풀밭으로 꾸며 사람들이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도록 하고, 둔치 공

원 바깥쪽으로는 산책로와 비상차량용 2차로를 두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또 주변 건물을 문화․예술․패션 등 친

환경적인 형태로 꾸미면 청계천은 ‘가고 싶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 물길과 숲길이 뻗음으로써 기 할 수 있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생물이 살고 이동할 수 

있는 자연생태 공간이 생기고, 도심의 탁한 공기를 깨끗하게 거르는 기능이 크다. 나뭇잎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

를 흡착하며, 배기가스를 빨아들여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깨끗한 산소를 공급해 준다. 또 개울물의 증발현상과 

나무 그늘은 여름에는 주변 온도를 최고 6도까지 낮추는 등 미기후(작은 지역의 기후) 조절 기능을 한다. 이밖

에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통과하는 바람골 △도심의 열섬화 억제 △휴식․위락 공간 △생태학습장 기능 등 

기  효과는 다양하다. 

  이런 효과에 공감하면서도 교통, 비용, 재개발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들어 청계천 복원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에게 정동양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개울과 숲에 반딧불이가 날고, 아이들이 멱 감고 물고기를 잡으며 

꿈을 키우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게 사람 사는 것 아닌가.”

청계천 복원이 서울 `녹지축‘첫 단추’

청계천 복원은 서울의 녹지축을 잇는 작업의 물꼬를 트는 첫 삽이 될 수 있다. 녹지축(녹지네트워크)은 산, 숲, 

물을 이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동물과 곤충들도 그 길을 따라 동서남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생태네트워크다.

  1997년 서울시가 마련한 ‘도시기본계획 2011’에는 한강을 동서 수경축으로, 북한산~종묘~남산~동작동 국립

묘지~낙성 ~관악산을 잇는 띠를 남북 육경축으로 꾸민다는 녹지축 기본구상이 담겨 있다. 이 열십(十)자 둘레

를 북한산, 관악산, 고황산, 우장산 등의 환상녹지축으로 둘러싸면 전체적으로는 밭전(田)자 모양이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강북 도심의 ‘사막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0년 기준 서울의 녹지 및 트인 공간 비율은 

40.1%다. 그러나 청계천이 지나는 중구는 16.26%, 동 문구 10.59%, 성동구 10.5%로 모두 평균치를 훨씬 밑돈

다. 산과 궁궐을 많이 끼고 있는 종로구만 50.33%로 높다. 특히 종묘와 남산 사이에서 세운상가가 규모로 형

성돼 녹지 흐름이 끊겨 있다. 시는 상인들의 기득권 문제 때문에 녹지축 연결에 손을 못 고 있다. 서울시립  

이경재 교수(환경조경학)는 “청계천 복원은 청계5가~중랑천 합류지점까지의 삭막한 ‘녹지사막’을 해소하는 의미

가 크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 청계천로 중간에 세로로 걸쳐 있는 세운상가 문제도 논의돼 남북 녹지축 연결 작

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청계천로 중간에 있는 4만1500평 규모의 동

문운동장을 녹지로 만드는 데 적극성을 보이는 등 강북지역의 녹지축 구상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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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생명을 ․ 5〉                                          2002년 5월 14일자 

하루 6만 5천 톤…지하수, 한강 물로 ‘너끈’

  “어떻게 일년 내내 맑은 물을 흐르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청계천 복원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제기된다. 

청계천은 조선시 에도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이 마르는 마른 내(건천)였다.

  현재 청계천은 복개 구간 끝 지점인 성북천, 정릉천 합류 지점에 이르러서야 작은 시내 정도의 물이 졸졸 흐

른다. 물 전문가들은 일년 내내 적절한 양과 수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하류의 물을 

끌어다 상류에 는 구 신천의 사례에서도 물 공급이나 수질 유지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 얼마나 필요한 가 = 청계천 상․하류의 고도차는 약 20m여서 물의 빠르기와 물길의 너비를 어떻게 잡느냐

에 따라 물의 필요량이 달라진다. 청계천살리기연구회 쪽은 청계천을 복원할 때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을 략 6

만5천t으로 보고 있다. 광교~동 문운동장 사이 2.6km 구간은 깊이 1m, 너비 20m, 물의 체류시간 4일 가량의 

자연하천으로, 운하로 상정한 나머지 구간은 깊이 2~5m, 너비 25~30m, 체류시간 6~7일로 잡아서 나온 숫자

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는 전 구간을 자연하천으로 만들고 둔치를 뺀 물 흐르는 너비를 약 

10m, 흐름을 초속 0.1m로 할 때 4만3천여t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두 가지 모두 물의 높이와 필요량을 조절하기 위해 중간에 1m 높이의 보를 20여개 설치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보의 높이와 수에 따라 물 필요량은 달라진다. 구체적인 사례로 상․하류 고도차 38.4m, 길이 9.1km인 

구 신천은 1997년 2월부터 하루 10만t의 물을 상류로 퍼 올린 뒤 흘려 1년 내내 너비 60m, 평균 물 깊이 

70cm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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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지하수 활용 = 청계천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청계천 주변 15개 지하

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하철역 지하수는 1급수 수준이다. 15개 역에서 하루 3만1천t의 

지하수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 청소용 등으로 쓰는 양을 빼면 모두 2만여t을 사용할 수 있다. 마침 서울시가 15

개역 가운데 6개 역의 지하수를 청계천 등으로 보내는 송수관 공사를 벌여 2004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하수

에는 물비린내와 부영양화 등의 원인이 되는 인 성분도 거의 없어 오염 걱정도 적다.

한강 물 끌어오기 = 지하철역 지하수 2만t을 가져다 쓰더라도 하루 필요량 6만5천t(청계천연구회안 기준) 가

운데 4만5천t은 부족하다. 청계천연구회는 부족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강 물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뚝도 

정수장에서 한강 물을 끌어들인 뒤 중랑 하수처리장 부근에 펌프장을 만들어 청계천 상류인 광교까지 올려 보

낸다는 것이다. 뚝도정수장은 99년 하루 67만t까지 한강 물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52만t 가량을 사용

하고 있다. 한강 물을 쓰기 위해서는 2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중랑 하수처리장의 물 재활용 = 물 부족분을 채우는 다른 방법으로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은 한강물과 달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약 20ppm으로 

수질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 수준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어 청계천에 흐르게 하려면 질소나 인의 농도를 낮

추는 ‘고도처리’를 해야 한다. 청계천에 필요한4만5천t을 고도처리할 시설을 갖추려면 400억 원 정도가 든다. 

그러나 서울시가 높아지는 하수처리장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7년까지 규모 고도처리 시설을 갖출 계획

이어서 따로 돈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노수홍 연세  환경공학부 교수(물처리)는 “어떤 방식이든 한강 물과 비슷한 1~2급수

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정도면 사람들이 발과 손을 담그고, 버드나무와 물풀이 자라며, 잠자리와 물고

기, 새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 신천의 경우 : 금호강 하수장서 5만 톤씩 끌어와 ‘고도처리’ 시설 갖춰 2급수 유지

냇물에는 청둥오리와 백로가 떠 놀았고, 듬성듬성 물풀이 자랐다. 물가를 따라 난 산책길에는 서너 명의 아이들

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다. 지난 6일 오후 다시 찾은, 구의 중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하천인 신천은 

버려진 도심하천에서 붕어와 피라미가 헤엄치는 냇물로 바뀌어 있었다.

  “물이 깨끗해진 정도가 아이지예, 얼마나 더러웠는데” 1주일에 5일은 신천에 자전거를 타러 온다는 김광태

(42. 구시 중구 봉1동)씨의 말은 ‘청계천에 어떻게 맑은 물을 흘려보낼까’라는 걱정에 답을 주는 듯했다.

신천은 청계천처럼 복개되지는 않았지만, 도시화로 온갖 더러운 물이 흘렀다. 그러다가 1997년 초 양쪽으로 하

수관이 설치되자 물이 바닥을 드러냈다. 97년 2월부터 하류에서 물을 끌어다 흘려보내 지금은 2급수 수준(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2.2ppm)의 물이 365일 흐른다. 이 물 10만t 가운데 5만t은 신천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900마력짜리 펌프 3 를 써서, 지름 90cm의 송수관을 통해 9.1km 위 상류로 끌어올린 뒤 신천으로 흐르게 한 

것이다. 나머지는 신천 하수처리장 부근 금호강의 물 5만t을 끌어와 역시 같은 펌프로 퍼 올리고 있다. 신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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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에 검토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과 강물 끌어다 쓰기 등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쓰고 있다.

  애초 신천은 필요한 물 10만t 모두를 신천 하수처리장의 물을 가져다 썼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에

는 인과 질소가 남아 있어 물비린내가 났다.그 래서 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금호강의 물 5만t을 섞어 쓰고 

지난달 고도처리 시설을 갖춰 물비린내를 제거했다. 펌프와 9.1km의 송수관, 14개의 물높이 유지보를 설치하는 

데 모두 121억 원이 들었다.

  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장정석 소장은 “신천에 맑은 물이 흐르자 쇠오리 등 18가지 새와 메기 등 8가지 

물고기가 살게 됐고, 휴일에는 2만~3만 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다”며 “청계천은 신천보다 물길 너비나 상․하류 

고도차가 작아 물 공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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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생명을 ․ 6〉                                          2002년 5월 31일자 

청계천 주변 개발 저밀도냐, 고밀도냐

△ 청계천 1~9가 주변에는 공구․조명․전기․의류․건축자재․인쇄류 등을 도소매하

는 상점들이 무려 10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계천 3가에 빼곡

히 들어선 공구상가들

청계천에 다시 냇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질 경우, 그에 걸맞은 주변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청계천 주변에는 현재 공구, 조명기기, 건자재 등 각종 도소매상 10만여 개가 오밀조밀하게 늘어서 있다. 낡

은 건물들에 빼곡히 들어선 상점들 사이로 하루 종일 사람들과 배달용 트럭, 오토바이, 수레의 분주한 움직임이 

그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청계천변의 모습을 어떻게 새로 꾸밀까 하는 것은 청계천 복원의 핵심적인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보듯, 많은 사람들(59.6%)은 청계천 주변이 탁 트인 환경․생태공간으로 꾸며지길 꿈꾼다. 

저밀도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5층 이상의 건물은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개발 비

용 등 경제적인 문제를 따져볼 때, 15층 이상의 고밀도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저밀도의 경우 = 김세중 진  교수(도시설계)는 “청계천 논의의 가장 큰 이슈가 ‘생태계 복원’이라면, 적정 

개발밀도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저밀도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현재 청계천 주변은 용적률 

300% 이하에, 높이 5층 이하의 건물이 부분이다.

  김 교수는 지금 수준보다 올리는 것이 불가피함은 인정하면서도, “기준 용적률을 450% 정도로 정하고, 공익

을 배려하는 건물은 조금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또 “청계천과 양 옆길의 너

비를 40m로 잡았을 때, 그 두 배(80m) 이상의 건물이 양옆으로 늘어선다면 햇빛을 가리고, 바람이 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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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사람의 심리까지 위축시킨다”며, “건물높이와 거리너비의 비율이 2:1이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

다. 

  이처럼 저밀도 개발을 하면, 청계천 물가를 걸을 때 좌우로 펼쳐진 북한산과 남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햇빛과 

바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저밀도 개발을 하려면 수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개발 비

용의 상당부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불가피하다.

“고밀도로 할 수밖에” = 정창무 서울시립  교수(도시공학)는 청계천 주변의 용적률을 600% 수준으로 올

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상가면적을 지금보다 40% 줄이는 신, 건물 높이를 상 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

다. 용적률 600%는 서울 도심(사 문 안)에서 허용되는 최고치로, 이 경우 건폐율에 따라 12~30층까지 지을 

수 있다. 

  고밀도 개발을 주장하는 근거는 ‘개발비용’ 문제 때문이다. 정 교수가 추정하는 청계천 재개발 비용은 서울시 

1년 예산과 맞먹는 약 11조 원. 정 교수는 “재개발의 핵심은 ‘누가 돈을 댈 것인가’의 문제”라며 “재개발비용을 

공공 재원으로 댈 수 있다면 저밀도로 개발해도 되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면 고밀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고 말한다. 

  이 경우 가까이 떠올려볼 수 있는 예는 20층 안팎의 고층건물이 늘어선 강남의 테헤란로다. 정보통신·패션·금
융 등 고수익 업종의 사무실들이 들어서기 쉬워지고, 낮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때보다 첨단적인 느낌이 더 강

한 풍경이다.

“어쨌든 나가야 한다?” = 양윤재 서울  환경 학원 교수는 층수나 용적률 개념을 뺀 략적인 구상에서, 

세종로부터 청계천 동쪽으로 가면서 △오피스․미디어센터(세종로~청계1가) △호텔 및 외국인 숙박(청계1~2가 

남쪽) △복합전문상가(청계1~2가 북쪽) △도심형 산업․주거시설(청계2~3가) △전통․공연․전시시설(청계3가) △전

자․전기․정보타운(청계4가) △특화상업(청계5~6가) 등의 순서로 배치했다. 그는 “다시 일할 수 있게만 해주면 재

개발에 한 임 상인들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만만치 않다.

  청계3가에서 20년 동안 금속상을 해왔다는 박윤태(42)씨는 “나가라고 떠밀지 않더라도, 물이 흐르는 청계천 

옆에서 지금처럼 금속을 자르거나 공구 늘어놓고 장사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청계천 복원은 좋은 일

이지만, 생계를 생각하면 반 ”라고 말했다.

‘숲․위락시설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청계천 복원은 서울의 관광문화를 한층 끌어올리는 일이기도 하다. 

  도심 한가운데에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데다, 적절한 위락시설이 곁들여진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까

지 몰려드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최승담 한양  교수(관광학)는 “서울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경복궁 같은 고궁이 아니라 놀이시설인 롯데월드”라며 “그만큼 서울에 마땅한 위락시설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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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는 “청계천이 쾌적하게 되살아난다면 관광적인 면에서 서울을 살리는 가치가 상당하다”며 “눈만 즐겁게 

하는 조경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여가와 관광행위를 즐길 수 있는 복합적 공간으로 청계천을 꾸며야 한다”고 말

한다.

  그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강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로를 우회시키거나 지하화해서 접근성을 높

이고, △수변공간의 상징물로서 표적인 랜드마크(지형지물)를 만들고 △이벤트장에서는 환경콘서트 등을 상시

적으로 열 것 등을 제안했다.

  관광의 차원에서 수변공간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적인 예는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파세오 델 리오의 리버워크다. 리버워크는 도시를 관통하는 샌안토니오강에서 인위적으로 ㄷ자 모양의 물길을 

내 도심으로 끌어들인 2.4㎞ 길이의 수변 산책길이다. 애초엔 홍수를 막기 위해 파놓은 물길이었는데, 1960년

 들어 주민들이 물가에 상점, 식당, 호텔을 지어 활력있는 장소로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은 물 옆으로 숲이 

우거지고, 카페, 갤러리, 극장 등이 늘어서 있어, 텍사스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씩 들르고 싶어하는 유명 

관광코스가 됐다. 

  조 성 성균관  명예교수(건축학)는 “청계천에 리버워크 사례를 그 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수변공간에 상

업적인 하이라이트가 없으면 주변 산책로가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  록 

1376

〈청계천에 생명을 ․ 7〉                                          2002년 6월 7일자 

악취 풍긴 천변이 시민쉼터로

“엄마, 미꾸라지예요. 진짜 미꾸라지.” 
  얼마 전 한 방송에서 개그맨 이경규씨가 밤을 새워가며 도심에서 너구리를 기다리던 곳, 바로 그곳이 되살아

난 서울 양재천이다. 양재천은 시멘트로 뚜껑을 만들어 덮어 길을 내지는 않았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썩은 

물이 흐르는 버려진 도심 하천이었다. 강남구가 양재천에 물이 흐르던 곳과 양쪽 둑에 덮여 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에 나선 것은 1995년 7월이었다. 영동2교~탄천 합류부까지 길이 3.5㎞에 137

억 원을 들여 2000년 말까지 자전거길을 내고, 갈 와 갯버들, 노란 붓꽃과 망초를 심어 가꿨다. 악취 나는 하

수도였던 양재천의 물은 자갈과 물풀을 이용한 수질정화시설로 하루 3만2천여t을 걸러 5급수에서 2급수로 좋아

졌고, 메기, 모래무지, 피라미 등 물고기는 18가지로 늘어났다. 이제 양재천은 하루 1만 명 이상이 찾아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곳으로 자리잡았다. ‘되살아난 양재천’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됐다.

  양재천 복원작업을 맡았던 강남구 이광세 토목과장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꿈같은 소리 하지 마라’, ‘돈 

많아서 그따위 생각을 한다’고 비난할 정도로 복원은 모험으로 여겨졌다”고 회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목과

장이 복원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양재천 복원 성공 이후 그곳

이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물을 맑게 하고 접근성만 높여주면, 중랑천이나 청계천 등 

도심하천도 공원이나 녹지가 모자라는 도시사람들의 휴식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악취에 구역질이 나던 수원천은 복개공사가 시민들의 요구로 중단되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아난 경우다. 길

이 15.7㎞의 수원천은 70년 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웃통을 벗고 헤엄을 치던 곳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라 

오염이 악화되자, 94년 수원시가 도로를 만들어 교통난을 덜기 위해 복개 계획을 발표하고 790m를 실제로 덮

었다가 96년 5월 복개공사를 중단했다. 신 수원천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류를 중심으로 약 6㎞가 자연형 

하천으로 바뀌었고, 이제 양재천 못잖은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다. 

  양재천과 수원천은 애초 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제주도 산지천은 콘크리트를 씌웠던 474m의 복개 구간 위에 

있던 낡은 주상복합건물과 구조물을 뜯어냈다. 건물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시청을 점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

지만, 96년에 시작된 복원작업의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전주의 전주천도 1급수에 사는 쉬리와 다슬기가 찾아

온 자연형 하천으로 돌아왔다.

  냇물을 덮었던 콘크리트 철거가 한창인 곳도 있다. 서울 성북천은 69년 복개된 콘크리트를 헐고 자연하천으

로 되살리는 공사를 이제 막 벌이고 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복개구조물 위에 있던 상가아파트 1개동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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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조물 110m를 걷어냈고, 나머지 6개동도 보상 협상이 끝나는 로 뜯어내는 등 장기적으로 길이 2350m를 

자연형 하천으로 가꿀 계획이다.

  이밖에도 안양천, 안성천, 서울의 도림천, 경기도 부천의 굴포천, 충북 청주의 무심천, 경남 거제의 산양천 

등도 되살리기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복원 논의가 뜨겁다. 독일 등 선진국이 60~70년 부터 벌여온 자연형 하

천 되살리기와 그 요구가 우리에게도 찾아온 것이다.

  양재천 되살리기 설계 등에 참여했던 경원  조경학과 최정곤 교수는 “양재천은 인공적인 요소를 최 한 없애

고 자연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미국의 보스턴이 고가도로를 없애고 지하에 도로를 내고 녹지와 보행자 

도로를 만들었듯 청계천 복원도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을 고려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잿빛 서울의 ‘오아시스’ 양재천 

△ 지난 2일 오후 서울 양재천 옆에 만들어 놓은 물놀이 공원에서 60여 층의 고층

빌딩을 뒤로 하고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다.

“물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좋아요.”
  웃통을 벗고 양재천 물놀이 공원에서 친구들과 물장난을 치던 김승규(10·서울 강남구 치동)군은 속옷과 머

리가 흠뻑 젖었다. 팬티만 달랑 걸친 여자 아이들도 친구들에게 물을 끼얹고 물장구를 치면서 깔깔댔다. 아이들 

머리 위로는 왜가리가 날았다. 승규는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왔다가 물이 썩고 냄새가 나서 그냥 갔는데, 물이 

깨끗해지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했다.

  한 꼬마는 아빠 손을 잡고 양재천에 놓인 돌다리를 건넜다. 장현준(38·서울 강동구 천호동)씨는 “양재천은 냇

가 양쪽에 콘크리트가 없고 인공적인 느낌이 적어 좋다”며 “주말마다 사람들은 고생하며 춘천 등으로 가지만 양

재천에 오면 서울에서도 자연을 맛볼 수 있다”고 전했다. 양재천 한편에서는 떼거리지어 핀 밤꽃 향기가 코를 

간질였고, 한 여성이 주위의 시선을 잊은 채 책을 읽고 있었다. 양재천 한쪽 그늘에서는 가족들이 한데 모여 도

시락을 먹고 있었다. “자연 그 로 풀냄새도 나는 게 너무 좋아서 사진도 여러 장 찍었다”는 강흥순(서울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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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2동)씨는 “큰애가 조금 비만인데 달리기 하기도 좋아 올 여름에는 해수욕장 안 가고 양재천에 계속 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근처에서 전세를 산다는 강흥자(41·강남구 역삼동)씨는 “양재천에 나오면 발을 담그고 싶다”며 “삭막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 정서생활을 할 수 있어 근처에 집을 사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다. 4살배기 늦둥이와 나들이를 나온 

송재일(45·강남구 개포동)씨는 “아이들이 한 번 나오면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며“저녁 7~10시가 되면 달리기 하

는 사람들이 하천변에 빼곡하다”고 말했다.

  이름 모를 들꽃 위에는 하얀 나비가 쉴새 없이 옮겨 다녔고, 저 멀리 60여 층 고층 빌딩 뒤로 태양이 숨을 

때까지 사람들은 양재천을 떠날 줄 몰랐다. 물가에서 놀던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자, 이

번에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키를 훌쩍 넘는 갈 숲 사이 길로 나타났다. 2일 오후에 찾은 서울 강남 양재

천은 숨막히는 잿빛 서울에 숨통을 틔워주는 조그만 오아시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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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생명을 ․ 8〉                                          2002년 6월 14일자 

100년 전 다리 14개 대부분 이름만 남아

△ 광통교(광교)는 보신각 남쪽에 있었으며 청계천 다리 중 가장 규모가 커 대광통

교, 대광교 등으로도 불렸다. 광통교의 옛모습(사진 위)과 조흥은행 앞에 축소 복

원된 모습(아래 왼쪽), 그리고 복개도로 밑에 들어가 손상되고 있는 광통교(아래 

오른쪽). 

프랑스 파리 센강에는 아름다운 다리가 많이 놓여 있다. 그것은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든 마찬가지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도 시내를 가로지르는 물길 위에 놓인 수많은 아름다운 다리들을 볼 수 있다.

  서울에도 예전에는 개성 있는 돌다리들이 많았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도성 안에는 청계천과 14개의 지천

에, 주로 돌로 만들어진 다리가 80여 개 놓여 있었다. 요즘에도 쓰는 광교니 장교동이니 수표동이니 하는 지명

은 바로 그때의 다리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청계천 본류만 해도 복원 논의가 활발한 광통교 부근~동 문 사이에 14개의 다리가 있었다. 표적인 다리가 

모전교, 광통교, 장통교, 광제교, 수표교, 하랑교, 새다리(신교), 효경교(새경다리), 태평교(마전교․오교), 오간

수교 등 10여 개에 이르렀다.

  청계천 본류의 다리들은 각기 사연들을 담고 있었다. 다리 모퉁이에 가게가 있었다는 모전다리, 도성 안의 가

장 넓은 다리로 보름에 다리밟기의 풍습이 성행했던 광통교, 개화기에 유 치가 살았다는 장통방의 장통교, 

임금이 자주 건너다니고 정월 연날리기의 중심이었던 수표교, 한양 도성의 일부로 임꺽정이 달아난 통로라는 

오간수교 등은 도성 안의 유명한 다리들이었다.

  이 다리들은 1958년부터 78년까지 광교에서 마장동 사이 청계천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덮이면서 모두 사라졌

다. 오간수문과 다리는 1907년 일제에 의해, 그 밖의 다리들은 복개 과정에서 모두 허물어졌다. 오직 수표교만

이 장충단 공원으로 옮겨져 살아남았고, 광통교는 제자리에 남았으나 찻길 아래 시멘트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짓눌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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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손정목 서울시립  명예교수는 “복개 공사 당시 낡은 돌다리들이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에 청계천의 돌다리들이 공사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다”
고 말했다. 서울시 문화재과도 “당시 돌다리들의 처리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한다고 하면, 예전에 청계천에 놓였던 다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먼저 자리를 옮겨 보존된 수표교나 아스팔트 아래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선 광통교

는 원형이 남아 있는 만큼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최동윤 문화재과장은 “광통교는 만들어진 시기

나 규모, 상징성 등으로 볼 때 문화재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수표교는 서울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문제는 이제 사진이나 문헌에만 남아 있는 나머지 옛 다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희덕 연세  

명예교수는 “당시의 다리들을 제자리에 복원함으로써 청계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복원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손정목 교수는 “조선 시 에 빈약한 재정과 기술로 만들어진 당시의 다리들이 

역사성과 미적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원형 복원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더욱이 청계천의 

다리들은 도심 교통의 핵심 축인 종로와 을지로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 차량용 다리 건설이 불가피하다. 서울

시립  서울학연구소 전우용 박사는 “청계천에 놓였던 옛 다리를 복원하더라도 그 옆에 차량용 다리를 따로 놓

아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옛 다리와 새 다리 사이의 규모나 외양의 조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양 명물’ 광통교, 콘크리트에 깔려 신음

조선 시  광통교는 종각와 함께 한양 도심의 상징이었다. 옛 지도 가운데는 도성의 한가운데에 광교를 커다랗

게 그려놓은 것도 있다. 당시 세로 도로의 핵심이었던 종로1가부터 광교까지는 달걀을 파는 가게에서 서점까지 

수십 수백 가지의 상점들이 빽빽이 들어서 상업의 중심지를 형성했다.

  광통교는 1412년 돌다리로 놓인 이래 600년 가까이 조선의 수도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고 발

자취가 남았다. 그러나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 찾아가본 광통교의 현재 모습은 한 마디로 ‘죽은’ 것이었다. 다

리 자체가 낡았다거나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다. 광통교는 버려지고 잊혀짐으로써 ‘역사적으로’ 죽어버렸다.

  광통교를 보기 위해서는 광교 네거리로 가서는 안 된다. 먼저 청계3~4가에 있는 청계천 지하 구간 출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서 상류 쪽으로 1㎞ 가량 걸어올라 가면 청계천 양쪽의 하수관로가 끝나는 지점이 나온

다. 그 위쪽으로 썩은 물과 오물을 헤치고 올라가면 나란히 두 줄로 선 돌기둥 7~8개가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광통교의 기둥들이다.

  가로․세로가 70~80㎝, 높이가 2.5~3m쯤 될 듯한 이 우람한 돌기둥들은 선 굵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

었다. 복개 전까지 550년 동안 널찍한 상판돌을 받치고 섰던 기둥돌들은 복개 뒤 40년 동안은 상판에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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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덮개까지 얹은 무게를 버티고 있었다. 기둥 위쪽으로는 들보로 보이는 또다른 길고 굵은 돌기둥이 가

로로 누워 있었고, 그 바로 위에 상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미끈한 시멘트 천장이 보였다. 상판을 걷어내고 시

멘트로 덮어버린 것일까? 

  청계천의 양 둑쪽으로는 마치 성벽처럼 촘촘히 쌓아올린 석축이 보였다. 다리 한가운데 쪽으로는 길이 

2~3m, 너비 1m에 이른다는 길고 큰 돌들이, 다리 바깥쪽으로는 성벽 돌만한 크기의 것들이 탄탄히 박혀 있었

다. 기둥돌이나 석축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검거나 벌건 물때에 찌들어 본래 빛깔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도 안타

까웠다.

  수표교를 제외한 모든 청계천의 돌다리를 없애버린 50~60년 의 개발주의자들이 광교를 제자리에 남겨둔 까

닭은 무엇일까? 아마 돌기둥들과 양쪽 둑 석축의 단단한 짜임새가 현 의 시멘트 콘크리트 상판과 아스팔트 덮

개의 압력을 버틸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언덕쪽의 장 석에는 당초와 구름 무늬, 화엄신장의 

모습이 소박하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다. 수표교가 다리 자체의 아름다움에서 장안의 최고라면, 광통교는 이 

석축의 아름다움에서 첫 번째였다.

  오늘날 광교 네거리의 조흥은행 본점 모퉁이에는 옛 광통교를 1/4로 축소 복원한 ‘모형’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광교 네거리의 도로 한복판 아래에는 ‘진짜’ 광통교가 지난 40년 동안 지하에서 숨죽이고 있다. 과연 진

짜가 모형을 체할 날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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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생명을 ․ 9〉                                          2002년 6월 21일자 

민관합동 복원 추진위 구성 ‘급물살’

△ 서울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청계고가도로. 이 고가는 청계천 

복원으로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청계천 복원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청계천 복원 논의가 급물

살을 타고 있다. 이 당선자는 최근 시장직무 인수위원회 첫 회의에서 ‘청계천복원 추진위원회’를 이른 시일 안

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민간·정부 합동 기구인 ‘청계천복원 추진위’와 그 아래 분과위원회가 만

들어지고, 시에는 집행 기구인 ‘청계천 복원 추진단(본부)’이 설치될 예정이다. 그는 이어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인수위원회 활동에서도 ‘청계천 복원’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도록 지시했다.

  이제껏 청계천 복원 논의의 주요 내용을 생산해온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참여자 가운데 노수홍(연세 ․물처

리), 양윤재(서울 ․도시계획), 원제무(한양 ․교통), 정동양(한국교원 ․토목) 교수 등 네 명은 지난 17일 발족한 

직무인수위에 참여했다. 서울시의 연구용역을 주로 담당하는 시정개발연구원도 최근 청계천복원 지원연구팀을 

꾸려 7월1일부터 활동에 들어가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를 25일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원연구단은 

도시개발, 환경, 타당성·공공투자분석, 도시 공간구조 개편 등 4개 부문에 연구를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추진 의지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전문가들은 청계천 복원 논의 과정이나 내용에 의문과 

우려를 제기한다. 표적인 것이 “가능하면 4년 안에 청계천 복원을 마무리 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일관된 발언

이다. 여기서 4년이란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복개된 하천을 뜯어 애초의 자연하천으로 돌려놓는 일’로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에 주변 도심을 재개발하는 문제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청계천 복원에는 10년 이상

이 걸릴 수도 있다.

  교통 문제에 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 당선자는 선거 기간에 “서울의 도로와 신호 체계를 바꿔 통행 속도를 

10% 가량 높이고 난 뒤 복원 공사에 들어가 교통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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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승용차 통행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혼잡

통행료나 공공주차장 관리, 부제, 교통유발금 부과 등 수요 관리의 구체적 정책의 채택에 해서는 소극적인 반

응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36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힌 복원 비용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청계천살리기연구회는 6400억 원

(운하 건설비 제외)을 제시한 바 있다. 노수홍 교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제 로 청계

천을 복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청계 복개도로나 고가도로 같은 졸속 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복원과 주변 재개발을 환경 중심으로 할 것인지, 경제성 중심으로 할 것인지도 앞으로 큰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을 중심으로 할 경우 고밀도 개발로 청계천 환경이 위축되기 쉽고, 환경 중심으로 할 경

우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 재개발 구상 : ‘민간서 해결’ 낙관하나 구체안 부실 

청계천 복원의 핵심적인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주변 재개발 문제다.

  이명박 시장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청계고가와 아스팔트 도로를 걷어내고 물이 흐르도록 하는 작업을 

3600억 원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해 왔다. “재개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민석 후보의 집요한 

추궁에도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재개발의 가장 직

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계천 상인단체들조차 “물만 흐르게 하고 만다는 것인지, 주변을 전부 재개발한다는 것인

지 알 수 없으니, 이렇다 할 의견을 낼 형편도 못 된다”고 밝히고 있다. 

  청계천 복원이 지닌 역사·환경성 회복의 의미를 살리려면 최  10층 안팎의 저밀도로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경우 계획 단계부터 시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공공시설

에 한 상당한 투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

  시가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재개발 비용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기업이나 외국의 자본에 의지하면 

된다. 이 경우 청계천가는 20~30층의 고층건물 중심으로 꾸며질 가능성이 높다. 종묘와 덕수궁, 남산 등을 끼

고 있는 청계천의 역사적 의미나, 환경·생태거리를 꿈꾸는 다수 시민들의 요구와는 멀어지는 셈이다. 

김세용 진  교수(도시설계)는 “애초 청계천 복원 논의가 ‘생태계 복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친환경성 복원

을 위해서는 경관 구성과 층수 제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한 뒤에 실현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문제 해결 구상 : 통행량 제한 고려 없이 속도 유지만 강조 

청계천 복원을 두고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목 가운데 하나는 교통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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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는 “청계천 복원 공사에 앞서 지하철 환승할인율 확  등으로 중교통 수

단을 강화하고, 도심 형건물 주차장 규모 축소를 통해 개인용 승용차를 도심으로 몰고 오기 힘들게 만들겠다”
고 밝혔다. 또 “일방통행로 제도를 도입해 통행속도를 략 10% 정도 높여서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큰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차량 속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할 뿐, 실제로 청계천 복원 

공사를 벌였을 때 차량 통행량과 속도를 유지할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원제무 교수(한양 )는 “주변을 오가는 차량 통행 수요 자체를 줄이지 않고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차장 요금 인상과 혼잡통행료 확 , 부제 강

화 등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황기연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청계천을 복원하지 않은 경우 시속 

20.8인 도심의 통행 속도는 청계천 복원 뒤 전체 4차로의 도로를 놓으면 시속 17.9로 시속 2.9가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황 박사는 “서울 도심에 청계천 복원이라는 환경적 이득을 얻으면서 똑같은 통행속도를 그 로 

유지하려는 것은 욕심으로, 일정한 속도 저하는 기회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꿈꾸는 청계천 : 시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 천년 뒤 생각하는 복원을 

노수홍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10여 년 전에 지나가는 말로 청계천을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연세  이희덕 교수의 제안에 물 처리가 전공인 

나는 그 즉시 가능하다고 답했다. 청계천에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해 한강 물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기술의 

관점에서 청계천 복원은 간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청계천 살리기가 단순한 물처리 같은 기술적인 문제

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청계천이 개천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복개세 는 청계천 

살리기를 매우 생소하고 충격적인 발상으로 받아들였다. 또 복개 전 청계천에 낭만과 향수를 가지는 세 는 이

미 복개되고 고가도로도 만들어져 도로로 굳어진 청계천을 복원하는 일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1995년 중국에서 학회가 있어 상해를 방문하고 중국 현 의 정신적 지주인 작가 루쉰이 근 화 과정에서 방

황하는 중국인들에게 의술로 봉사하는 신 글로써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캐나다 수도

인 오타와에서 일 년 동안 연구년을 보내며 중심부에 있는 운하와 주변의 수변 공간으로 오타와가 세계에서 가

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오타와인들의 자랑을 들었다. 그때 청계천이 복원되면 한강과 주변의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혔다. 

  97년 말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과 환경 이야기를 나누다 청계천 복원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나의 말에 박 선생은 복개된 청계천은 우리 서울의 얼굴 한복판에 있는 쓰레기통과 같아서 서

울의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계천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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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의 환경과 생명에 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청계천살리기연구회’는 2000년 9월1일 원주의 토지문화관에서 제1회 심포지움을 한 뒤 올해까지 매년 청계천 

복원에 관련된 기술·역사·문화·경제적 관점에서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 

  부분의 시민들은 청계천 복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원하고 그 과정에 어떤 불편

함을 겪어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른다. 특히 교통문제는 전 세계 도시들이 추진하는 수요관리 정책을 서울시

가 적극 도입해 도심에 진입하는 나홀로 차량을 억제하고 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청계천 복원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서민들의 문제는 복원의 수혜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지원하

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을 다시 세우는 마음가짐으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박경리 선생의 말을 항상 기

억하며 천년 후를 비하는 청계천 복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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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생명을 ․ 10〉                                          2002년 6월 28일자 

누가 처음 꿈꿨을까 - 11년 전 이희덕 교수가 첫 

복원몽상

처음 청계천의 자연하천 복원을 꿈꾼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쩌면 과거 청계천 주변에 살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계천을 보지 못한 복개 이후 세 의 어

떤 몽상가였을 수도 있다. 청계천 복원 논의가 본격 시작된 것은 90년  초반이다. 노수홍 연세  환경공학부 

교수는 “청계천에 한 복원 아이디어를 91년께 연세  이희덕 교수(한국사)에게서 처음 들었다”고 기억했다. 

혼자서 이를 꿈꾸던 노 교수는 97년 가을 박경리 선생과의 화를 통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

다. 2000년 상반기에는 현재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주요 회원인 황기연 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교통), 정동

양 한국교원  교수(토목), 이무춘 교수(환경계획) 등이 노 교수를 중심으로 모였다. 

△ ‘제3회 청계천 살리기 심포지엄’이 끝난 뒤, 심포지엄에 참가한 대학

생 등이 청계천 복개구간 지하에 들어가 현장을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1회 심포지엄은 2000년 9월1~2일 강원 원주시 토지문화관(관장 김영주)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청계

천 복원의 역사성, 물 처리 방식,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분석, 경제성 평가, 관련 정책 및 법 등 주요 분야

가 망라됐다. 1회 심포지엄이 끝나면서 느슨한 형태의 ‘청계천살리기연구회’가 꾸려졌다.

  2회 심포지엄은 2001년 4월27일 연세  상남경영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양윤재 서울  교수(도시설계)

와 설계․감리회사인 다산이엔씨의 이해경 표가 새로이 참여해 청계천변 기존의 논의 주제에 주변 개발계획과 

기술검토·비용 산출 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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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심포지엄 뒤 청계천 복원 논의는 내연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의원은 2001년 9월부터 연말까

지 몇 차례 청계천 연구회 회원들과 만나 청계천 복원의 기술적 문제나 공약 채택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당선

자는 선거 과정에서 청계천 복원 문제를 여러 해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 즈음에 집중 검

토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2월과 2002년 1월, 3월에는 한겨레가 청계천연구회와 함께 기획 기사로 청계천 복원 문제를 본격 

제기했고, 4월9일부터는 시리즈 기사 ‘청계천에 생명을’을 시작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된 사람들 가운데 이 당선자, 민주당 이상수 의원 등이 청계천 복원 문

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각각 관련 토론회를 열어 서울시장 선거 이슈로 부각시켰다. 선거기간 직전인 5

월17~18일에는 강원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3회 청계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세 차례의 심포지엄 가

운데 가장 많은 20여명이 발표․토론하고 50여명이 참관해 이 문제에 한 관심을 보여줬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최  정책 쟁점이 됐다. 이를 제1공약으로 채택한 이명박 후보의 계획

에 해 김민석 후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치열한 정책과 자질 공방 끝에 승리는 이명박 

후보에게 돌아갔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 직후 꾸린 인수위원회에 청계천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노수홍, 정동양, 양윤재, 원제무 한

양  교수(교통) 4명이 참여했다. 청계천연구회가 본격 궤도에 오른 청계천 복원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로 결정

한 셈이었다. 이제 청계천연구회는 청계천 복원뿐 아니라, 이명박 당선자와 평가를 함께 받게 됐다. 

“복원? 그게 되겠어요?” 냉소 분위기

“제1공약이라지만, 말로는 무슨 일을 못하나. 불가능한 얘기다.”
  이명박 당선자의 서울시장 취임을 닷새 앞둔 26일 오후. 다시 찾은 청계천변 상인들은 지방선거 이전보다 훨

씬 더 냉담해져 있었다. 물건 나르는 손수레, 손님들의 분주한 움직임, 골목 안쪽 공장에서 나오는 “앵~”하는 

드릴 소리 등 청계천 주변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에 한 물음에, 상인들은 한결같이 냉

소적인 표정으로 “그게 되겠어요?”라고 되물었다. “지방선거 전에 모이면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코웃음

을 쳤다. 이곳에서 이명박씨 찍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청계4가에서 7년째 섬유류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은 

“찍을 사람 없어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이명박 씨가 시장 되는 것 막으려고 투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적게는 서울시민의 53%, 많게는 93%까지 청계천 복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청계

천 일 에서는 정반 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복원 공사가 시작되면 적어도 1~2년 동안은 장사를 못하게 된다. 결국 여길 떠나야 된다는 얘기다. 청계2가

에서 9가까지 이 일 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은 될 텐데, 다 어디로 가란 말인가.”
  청계3가에서 20년째 부속품상을 해왔다는 장영환(45)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새로 

자리 잡기까지 몇년은 걸릴 것이고, 한 가게 당 보통 4천만~5천만 원이 넘는 권리금 문제, 평소에도 복잡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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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제는 어떻게 하겠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청계3가 금속상 박윤태 씨는 이곳 상인들은 다른 장소로 이주시

키는 방안에 해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80년 에 여기 공구상들을 구로 등지로 이주시켰지만, 그쪽

은 그쪽 로, 청계천은 청계천 로 영업을 하고 있다. 세운상가도 용산으로 전자상가들을 옮겼지만, 아직도 세

운상가에 전자상가가 살아 있지 않나?” 
  다른 상인은 “다섯 개 정도 점포를 가진 건물 주인은 한달 수입이 1500만 원 정도다. 공사기간 1~2년 동안 

그걸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반 도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상인은 “청계천 복원 공사

가 시작되면 그때는 ‘시위’가 아니라, ‘사생결단’이 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명박 시장 취임 직전에 만나본 청계천 사람들은 “재개발 문제는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그가 직면한 최  과제가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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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빌딩들 늘어서면 또 다른 악몽이다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양과 교수 

청계천 되살리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모양이다. 정말로 기쁜 일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청계천 되살리기가 서

울시 최 의 민원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의 소리도 들려온다. 당연하게도 이런 우려와 경고에도 충

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더욱 훌륭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고, 더욱 훌륭한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청계천을 되살린다는 말을 들을 때면, 내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1950년  중반에 청계천의 풍경을 위에서 보

고 찍은 한 장의 사진이 떠오른다. 청계천의 둑 안에서 냇물이 뱀처럼 휘어 흐르고, 흰 모래 위에 자리 잡은 논

에서는 벼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다. 청계천은 저렇듯 자연스런 하천의 모습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 사진

을 보며 몇 번이고 거듭해서 감탄하고 또 감탄한다. 내가 꿈꾸는 청계천은 저렇듯 아름다운 자연하천이다. 

  일부에서는 청계천을 단순히 자연하천으로 되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운하로 만들어 한강의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나는 이 계획이 청계천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구실을 제 로 이

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청계천에 유람선을 띄워야 하는가? 한강에 띄우는 것으로 충

분하지 않은가? 

  청계천을 되살리는 것은,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가득 찬 서울의 도심에서 생물이 숨쉬고 살 수 있는 자연의 

빈틈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또한 청계천을 되살리는 것은, 서울이 자랑해야 마땅한 도시유적과 서울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이 펼쳐졌던 표적인 문화적 장소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울은 사람의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며, 600년의 나이에 어울리는 역사의 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렇듯 청계천을 되살리는 것은 서울의 역사적 도심을 되살리는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서울의 역

사적 도심은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제와 박정희 시 의 ‘파괴적 개발’을 통해 그 모든 정체성을 송두리

째 잃고 말았다. 청계천을 되살리는 것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무수한 파괴의 생채기들을 낫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계천 되살리기는 철저히 공공적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주변지역을 규모로 개발하기 위한 

빌미로 청계천 되살리기가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되살아난 청계천을 따라 도심을 즐겁게 걷고 싶다. 둑 곁에는 한강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자리 잡고 있고, 

길가에는 책방이며 거리찻집들이 늘어선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주변이 테헤란로처럼 고층 빌딩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청계천의 악몽이자 서울의 악몽일 것이다. 그런 악몽은 꾸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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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황호택 기자가 만난 사람

월간 「신동아」2002년 7월호 (제526호) 인터뷰 기사

황호택 기자가 만난 사람: 청계천 복원사업 시작한 이명박 서울시장

복개된 도로 아래로 썩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되살리고 주변 슬럼가를 정비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7월 1일부

터 시작된다. 인왕산과 북악산․남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모여 흘러가다 중랑천과 만나는 청

계천은 한양과 초기 서울의 하수도이자 빨래터였다. 작가 박태원이 1938년에 발표한 소설 ‘천변풍경(川邊風景)’
은 쌀쌀한 겨울 어느 날 청계천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의 수다로 시작된다.

  일제의 토지조사 때 농촌을 떠난 농민들이 서울로 몰려들어 청계천 제방에 무허가 임시 건물이 빼곡히 들어

차면서 청계천변은 서울의 대표적 인구 밀집지역이 되었다. ‘맑은 물이 흐르던 청계천’이란 말은 옛말이 되고 

장마가 지면 침수되는 가옥이 부지기수였다. 전염병이 돌면 청계천에 가까운 곳에 거주할수록 사망률이 높았다.

  청계천을 덮은 복개공사는 자유당 정권 때 시작돼 박정희 정권에서 마무리됐다. 1969년에 완공된 삼일아파트

와 청계고가도로, 그리고 세운상가 등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근대화의 트레이드마크였지만 지금은 슬럼으로 

변해 서울 강북의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다. 우중충하고 낡은 구조물들을 헐어낸 2년 뒤에 청계천에는 다시 맑

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돌아올 것인 가.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이명박(李明博 ․62)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자 교통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역풍을 의식한 듯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는 듯 보인다. 

서울 시내 곳곳에는 ‘7월1일부터 청계고가도로 철거공사에 들어가니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지하철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판이 세워졌다.

  과연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빚투성이 재정에 청계천을 서울의 센강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우려 반 기대 반 속에 청계천 복원사업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기대半 우려半 청계천 복원

이명박 시장의 정치 행로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점철됐지만 순풍을 탄 항해만은 아니었다. 1992년 전국구 의원

으로 국회에 첫 진출한 그는 1996년 정치 1번지라는 종로구에서 이종찬․노무현 후보와 맞붙어 승리했으나 선거

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5년 동안 정치방학을 보내고 돌아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바람을 타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곧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으로써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부  록 

1392

  이명박 시장과의 인터뷰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첫날 그는 약속한 시간에 50분이나 지각했다. 그리고 

한 시간 가량 인터뷰하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환영 만찬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떴다. 그리고 이틀 뒤 1시간 10분 동안 추가 인터뷰를 했다.

청계천 복원 같은 대공사를 하자면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이 민주당 정권의 협

조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의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청계고가도로는 이미 

수명을 다한, 매우 위험하고 낡은 구조물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뻔

히 알면서 가만둘 수는 없습니다. 환경 복원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현 정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젊고 친환경적

이어서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이유에 의한 반대라는 오해를 살 염려가 있습니

다.”
  수수방관하던 노무현 정부는 6월5일 국무회의 보고를 계기로 적극 지원으로 돌아섰다. 노대통령은 국무위원

들에게 “복원된 청계천이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고건 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장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이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소개해주겠습니까.

“노대통령은 논의과정에서 반대하던 사람들도 힘을 합쳐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자동차 

문화를 바꿔 대중교통체계로 나가자는 지시를 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업무 협조를 안 해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서울시장의 당적이 여당이었다면 경찰의 태도가 달랐을 것이다.

청계고가도로가 수명이 다해서 매우 낡고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보

강공사를 해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청계고가도로는 2001년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와 전임 고건 시장이 1029억원을 들여 3.8km를 

긴급 보수공사하기로 결정해놓았습니다. 공사기간이 2년 10개월입니다. 보수공사를 하자면 상판을 모두 뜯어내

고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구조물의 복원이지요. 교량처럼 한쪽으로 차량을 통행시키며 할 수 있는 보수공사

가 아닙니다. 어차피 뜯어야 한다면 그 기회에 청계천을 복원하자는 구상입니다. 청계천 복원은 환경의 복원이

며 문화와 역사의 복원이기도 합니다. 600년 가까이 된 광교와 수표교 등 살아 있는 문화재를 복원하고 환경도 

살리는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내가 취임한 후 1일 점검 1일 보수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안전도를 검사하고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데 

하루 7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7월에 공사를 시작하려는 것은 7, 8월이 1년 중 가장 교통이 한산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방학하고 직장인은 휴가를 떠나 교통량이 10% 가량 줄어들어 청계천을 막더라도 교통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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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10%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7, 8월에 공사를 시작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휴가철이 끝나는 9월 이후

에도 큰 교통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은 없다

도심의 빌딩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노천카페에서 연인들이 정담을 나누는 그림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초․중․
고교생들까지 포함해 성금을 걷어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21개의 고풍스런 다리를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도 환경 

퍼포먼스로는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주요 간선도로를 차단하기 전에 먼저 서울시 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이나 수술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임기 중에 서둘러 하려는 것은 개인적인 야심, 즉 서울시장 

재선이나 혹은 다른 꿈을 바라보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시의원이 있더군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요. 독일과 프랑스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을 둘러

본 뒤 ‘청계천 고가도로 같은 구조물이 독일이나 프랑스에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교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고가 터져야만 비로소 깨달을 정도로 안전의식이 둔감합니다. 성

수대교 경우만 봐도 보수만 했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

까. 나는 다른 관료 출신이나 정치인보다 이러한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광화문 종로․청계천․을지로에는 중앙 정부부처·금융기관․대기업 본사․언론사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진입하는 도로 용량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강북이 더 

쇠퇴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청계천은 복원돼야 합니다. 청계고가도로 주변은 청계천 복개공사가 시작된 

1960년대의 모습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저개발 지역입니다. 서울은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와 경쟁해야 하는

데 도심에 방치된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동북아의 경제․금융 중심지는 막연한 구호만으론 이룰 수 없습니

다. 도심에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에 가보면 모두 도심에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본부가 있어요. 강남의 아파트 지역과 주변 상업지역으로는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의도, 복원된 청

계천 지역, 상암지역 이렇게 삼각형 안에서 새롭게 틀이 짜여져야 합니다.”

나도 도시계획 전문가

이 시장 말만 듣다 보면 청계천 복원이야말로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사업 같지만 전문가들 중에는 교통대란

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영 단국대 교수는 건교부 차관과 교통개발연구원장

을 지낸 교통전문가이다. 그는 얼마 전 신문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청계천로와 청계고가도로의 하루 교통량은 17만 대 정도이다. 도심 동서 통행량의 30% 정도를 감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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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런데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청계천로가 4차선으로 줄어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

다.(중략) 도심지로 진입하는 도로 용량을 줄이면 도심지의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강북은 쇠퇴할 것

이다.’

이건영 교수의 주장은 이 시장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인데요.

“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던데…. 글을 쓰자면 그렇게 써야 신문

에서 실어주겠지요. ‘청계천로 철거가 좋다’고 하면 신문에서 실어주겠어요? (웃음) 나도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서울 강북 도심에는 율곡로 종로 청계로 을지로 퇴계로 등 다섯 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청계천을 빼고 율곡로 

퇴계로 을지로 종로 4개 구간에 지하철이 다닙니다. 청계고가도로가 없어지면 도심의 평균 교통속도가 시속 21km

에서 18km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교통체계를 개선하면 도심의 교통속도를 1km 가량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서울만큼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도시가 없습니다. 불법주차로 차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세계 일류도시인 도쿄에 가보면 승용차로 출

퇴근하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 대수가 하루 160만 대입니다. 서울 도로 위에서 승용차가 차

지하는 비율이 약 79%이고 그 가운데 81%가 혼자 차를 몰고 다닙니다. 승용차의 수송능력은 25%밖에 안 되는

데 승용차는 매년 20만 대씩 늘어납니다.

  지금처럼 학생과 시장 보는 주부들까지 차를 몰고 나와서는 도심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나오면 주차하기 힘들게 하고 주차비를 비싸게 받아 지하철과 버스를 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런던에서

는 금년 2월부터 도심 진입료를 5파운드씩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1만원이지요.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승용

차의 도심 진입량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선 상시 홀짝수 운행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도심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교통문화를 바꾸어야 합

니다.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시민의식이 바뀐다면 좋겠습니다. 학자들 말대로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놓고 하라면 

무슨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 경제와 교통에 관련된 사람들은 대체로 반대하고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은 찬성한다. 삼보일배(三步一拜)로 새만금 간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청계천 복원의 주요 지지자이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이 시장은 4개월째 지하철로 출근하고 있다. 퇴근은 저녁 모임도 많고 스케줄이 늘 달라지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한다. 그는 “지하철로 출근해보니까 참 좋다”면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아

무래도 불편하겠지만 막상 타고 다니다 보면 참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그 계



부록4 황호택 기자가 만난 사람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395

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파일을 기념하는 연등행사가 일요일인 5월4일 종로 일대에서 열렸다.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가 아닌 데도 도

심 교통은 마비되다시피 했다. 교통이 한산한 일요일을 골라 민노총이 종로에서 집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청

계고가도로를 철거하기 전에 실제로 평일에 교통을 차단해보는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컴퓨터로 실제 상황처럼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전쟁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하지만 시민

이 움직이는 것은 시뮬레이션 과정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초파일 연등행사나 민노총 일요일 집회 때 차가 막

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온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죠. 모르고 나왔는데 행사가 

있으니 막히는 것입니다. 청계고가도로가 7월1일부터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알면 대비를 하게 됩니다.”

청계천은 건천(乾川)이다. 가물 때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 청계천에서 물고기가 노는 것을 볼 수 

있으려면 하루 9만여 t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인근 지하철역에서 배출되는 지하수 2만

2000t과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한 물 7만t을 모터 펌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대중 정부는 DJ의 노벨상 수상을 전후해 햇볕정책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인상을 주다 보니 다른 민생

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이 청계천만 중점적으로 챙기다 보니 다른 부분에 소

홀하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시정 4개년 계획에 20대 과제가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20대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

지 시장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청계천 복원은 청계천사업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소요

되는 3600억 원을 별도 예산으로 뽑아오지 않고 예산 절감해서 남은 돈으로 하겠다는 것도 역사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일에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청계천 복원사업을 걱정스런 눈길로 보고 있더군요.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공사로 상시 교통대란을 불러일으키면 내년 총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죠. 이시장의 정치 생

명과 연관돼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잘 되면 덕을 보겠지만….

“이 일은 장구한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에

서는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방의 국회의원이 불평을 하더군요.”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설

청계천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현대건설과 45억 원에 수의계약했다가 말썽이 날 기미가 보이자 취소했다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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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들었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는 3개 공구로 나누어 컨소시엄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지만 이시장의 친정

이 현대건설이다 보니 이상한 소문도 돕니다.

“못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에 교통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

다. 지금의 현대건설은 옛날 정주영 회장이 하던 회사가 아니고 은행관리기업이 됐습니다. 일종의 공기업입니다.”

  인구 1000만명이 사는 수도 서울의 행정에는 민생과 관련된 현안이 많다. 전임 고건 시장은 남산에 있던 국정

원 건물에 소방본부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이 시장은 이 계획을 바꾸어 유스호스텔과 공원 등 시민을 위한 공

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부록5 준천사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397

부록5. 준천사

청계천 살림의 어제.오늘.내일

  바람이 땅과 하늘 사이를 열고 물이 사람 사이로 푸른 길을 내었으니, 오늘, 2005년 10월 1일, 어둠에 갇혀 

있던 청계천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살아서 돌아왔다. 청계천 위에 콘크리트 뚜껑을 덮기 시작한 1958년을 기

점으로 셈하면 실로 47년 만의 일이다. 이는 사람살이와 자연의 한살림이 비로소 한통속으로 어우러지게 되었다

는 뜻이며, 6백년 고도 우리의 서울이 한 시대를 갈음하고 생명의 도시로 세계 속에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다.

  본래 청계천의 이름은 ‘개천(開川)’이다.

  북으로는 기세 드높은 북악이 있고, 그 좌우에 낙산과 인왕이 호위하여 섰으며, 남으로는 부드럽게 솟은 남산

이 터를 잡은바, 그 안의 너른 분지가 사철 비옥하고 밝아서 일찍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도읍으로 삼았던 것

이 정도 서울의 탄생이다. 그러나 비가 오면 도성의 동서를 가로질러 흐르는 내의 물길이 막히어 백성들의 살림

살이가 물에 잠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 또한 자꾸 끊어지는지라, 이를 안타깝게 여긴 3대 임금 태종이, 홍익인간

의 뜻을 좇아 만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조정에 개거도감(開渠都監)을 설치하고 물길을 크게 고치니 ‘개천’

이란 이름이 처음 여기에서 생겨났다. 이어 4대 임금 세종 역시 개천은 물론 개천으로 흘러드는 여러 실개천까

지 두루 살피고 돌보면서, 한편으로는 대수(大水), 평수(平水), 갈수(渴水)를 나타내는 ‘수표(水標)’를 세워 백

성들의 물난리를 미리 막아내게 했고, 이로써 개천의 쓰임새는 도성의 더러운 것을 흘려보내는 생활하천으로 확

고히 정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후 300여 년 동안 크게 돌보는 이가 없었다.

  개천엔 다시 흙과 모래가 쌓이고 갖가지 살림 찌꺼기들이 물길을 가로막아 물난리가 자주 나는지라, 영조 때 

이르러 조정에 준천사(濬川司)를 두고서 1760년, 연인원 20여만 명을 동원하여 바닥을 깊이 파내고 양안에 석

축을 쌓아 물길을 새로 내었으니 이른바 ‘경진준천(庚辰濬川)’이 바로 그것이다.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은 

당시에 쓴 ‘준천가(濬川歌)’를 통해 “양쪽 언덕 십리길 시위처럼 곧바르고(兩岸十里如弦直), 삼영의 석축공사 

귀빠진 곳 하나없네(三營築石無虧缺)”라고, 새롭게 물길을 연 개천을 칭송하였다.

  ‘청계천’으로 불린 것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일제는 오간수문을 비롯한 옛 다리들을 헐어 없앤 뒤, 

콘크리트 다리를 놓았고 도성 제일의 다리로 불리던 광통교 위엔 볼썽사나운 전찻길을 만들었으며 경진준천 때 

만든 본래의 석축을 들어내고 새로 둑을 쌓았다. 이로써 청계천은 문화와 전통이 깃든 본래의 아름다운 맵시를 

잃고 말았다. 

  해방 후에도 청계천변의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6․25 동란을 거치면서 판자촌이 천변을 뒤덮었고 흐르는 물에선 악취가 났다. 이에, 이미 생명이 깃들 수 없

는 ‘죽은 물’이 되고 만 청계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복개(覆蓋)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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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1958년의 일이었다. 그 후 1958년부터 1977년 사이, 20여 년에 걸쳐 광교에서 신답철교 사이의 청계

천이 단계적으로 콘크리트 뚜껑 밑에 완전히 묻혔고, 그 위로 길이 5.91킬로미터, 폭 12미터의 고가도로가 우

뚝 섰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개발시대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은 고가도로와 복개된 청계천은 더 많은 그늘과 

문제를 드러냈다. 세계 속의 도시로 거듭날 서울의 아름다움을 결정적으로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낡은 콘크리

트 구조물과 복개도로 지하의 유독가스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

렀다.

  이에, 일시적인 수리 등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한 이명박 시장은 오랫동안 해외 사

례 등을 검토하여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한 뒤, 마침내 ‘청계천 복원’을 공식 선언하

였다. 이것은 청계천을 문화와 전통이 깃든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자는 것이었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살림터 서울을 생명가치와 문화가치 중심의 세계적인 터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뜻이었다. 세계는 이를 가리켜 

‘꿈의 계획’이라 불렀다. 이명박 시장은 확고한 신념과 담대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곧 청계천 복원을 실무적으로 

이끌 ‘청계천추진본부’, 학술적 연구를 뒷받침할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로 구성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꾸리고, 이내 역사성과 세계성을 함께 아우르는 의미 깊은 대역사의 진군나팔을 울렸

다. 시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역 상인들의 대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었고, 환경과 문화의 전문적인 지킴이들

이 기꺼이 나서주었으며, 최고의 기술진과 첨단 장비의 역량이 여기에 보태졌다.

  오늘 ‘꿈의 계획’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보라, 죽었던 청계천에 푸르고 맑은 물이 살아 돌아와 우리의 살림터를 쓰다듬어 적셔 주고 있다. 물은 생명

의 높은 자리를 다 쓰다듬고 낮고 그늘진 자리를 또한 다 채워 품으니,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영원한 모태이

다. 오늘 청계천에 흐르는 푸른 물은 우리의 수도 서울이 환경 ․ 문화 ․ 현대적 안락함이 한데 어우러진 생명 

중심, 사람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상징이자 그 발화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청계천 푸른 물의 

싱그러운 파장이 서울 중심에 머물지 않고 조국의 먼 변방까지, 또 세계 속으로 도도히 흘러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5년 10월 1일

글   박 범 신

글씨 정 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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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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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서울시의 새 명소로 자리 잡은 청계천에 대해 청계천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복원

사업 이후 이미지, 만족도, 개선점 등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청계천 복원사업의 사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 설계

    

구  분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조사 대상   청계천 방문객

 조사 지역   청계천변 (1~3공구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 및 숙련된 면접원을 이용한

  1:1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표본 추출   청계천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

 유효 표본     총 600명(각 공구별 200명)

 조사 기간   2005년 11월 23일 ~ 28일

 조사 기관   (주)월드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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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조사 내용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청계천 이용실태

     • 청계천 방문 횟수

       - 청계천 방문 요일

       - 청계천 방문 시간대

     • 청계천 방문 시 동행인

     • 청계천 방문 시 체류 시간

     • 청계천 방문 목적

     • 청계천 관련 정보 원천

     • 청계천 방문 시 주 이용 교통수단

     • 청계천 방문 시 소요 시간

 ▣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인식

     • 청계천 복원사업 평가

     • 청계천 복원의 도심 환경개선 기여도

 ▣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이미지

     • 청계천 복원 전·후 이미지

     • 청계천 복원 이후 주변 환경 개선도

 ▣ 청계천 만족도

     • 이용시설 만족도

     • 시설 및 공간 만족도

     • 청계천 방문 시 인상 깊은 명소

 ▣ 향후 개선점 및 재방문 의향

     • 향후 청계천 개선점

     • 청계천 복원 이후 최우선 개발사업

     • 향후 청계천 방문 의향 및 이유

     • 청계천 방문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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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지역 구분

구 분 1공구 2공구 3공구

구 간

청계천로

(태평로입구~광장시장)

2.0km

청계천로

(광장시장~난계로 전)

2.1km

청계천로

(난계로~신답철교)

1.7km

조사표본수 1공구 방문객 200명 2공구 방문객 200명 3공구 방문객 200명

주요 조경시설

- 청계광장

- 광통교

- 정조반차도

- 베를린광장

- 삼각동벽천

- 수표교터

- 고사분수

- 옥류천

- 전태일거리

- 문화의 벽

- 오간수문터

- 색동벽

- 청계천 빨래터

- 소망의 벽

- 리듬벽천

- 터널분수

- 존치교각

  (청계고가 기념교각)

- 두물다리

- 버들습지

- 청계천문화관

- 충주 사과나무길

- 경북 상주 감나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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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구성비 (%)

전      체 600 100.0

   성 별
남      성 300 50.0

여      성 300 50.0

   연 령 별

10      대 60 10.0

20      대 120 20.0

30      대 120 20.0

40      대 120 20.0

50대  이상 180 30.0

   조사지역별

1  공   구 200 33.3

2  공   구 200 33.3

3  공   구 200 33.3

   학 력 별

중졸  이하 16 2.7

고      졸 31 5.2

대재  이상 553 92.2

   직 업 별

화이트칼라 196 32.7

블루  칼라 66 11.0

자  영  업 49 8.2

주      부 138 23.0

학      생 113 18.8

무직 /기타 38 6.3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23.2

200~299만원 206 34.3

300~399만원 165 27.5

400만원 이상 88 14.7

무  응  답 2 0.3

   지 역 별

서      울 391 65.2

경      기 110 18.3

기타  지역 99 16.5



II. 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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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이용실태

   ￭ 청계천 방문 횟수

     ; “1회” 62.5%, “2회” 11.8%, “3회” 9.7% / 평균 3.4회

▪ 청계천 방문자들의 과반 수 

이상(62.5%)이 지난 10월 1일 

개방된 청계천을 처음 방문한 

것으로 조사됨.

▪ 이어 2회 11.8%, 3회 9.7%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6회 이상 

방문비 율이 10.3%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됨.

▣ 처음방문 응답은 10대(73.3%), 2공구(75.0%), 주부(72.5%), 서울/경기 이외지역 거주자(82.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청계천을 2회 이상 방문한 관람객들의 방문 요일은 평일 보다는 주말/휴일(39.6%)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 요일 없이 청계천을 찾는 사람도 3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문 시간대로는 오후 시간대(12시~6시)에 청계천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응답됨.

  [청계천 방문 요일]                                 [청계천 방문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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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 방문 시 동행인

     ; “가족/친지” 42.0%, “친구” 34.8%

▪ 청계천 방문 시 동행인으로는 

가족친지(42.0%), 친구(34.8%)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어 연인(8.8%), 직장동료(7.

2%), 혼자(6.3%) 순으로 나타

남. 

▣ 가족친지 방문 응답자는 30대(65.0%) 및 40대(59.2%), 자영업(63.3%), 주부(58.0%), 청계천 처음방문자

(4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계천 방문 시 체류시간

     ; “1-2시간” 38.2%, “30분-1시간” 24.5%, “2-3시간” 22.5%

▪ 한편, 청계천 방문 시 머무는 시간은 1-2시간 응

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30분-1시간(24.5%), 2-3시간(22.5%) 등

의 순을 보이고 있음. 대체로 1-2시간대를 기준

으로 포물선 형태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1-2시간 제시 의견은 30대(44.2%), 3공구(45.5%), 자영업(49.0%) 종사자, 청계천 처음방문자(41.3%)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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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 방문 목적

     ; “휴식/산책” 43.2%, “관광” 32.3%, “만남/교제장소” 10.0%

▪ 청계천 방문 목적으로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가 

휴식/산책(43.2%)을 위해서라고 답변하고 있음. 

이어 관광 목적은 32.3%, 약속 등 만남이나 교제

를 위해서는 10.0%로 응답됨.

▪ 특히, 서울 거주자(51.4%) 및 청계천 재방문자들(5

5.6%)은‘휴식/산책’목적

▪ 응답이 높은 반면, 경기(41.8%) 및 기타지역(47.5%) 거주자, 청계천 처음방문자들(42.7%)의 경우는 ‘관광’ 목

적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조를 보임.

▣ 이는 청계천이 서울 거주자들에게는 휴식공간으로, 지방 거주자들에게는 관광 명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대목임.

   ￭ 청계천 관련 정보 원천

     ; “TV/라디오” 57.7%, “신문/잡지” 16.0%, “주변사람” 8.7%

▪ 청계천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로 텔

레비전 및 라디오가 압도적으로 높

은 비중(57.7%)을 차지함.

▪ 이는 최근 청계천 개장으로 인한 언

론 보도가 시민들의 발걸음을 옮기

게 하는 주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음.

▪ 한편, 청계천 홈페이지(http://cheonggye.seoul.go.kr)를 통해서라는 응답은 2.8%에 그치고 있어 청계천 홈페

이지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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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 방문 시 주 이용 교통수단

     ; “지하철” 61.8%, “도보” 15.2%, “버스” 12.2%

▪ 청계천 방문자의 61.8%가 방문 

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

하고 있음.

▪ 이어서 도보(15.2%), 버스(12.

2%) 순으로 높게 응답됨.

▣ 특히, 자가용 응답 비율이 7.5%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74.0%(지하철+버스)로 높게 나

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계천 주변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됨.

▣ 또한 재방문자의 도보 수단 비율이 34.2%로 전체 비율에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계천 주변 직장

인들이나 상가 상인들이 청계천을 자주 찾는 것으로 보임.

   ￭ 청계천 방문 시 소요 시간

     ; “30-1시간” 44.5%, “1-2시간” 22.5%

▪ 직장이나 집에서 청계천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44.5%)이라는 응답

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다음으로 1-2시간(22.5%), 10-30분(13.5%) 등

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30분-1시간 응답은 2공구(49.0%), 자영업(53.1%) 및 주부(52.9%) 계층, 서울(56.8%) 지역 거주자, 청계천 처

음방문자(48.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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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인식

   ￭ 청계천 복원사업 평가

     ; “잘 복원된 사업이다” 95.0%, “잘 복원되지 못한 사업이다” 5.0%

▪ 청계천 방문자들이 인식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

한 평가는 “잘 복원된 사업”이라는 긍정적 평가

가 95.0%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응답자

의 특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임

▪ 반면, 잘 복원되지 못한 사업이라는 비관적 견해는 

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청계천 복원의 도심 환경개선 기여도

     ; “기여했다” 95.2%, “기여하지 못했다” 4.8%

▪ 청계천 복원사업이 서울시 도심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방문자의 절대 다

수(95.2%)가 긍정적 의견을 제시함.

▪ 특히“매우 기여했다”는 절대 긍정 응답이 과반 

수 이상(53.5%)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됨.

▣ 반면,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부정 평가층에서 기여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환경개선 기여도

 복원사업 평가
기여했다 기여하지 못했다

전     체 95.2% 4.8%

 잘 복원된 사업(570명) 96.8% 3.2%

 잘 복원되지 못한 사업(30명) 63.3%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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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이미지

   ￭ 청계천 복원 전·후 이미지

     ;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 65.6점, “도심의 이미지” 64.5점

▪ 청계천 복원 전·후 이미지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방문자들은“서울의 대표 상징공간”이미지가 

가장 많이 개선(전·후 Gap 65.6점)되었다는 견해를 나타냄.

[ 전체 ]

    서울 대표 상징공간(65.6점) > 도심의 이미지(64.5점) > 인근지역 환경(60.3점)

[ 서울 거주자 ]

    도심의 이미지(66.8점) > 서울 대표 상징공간(66.5점) > 인근지역 환경(62.3점)

▣ 특히, 방문자 전체 응답보다 서울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어 주목됨.

구 분
전체(N=600) 서울 지역 거주자(N=391)

복원 전(A) 복원 후(B) Gap(B-A) 복원 전(A) 복원 후(B) Gap(B-A)

 도심의 이미지 20.9점 85.4점 64.5점 19.2점 86.0점 66.8점

 인근지역 환경 22.5점 82.8점 60.3점 20.7점 83.0점 62.3점

 서울 대표 상징공간 21.5점 87.1점 65.6점 20.2점 86.7점 66.5점

     [ 전체 (600명) ]                                   [ 서울 거주자 (391명) ]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411

   ￭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수질” 4.23점, “악취” 4.27점, “바람길” 4.23점

▪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이후 환경 개선도는 전반적으로 5점 척도 평균 4.00점 이상으로 나타나 복원 이전에 비해 

대체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특히, 수질(4.23점), 악취(4.27점), 바람길(4.23점)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1공구 지역 응답자, 청계천 재방

문자에서 복원 이후 개선도가 높게 나타남.

▣ 1공구 : 악취(4.46점) > 수질(4.42점) > 바람길(4.39점)

   2공구 : 악취(4.17점) > 수질(4.14점) > 바람길(4.03점)

   3공구 : 바람길(4.27점) > 일조량(4.26점) > 악취(4.18점)

 구  분
사례수

(명)

매우

개선(%)

개선된

편(%)

변화

없음(%)

악화된

편(%)

매우

악화(%)

종합평가(%) 평 균

(점)개 선 변화없음 악 화

 대기상태 600 27.0 59.7 12.5 0.7 0.2 86.7 12.5 0.8 4.13 

 수질 600 33.7 57.5 7.7 0.8 0.3 91.2 7.7 1.2 4.23

 소음 600 20.3 59.2 18.7 1.5 0.3 79.5 18.7 1.8 3.98

 악취 600 38.7 50.2 10.5 0.7 0.0 88.8 10.5 0.7 4.27

 일조량 600 30.2 53.3 15.8 0.7 0.0 83.5 15.8 0.7 4.13 

 바람길 600 36.0 52.0 10.8 1.2 0.0 88.0 10.8 1.2 4.23

[단위 : 5점 척도 평균 점수]

구  분
전체

(N=600)

1공구

(N=200)

2공구

(N=200)

3공구

(N=200)

처음방문

(N=375)

재방문

(N=225)

대기상태 4.13 4.26 3.97 4.16 4.11 4.16

수질 4.23 4.42 4.14 4.14 4.22 4.26

소음 3.98 4.00 3.89 4.05 3.96 4.00

악취 4.27 4.46 4.17 4.18 4.26 4.28

일조량 4.13 4.21 3.92 4.26 4.04 4.28

바람길 4.23 4.39 4.03 4.27 4.15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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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만족도

   ￭ 청계천 이용시설 만족도

     ; “산책로” 4.16점, “전반적인 만족도” 4.07점

▪ 방문자들은 청계천 이용시설 중“산책로”(4.16점)를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꼽고 있는 반면, 편의시설은 보통 수

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68점을 기록하고 있음. 전반적 만족도는 4.07로 보통 수준(3.00점) 이상으로 나타남.

▣ 공구별로는 1공구와 3공구에서 우호적 평가가 많으며, 방문빈도별로는 접근시설, 편의시설, 관리상태에서는 처음

방문자가 조명, 산책로, 안전시설에서는 재방문가 높은  점수를 줌.

 구  분
사례수

(명)

매우

개선(%)

개선된

편(%)

변화

없음(%)

악화된

편(%)

매우

악화(%)

종합평가(%) 평 균

(점)개 선 변화없음 악 화

 접근시설 600 12.2 49.8 26.8 10.2 1.0 62.0 26.8 11.2 3.62

 편의시설 600 3.7 18.2 35.8 27 15.3 21.8 35.8 42.3 2.68

 관리상태 600 24.8 53.5 18.8 2.3 0.5 78.3 18.8 2.8 4.00

 조명 600 25.0 54.3 18.5 1.8 0.3 79.3 18.5 2.2 4.02

 산책로 600 35.2 50.2 11.2 2.7 0.8 85.3 11.2 3.5 4.16

 안전시설 600 11.3 36.7 37.2 12.8 2.0 48.0 37.2 14.8 3.43

 전반적만족도 600 25.8 57.2 15.2 1.5 0.3 83.0 15.2 1.8 4.07

[단위 : 5점 척도 평균 점수]

구  분
전체

(N=600)

1공구

(N=200)

2공구

(N=200)

3공구

(N=200)

처음방문

(N=375)

재방문

(N=225)

접근시설 3.62 3.82 3.40 3.65 3.66 3.56

편의시설 2.68 3.08 2.82 2.14 2.72 2.61

관리상태 4.00 4.00 3.86 4.14 4.02 3.97

조명 4.02 4.09 3.95 4.01 3.97 4.10

산책로 4.16 4.14 4.03 4.32 4.13 4.21

안전시설 3.43 3.48 3.31 3.49 3.40 3.46

전반적 만족도 4.07 4.10 3.94 4.17 4.03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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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설 만족도에 대해 만족

도 점수를 Y축으로,중요도 점

수를 X축으로 하여 Portfolio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중점개선 요망 

영역에“안전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

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

류됨.

   ￭ 청계천 시설 및 공간 만족도

     ; “방문한 적 있다” 46.1%, “방문한 적 없다” 53.9%

▪ 청계천 시설 및 공간 만족도는“도시”만족도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생태(3.92점), 역사(3.88점)

의 순을 보임. 

▣ 특히, 공구별로는 1공구, 방문빈도별로는 재방문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구  분
사례수

(명)

매우

개선(%)

개선된

편(%)

변화

없음(%)

악화된

편(%)

매우

악화(%)

종합평가(%) 평 균

(점)개 선 변화없음 악 화

역 사 600 16.2 59.3 21.5 2.3 0.7 75.5 21.5 3.0 3.88

도 시 600 20.2 58.8 19.7 1.0 0.3 79.0 19.7 1.3 3.98

생 태 600 20.0 56.0 20.2 3.2 0.7 76.0 20.2 3.8 3.92

[단위 : 5점 척도 평균 점수]

구  분
전체

(N=600)

1공구

(N=200)

2공구

(N=200)

3공구

(N=200)

처음방문

(N=375)

재방문

(N=225)

역 사 3.88 3.99 3.84 3.82 3.82 3.98

도 시 3.98 4.11 3.88 3.94 3.91 4.08

생 태 3.92 4.06 3.83 3.87 3.86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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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 방문 시 인상 깊은 명소

     ; “광 통 교” 1순위 19.2%, 1~2순위 종합 25.3%

     ; “터널분수” 1순위 15.5%, 1~2순위 종합 29.8%

 ① 광통교 :

 1순위 19.2%, 종합 25.3%

 ④ 수표교터 :

 1순위 9.2%, 종합 19.2%

 ② 터널분수 :

 1순위 15.5%, 종합 29.8%

 ⑤ 청계천빨래터 :

 1순위 8.3%, 종합 17.0%

 ③ 소망의 벽 :

 1순위 11.2%, 종합 22.3%

 ⑥ 청계광장 :

 1순위 8.2%, 종합 16.7%

▪ 청계천 방문 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으로 1순위 기준으로 광통교(19.2%)가, 종합순위 기준으로는 터널분수(29.

8%)가 가장 우위를 차지함.

▪ 이어 종합순위 기준으로 광통교(25.3%), 소망의 벽(22.3%), 수표교터(19.2%)등의 순을 보임.

▣ 특히 1순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광통교(19.2%)의 경우 종합순위에서는 2순위(25.3%)로 선호 되고 

있어. 광통교와 터널분수 선호 비율이 1순위 및 종합순위에 따라 역전되는 현상을 보임. 

▣ 공구별 분석에서는 1공구(32.0%)와 2공구(36.5%)에서는 터널분수 선호의견이, 3공구에서는 소망의 벽 선호의견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처음방문자는 터널분수(32.0%)를, 재방문자는 광통교(28.0%)를 가장 좋은 명소로 인

식하고 있음.

     * 종합순위 기준

구   분 사례수 터널 분수(%) 광통교(%) 소망의 벽(%)

전   체 600 29.8 25.3 22.3

공 구 별

1 공구 200 32.0 32.0 10.0

2 공구 200 36.5 22.0 11.5

3 공구 200 21.0 22.0 45.5

방문횟수
처음방문 375 32.0 23.7 22.9

재 방 문 225 26.2 28.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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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개선점 및 재방문 의향

   ￭ 향후 청계천 개선사항

     ; “편의시설 확충” 60.5%,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 확충” 7.5%

▪ 향후 청계천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

으로 방문자들은 화장실, 휴지통 등 

편의시설 확충(60.5%)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음.

▪ 이어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 확

충(7.5%), 도로진출입구, 계단 등

▪ 접근시설 확충(7.3%), 보행공간 확충(7.2%) 등 주로 청계천 주변 접근로에 대한 애로 사항을 지적하였음.

▣ 편의시설 지적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3공구(75.5%), 자영업(71.4%),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계천 복원 이후 최우선 개발사업

     ; “도시문화공간의 확충” 35.2%, “주변부 재개발” 28.7%

▪ 한편, 청계천 복원 이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으로 방문자들은 도시문화 공간 확충(35.3%)

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주변부 재개발(2

8.7%), 문화유산 복원(26.3%), 상류지천 복원(9.

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1공구(39.0%) 및 2공구(43.0%)에서는 도시문화공간 확충 의견이, 3공구에서는 주변부 재개발(46.0%)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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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청계천 방문 의향 및 이유

     ; “방문 의향 있다” 98.0%, “방문 의향 없다” 2.0%

재방문 하고 싶지 않은 이유(N=12)

사 례 수 명

거리가 멀어서............................ 4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아서........... 2

너무 복잡해서............................ 2

관련 정보가 별로 없어서............. 1

휴식공간이 적어서...................... 1

산책로 길이가 너무 길어서.......... 1

보행로가 너무 좋아서.................. 1

▪ 청계천을 다시 방문할 의향에 대해서는 방문자들의 절대 다수(98.0%)가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임. 

이는 응답자 특성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재방문자(225명)에서 재방문 의향이“매우 많다”

(62.2%)는 적극적 의사를 보임.

▪ 반면, 재방문하고 싶지 않다(12명)는 응답자의 이유로는‘거리가 멀어서’(서울 지역 2명, 서울/경기 이외 지역 2

명)라는 응답이 있음.

   ￭ 청계천 방문 관련 의견

     ; “화장실 부족” 34.8%, “휴식공간 부족” 11.8%

▪ 청계천 방문과 관련된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으

로 방문자들은“화장실 부족”(34.8%)을 가장 

크게 지적함.

▪ 이어 휴식공간 확보(11.8%), 휴지통 부족(9.0%), 

보행로 확장(7.8%) 등이 높은 순위로 응답되고 

있음. 단, 무응답은 16.7%임.

청계천 방문 관련 개선사항 (%)

▪화장실 부족

▪벤치 등 휴식공간이 많았으면

▪휴지통 부족

▪보행로를 넓혔으면

▪편의시설 확충했으면

▪안전시설 보강했으면

34.8 

11.8 

 9.0 

 7.8 

 6.7 

 4.7

     * 상위 6순위 응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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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 합 · 요 · 약

 청계천 이용실태

▪ 청계천 방문자들의 과반 수 이상(62.5%)이 지난 10월 1일 개방된 청계천을 처음 방문한 것으로 조사됨. 이어 2

회 11.8%, 3회 9.7%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6회 이상 방문비율이 10.3%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됨.

▪ 한편, 청계천을 2회 이상 방문한 관람객들의 방문 요일은 평일 보다는 주말/휴일(39.6%)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

정 요일 없이 청계천을 찾는 사람도 3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방문 시간대로는 오후 시간대(12시~6시)에 

청계천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응답됨.

▪ 청계천 방문 시 동행인으로는 가족친지(42.0%), 친구(34.8%)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인

(8.8%), 직장동료(7.2%), 혼자(6.3%) 순으로 나타남. 

▪ 청계천 방문 시 머무는 시간은 1-2시간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30분-1시간(24.5%), 2-3시

간(22.5%) 등의 순을 보이고 있음.

▪ 청계천 방문 목적으로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가 휴식/산책(43.2%)을 위해서라고 답변하고 있음. 이어 관광 목

적은 32.3%, 약속 등 만남이나 교제를 위해서는 10.0%로 응답됨. 특히, 서울 거주자(51.4%) 및 청계천 재방문

자들(55.6%)은 ‘휴식/산책’ 목적응답이 높은 반면, 경기(41.8%) 및 기타지역(47.5%) 거주자, 청계천 처음방문자

들(42.7%)의 경우는 ‘관광’목적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조를 보임.

▪ 청계천 관련 정보획득 경로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가 압도적으로 높게 꼽혔음(57.7%). 청계천 방문자는 주로 방

문시 지하철을 이용(61.8%)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 혹은 집에서 청계천까지 이동하는데는 30분에서 1시간(4

4.5%) 정도 소요된다는 응답이 많았음.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인식

▪ 대다수(95.0%)의 방문객이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잘 복원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됨. 

반면 “잘 복원되지 못한 사업”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5.0%에 불과하였음.

▪ 방문자의 절대 다수(95.2%)가 청계천 복원사업의 서울시 도심환경 개선 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

로 나타나 주목됨. 특히 과반수 이상(53.5%)의 응답자가 “매우 기여했다”는 절대 긍정 응답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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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이미지

▪ 청계천 방문자들은 ‘도심의 이미지’, ‘인근지역 환경’, ‘서울 대표 상징공간 이미지’ 등 3개 측면이 이전에 비해 

복원이후 매우 높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그 중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 이미지의 복원전후 개선도가 가장 두드

러졌음(Gap 65.6점).

▪ 방문자들은 복원이후 청계천의 환경 개선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복원이전에 비해 대체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5점척도 평균 4.00점 이상). 특히 수질(4.23점), 악취(4.27점), 바람길(4.23점)에 대한 개선도가 상

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청계천 만족도

▪ 이용시설 가운데서는 산책로(4.16점), 조명(4.02점), 관리상태(4.00)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나, 휴지통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였음(2.68점).

▪ 청계천 시설 및 공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음. 그 중에서도 ‘도시적인 시설/공간’ 만족도(3.98점)가 가장 높

았고, 이어 ‘생태’(3.92점), ‘역사’(3.88점)의 순을 보임. 

▪ 청계천 방문시 인상 깊었던 곳으로는 광통교, 터널분수, 소망의 벽, 수표교터 등이 우선적으로 꼽혔음.

 향후 개선점 및 재방문 의향

▪ 방문자들은 청계천 개선사항으로 화장실, 휴지통 등과 같은 편의시설 확충(60.5%)을 가장 많이 당부하였음. 이

어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 확충(7.5%), 도로진출입구, 계단 등 접근시설 확충(7.3%), 보행공간 확충(7.2%) 

등 주로 청계천 접근로에 대한 애로 사항이 많았음.

▪ 청계천 복원 이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도시문화 공간 확충(35.3%) 요구가 가장 많았고, 주변부 

재개발(28.7%), 문화유산 복원(26.3%) 등도 높게 제안됨.

▪  한편 방문자들의 절대 다수(98.0%)가 청계천에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여 주목됨. 

▪ 방문객들은 청계천에 대한 불편 및 개선사항으로 ‘화장실 부족’(34.8%)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이어 휴식공간 확

보(11.8%), 휴지통 부족(9.0%), 보행로 확장(7.8%) 의견도 높게 제시되었음.



III. 조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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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이용실태

1. 청계천 방문 횟수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10월 1일 청계천이 개방된 이후 오늘로 청계천을 몇 번째 방문하셨습니까?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방문자는 지난 10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청계천을 약 평균 3.4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빈도를 살펴보면 ‘처음 방문했다’는 응답이 6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2번째’(11.8%), ‘6번 이상’(10.3%), ‘3번

째’(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20대(4.4회)의 평균방문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0대(1.5회)에서 가장 낮았음.

〔 청계천 방문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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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처음 방문’이라는 응답은 10대(73.3%), 주부(72.5%), 서울․경기를 제외한 기타지역(82.8%)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

았음.

반면, ‘6번 이상’ 방문했다는 응답은 20대(15.0%) 및 50대 이상(13.9%), 고졸(25.8%), 무직/기타(23.7%), 월200만원 

미만(15.1%) 및 월400만원 이상(14.8%) 소득자, 서울시민(1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상 평 균

전      체 600명 62.5% 11.8% 9.7% 2.7% 3.0% 10.3% 3.4회

연령별

10대 60 73.3 8.3 15.0 1.7 0.0 1.7 1.5 

20대 120 59.2 11.7 7.5 3.3 3.3 15.0 4.4 

30대 120 63.3 10.8 10.0 2.5 4.2 9.2 3.7 

40대 120 66.7 14.2 5.0 3.3 5.0 5.8 2.6 

50대이상 180 57.8 12.2 12.2 2.2 1.7 13.9 3.7 

조사

지역별

1공구 200 57.0 10.5 10.5 3.5 3.5 15.0 4.5 

2공구 200 75.0 11.0 8.0 1.0 2.5 2.5 1.6 

3공구 200 55.5 14.0 10.5 3.5 3.0 13.5 4.1 

학력별

중졸이하 16 62.5 18.8 0.0 6.3 0.0 12.5 3.8 

고졸 31 61.3 3.2 3.2 6.5 0.0 25.8 4.6 

대재이상 553 62.6 12.1 10.3 2.4 3.3 9.4 3.3 

직업별

화이트칼라 196 59.2 12.8 9.2 2.0 5.6 11.2 4.0 

블루칼라 66 56.1 6.1 15.2 7.6 1.5 13.6 5.2 

자영업 49 61.2 12.2 4.1 6.1 4.1 12.2 2.8 

주부 138 72.5 9.4 10.1 0.7 0.7 6.5 2.2 

학생 113 67.3 13.3 8.8 1.8 2.7 6.2 2.2 

무직/기타 38 42.1 21.1 10.5 2.6 0.0 23.7 5.7 

소득별

200만원미만 139 56.1 14.4 10.1 2.9 1.4 15.1 3.9 

200-299만원 206 63.6 13.6 10.7 2.9 3.4 5.8 2.6 

300-399만원 165 65.5 12.1 8.5 1.2 3.0 9.7 3.1 

400만원이상 88 63.6 3.4 9.1 4.5 4.5 14.8 5.0 

무응답 2 100.0 0.0 0.0 0.0 0.0 0.0 1.0 

지역별

서울 391 55.8 13.3 10.2 3.1 4.3 13.3 4.0 

경기 110 68.2 10.9 12.7 1.8 0.9 5.5 2.7 

기타지역 99 82.8 7.1 4.0 2.0 0.0 4.0 1.9 

방문빈도
처음방문 375 100.0 0.0 0.0 0.0 0.0 0.0 1.0 

재방문 225 0.0 31.6 25.8 7.1 8.0 27.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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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계천 방문 요일(Base=2회 이상 방문자)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느 요일에 청계천을 방문하십니까?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재방문자(225명) 3명 중 1명(32.9%)은 주로 ‘토요일’에 찾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정요일이 없다’는 응답도 

36.0%로 높았음.

이어서 목요일(11.6%), 일요일(6.7%), 금요일(5.3%), 수요일(4.9%)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음.

주로 평일(월~금, 24.5%)보다는 주말(토~일, 39.6%)에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남.

〔 청계천 방문 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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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주로 ‘토요일’에 방문한다는 응답은 남성(35.5%), 10대(43.8%), 화이트칼라(36.3%) 및 학생(43.2%) 계층, 월200만원

대(38.7%) 소득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특정요일이 없다’는 의견은 여성(38.5%), 30대(50.0%), 블루칼라(65.5%) 및 주부(50.0%), 월200만원 미만

(49.2%) 및 월400만원 이상(40.6%) 소득자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사례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특정요일 

없음

전      체 225명 0.9% 1.8% 4.9% 11.6% 5.3% 32.9% 6.7% 36.0%

성별
남자 121 0.8 1.7 2.5 10.7 5.0 35.5 9.9 33.9 

여자 104 1.0 1.9 7.7 12.5 5.8 29.8 2.9 38.5 

연령별

10대 16 0.0 0.0 0.0 18.8 0.0 43.8 6.3 31.3 

20대 49 0.0 0.0 8.2 18.4 6.1 30.6 6.1 30.6 

30대 44 0.0 2.3 4.5 13.6 2.3 25.0 2.3 50.0 

40대 40 5.0 0.0 0.0 12.5 7.5 35.0 10.0 30.0 

50대이상 76 0.0 3.9 6.6 3.9 6.6 35.5 7.9 35.5 

학력별

중졸이하 6 0.0 0.0 16.7 0.0 0.0 33.3 0.0 50.0 

고졸 12 0.0 8.3 8.3 0.0 8.3 25.0 0.0 50.0 

대재이상 207 1.0 1.4 4.3 12.6 5.3 33.3 7.2 34.8 

직업별

화이트칼라 80 1.3 1.3 7.5 18.8 3.8 36.3 7.5 23.8 

블루칼라 29 0.0 0.0 0.0 6.9 10.3 17.2 0.0 65.5 

자영업 19 5.3 10.5 0.0 0.0 5.3 31.6 15.8 31.6 

주부 38 0.0 0.0 5.3 5.3 5.3 31.6 2.6 50.0 

학생 37 0.0 0.0 5.4 18.9 2.7 43.2 5.4 24.3 

무직/기타 22 0.0 4.5 4.5 0.0 9.1 27.3 13.6 40.9 

소득별

200만원미만 61 0.0 1.6 1.6 3.3 4.9 34.4 4.9 49.2 

200-299만원 75 2.7 1.3 4.0 8.0 9.3 38.7 6.7 29.3 

300-399만원 57 0.0 1.8 10.5 21.1 3.5 24.6 10.5 28.1 

400만원이상 32 0.0 3.1 3.1 18.8 0.0 31.3 3.1 40.6 

지역별

서울 173 0.6 1.2 5.8 9.2 5.2 31.8 6.4 39.9 

경기 35 2.9 5.7 2.9 22.9 8.6 25.7 8.6 22.9 

기타지역 17 0.0 0.0 0.0 11.8 0.0 58.8 5.9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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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계천 방문 시간대(Base=2회 이상 방문자)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느 시간대에 청계천을 방문하십니까?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재방문자(225명)의 과반수 이상(61.3%)은 주로 ‘오후’(오후12시~6시)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

한 ‘저녁’(오후6시~저녁9시) 시간대 이용 의견은 23.1%로 나타남.

이어 ‘오전’(오전9시~낮12시)은 12.0%로 응답되었고, ‘밤’(저녁9시~12시)과 ‘아침’(오전6시~9시)에 이용한다는 응답

은 각각 2.7%, 0.9%에 불과하였음.

청계천 방문객은 주로 낮 시간대(아침+오전+오후=74.2%)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밤 시간대(저녁+밤)에 이

용하는 응답자는 25.8%였음.

〔 청계천 방문 시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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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주로 ‘오후’에 방문한다는 의견은 40대(67.5%), 블루칼라(65.5%) 및 주부(68.4%), 월200만원 미만(68.9%) 및 월400

만원 이상(65.6%) 소득자, 경기(65.7%) 지역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많았음.

반면 ‘저녁’ 시간대는 20대(36.7%), 학생(40.5%), 월300만원대(29.8%) 소득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음.

사례수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

전      체 225명 0.9% 12.0% 61.3% 23.1% 2.7%

성별
남자 121 0.8 12.4 59.5 25.6 1.7 

여자 104 1.0 11.5 63.5 20.2 3.8 

연령별

10대 16 0.0 6.3 62.5 31.3 0.0 

20대 49 0.0 10.2 51.0 36.7 2.0 

30대 44 0.0 13.6 61.4 18.2 6.8 

40대 40 0.0 7.5 67.5 25.0 0.0 

50대이상 76 2.6 15.8 64.5 14.5 2.6 

조사지역별

1공구 86 0.0 10.5 62.8 25.6 1.2 

2공구 50 0.0 16.0 48.0 28.0 8.0 

3공구 89 2.2 11.2 67.4 18.0 1.1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0.0 83.3 0.0 0.0 

고졸 12 0.0 25.0 58.3 16.7 0.0 

대재이상 207 0.5 11.6 60.9 24.2 2.9 

직업별

화이트칼라 80 0.0 10.0 61.3 25.0 3.8 

블루칼라 29 0.0 10.3 65.5 24.1 0.0 

자영업 19 5.3 10.5 63.2 21.1 0.0 

주부 38 0.0 13.2 68.4 13.2 5.3 

학생 37 0.0 13.5 43.2 40.5 2.7 

무직/기타 22 4.5 18.2 72.7 4.5 0.0 

소득별

200만원미만 61 1.6 11.5 68.9 18.0 0.0 

200-299만원 75 1.3 12.0 61.3 24.0 1.3 

300-399만원 57 0.0 12.3 50.9 29.8 7.0 

400만원이상 32 0.0 12.5 65.6 18.8 3.1 

지역별

서울 173 1.2 12.1 61.3 22.5 2.9 

경기 35 0.0 8.6 65.7 22.9 2.9 

기타지역 17 0.0 17.6 52.9 29.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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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 방문 시 동행인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주로 누구와 함께 청계천을 방문하십니까?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방문자는 주로 ‘가족, 친지’(42.0%)나 ‘친구’(34.8%)와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어 ‘연인’(8.8%), ‘직

장동료’(7.2%), ‘혼자’(6.3%)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됨.

특히 연령별로 10~20대 젊은층에서는 ‘친구’와 함께 온다는 응답이, 30~40대 중년층에서는 ‘가족 또는 친지’와 청

계천을 찾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임.

〔 청계천 방문 시 동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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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가족 또는 친지’는 30대(65.0%) 및 40대(59.2%), 고졸(54.8%), 자영업(63.3%) 및 주부(58.0%), 소득이 낮을수록, 

경기(49.1%)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친구’는 여성(42.0%), 10대(68.3%)～20대(45.8%), 학생(60.2%) 등 주로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어 주목

됨.

사례수 가족친지 친구 연인 직장동료 혼자 기타

전      체 600명 42.0% 34.8% 8.8% 7.2% 6.3% 0.8%

성별
남자 300 39.7 27.7 12.3 9.3 10.7 0.3 

여자 300 44.3 42.0 5.3 5.0 2.0 1.3 

연령별

10대 60 10.0 68.3 21.7 0.0 0.0 0.0 

20대 120 13.3 45.8 25.8 9.2 5.8 0.0 

30대 120 65.0 13.3 5.0 12.5 4.2 0.0 

40대 120 59.2 21.7 1.7 9.2 7.5 0.8 

50대이상 180 45.0 39.4 0.6 3.3 9.4 2.2 

조사지역별

1공구 200 36.5 35.0 7.0 16.5 3.5 1.5 

2공구 200 43.0 38.5 9.5 3.5 5.5 0.0 

3공구 200 46.5 31.0 10.0 1.5 10.0 1.0 

학력별

중졸이하 16 50.0 43.8 0.0 0.0 6.3 0.0 

고졸 31 54.8 35.5 0.0 3.2 3.2 3.2 

대재이상 553 41.0 34.5 9.6 7.6 6.5 0.7 

직업별

화이트칼라 196 45.4 22.4 7.1 16.3 8.2 0.5 

블루칼라 66 37.9 33.3 7.6 13.6 7.6 0.0 

자영업 49 63.3 26.5 0.0 2.0 8.2 0.0 

주부 138 58.0 37.0 0.7 0.7 1.4 2.2 

학생 113 7.1 60.2 29.2 0.0 3.5 0.0 

무직/기타 38 50.0 28.9 0.0 0.0 18.4 2.6 

소득별

200만원미만 139 48.9 31.7 7.2 2.9 8.6 0.7 

200-299만원 206 40.8 39.3 7.3 7.3 4.9 0.5 

300-399만원 165 41.8 36.4 9.7 7.9 3.6 0.6 

400만원이상 88 34.1 26.1 13.6 12.5 11.4 2.3 

무응답 2 50.0 50.0 0.0 0.0 0.0 0.0 

지역별

서울 391 41.7 36.6 7.2 6.6 7.2 0.8 

경기 110 49.1 29.1 8.2 6.4 5.5 1.8 

기타지역 99 35.4 34.3 16.2 10.1 4.0 0.0 

방문빈도
처음방문 375 46.7 36.3 9.9 2.9 4.3 0.0 

재방문 225 34.2 32.4 7.1 14.2 9.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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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계천 시 체류 시간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방문 시 평균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처음 방문 시 : 머물 예정 시간,  2번 이상 방문 시 : 평균 머무는 시간)

조사결과 분석

방문자의 38.2%는 청계천 방문시 평균적으로 ‘1~2시간’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30분~1시간’(24.5%)과  

‘2~3시간’(22.5%) 동안 머무른다는 의견도 높았음.

특히 10~20대 젊은층에서는 ‘30분~1시간’ 응답이, 30대에서는 ‘1~2시간’, 40~50대 중년층에서는 ‘2~3시간’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보였음.

〔 청계천 방문 시 체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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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30분~1시간 이내’ 응답은 10대(33.3%) 및 20대(36.7%), 블루칼라(33.3%) 및 학생(33.6%), 청계천 재방문자(31.6%)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2시간 이내’는 30대(44.2%), 자영업(49.0%) 및 주부(43.5%), 서울․경기를 제외한 기타지역(42.4%) 거주자, 청계천 

처음 방문자(41.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반면, ‘2~3시간 이내’는 여성(25.7%), 40대(27.5%) 및 50대 이상(27.8%), 고졸(32.3%), 주부(30.4%), 소득이 낮을수

록, 경기(27.3%) 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남.

사례수 30분이내 30분-1시간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전      체 600명 7.0% 24.5% 38.2% 22.5% 7.8%

연령별

10대 60 10.0 33.3 28.3 21.7 6.7 

20대 120 10.0 36.7 30.8 12.5 10.0 

30대 120 12.5 19.2 44.2 20.0 4.2 

40대 120 3.3 20.8 41.7 27.5 6.7 

50대이상 180 2.8 19.4 40.0 27.8 10.0 

학력별

중졸이하 16 0.0 18.8 50.0 6.3 25.0 

고졸 31 3.2 19.4 32.3 32.3 12.9 

대재이상 553 7.4 25.0 38.2 22.4 7.1 

직업별

화이트칼라 196 11.2 25.5 40.3 18.9 4.1 

블루칼라 66 7.6 33.3 31.8 21.2 6.1 

자영업 49 0.0 14.3 49.0 26.5 10.2 

주부 138 4.3 13.0 43.5 30.4 8.7 

학생 113 6.2 33.6 32.7 17.7 9.7 

무직/기타 38 5.3 31.6 21.1 23.7 18.4 

소득별

200만원미만 139 6.5 24.5 33.8 25.2 10.1 

200-299만원 206 6.3 25.2 39.8 23.8 4.9 

300-399만원 165 6.7 21.8 41.8 20.6 9.1 

400만원이상 88 10.2 27.3 35.2 18.2 9.1 

무응답 2 0.0 50.0 0.0 50.0 0.0 

지역별

서울 391 6.1 26.3 38.9 21.2 7.4 

경기 110 7.3 22.7 31.8 27.3 10.9 

기타지역 99 10.1 19.2 42.4 22.2 6.1 

방문빈도
처음방문 375 4.8 20.3 41.3 26.1 7.5 

재방문 225 10.7 31.6 32.9 16.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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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천 방문 목적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오늘 청계천을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셨습니까?

조사결과 분석

방문객들은 주로 ‘휴식, 산책’(43.2%)을 하거나 ‘관광 차원에서’(32.3%) 청계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 ‘약속 

등 만남이나 교제 장소로’(10.0%), ‘생태체험’(4.5%)을 위해 찾는다는 의견도 있었음.

특히 ‘휴식 및 산책’은 서울시민, 청계천 재방문자에서, ‘관광 차원에서’는 경기 및 기타지역 거주자, 청계천 처음 방

문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어 대조를 보임.

〔 청계천 방문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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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휴식, 산책을 위해’ 방문했다는 응답은 50대 이상(46.1%), 화이트칼라(50.0%) 및 블루칼라(53.0%), 월200만원 미만

(49.6%) 소득자, 서울(51.4%) 거주자, 청계천 재방문자(5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관광 차원에서’ 방문했다는 응답은 30대(35.8%) 및 40대(35.8%), 고졸(48.4%), 주부(38.4%) 및 무직/기타

(42.1%), 월300만원대(40.0%) 소득자, 경기(41.8%) 및 서울․경기를 제외한 기타지역(47.5%) 거주자, 청계천 처음 방

문자(42.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사례수
휴식, 

산책
관광

만남/ 

교제장소
생태체험 보행통로 봉사활동 운동 자녀교육 사진촬영

전      체 600명 43.2% 32.3% 10.0% 4.5% 3.7% 3.5% 1.8% 0.7% 0.3%

연령별

10대 60 41.7 25.0 20.0 1.7 5.0 6.7 0.0 0.0 0.0 

20대 120 39.2 30.8 16.7 3.3 3.3 2.5 1.7 1.7 0.8 

30대 120 44.2 35.8 5.8 5.8 2.5 1.7 2.5 1.7 0.0 

40대 120 42.5 35.8 9.2 5.0 5.0 1.7 0.8 0.0 0.0 

50대이상 180 46.1 31.1 5.6 5.0 3.3 5.6 2.8 0.0 0.6 

학력별

중졸이하 16 37.5 37.5 6.3 12.5 0.0 0.0 6.3 0.0 0.0 

고졸 31 29.0 48.4 3.2 0.0 6.5 6.5 6.5 0.0 0.0 

대재이상 553 44.1 31.3 10.5 4.5 3.6 3.4 1.4 0.7 0.4 

직업별

화이트칼라 196 50.0 30.1 8.7 2.6 3.6 3.6 1.0 0.0 0.5 

블루칼라 66 53.0 30.3 7.6 7.6 0.0 0.0 1.5 0.0 0.0 

자영업 49 38.8 34.7 10.2 2.0 10.2 0.0 4.1 0.0 0.0 

주부 138 41.3 38.4 5.8 6.5 1.4 3.6 1.4 1.4 0.0 

학생 113 32.7 25.7 21.2 4.4 6.2 6.2 0.9 1.8 0.9 

무직/기타 38 34.2 42.1 2.6 5.3 2.6 5.3 7.9 0.0 0.0 

소득별

200만원미만 139 49.6 28.8 5.8 5.0 2.2 5.0 3.6 0.0 0.0 

200-299만원 206 42.2 30.6 12.6 6.3 2.9 3.4 1.0 0.5 0.5 

300-399만원 165 37.6 40.0 11.5 1.2 4.2 1.8 1.8 1.2 0.6 

400만원이상 88 46.6 27.3 8.0 5.7 6.8 4.5 1.1 0.0 0.0 

무응답 2 0.0 50.0 0.0 0.0 0.0 0.0 0.0 50.0 0.0 

지역별

서울 391 51.4 25.8 8.2 3.6 3.8 3.6 2.6 0.8 0.3 

경기 110 33.6 41.8 11.8 4.5 2.7 4.5 0.9 0.0 0.0 

기타지역 99 21.2 47.5 15.2 8.1 4.0 2.0 0.0 1.0 1.0 

방문빈도
처음방문 375 35.7 42.7 10.1 5.3 2.7 1.3 0.8 1.1 0.3 

재방문 225 55.6 15.1 9.8 3.1 5.3 7.1 3.6 0.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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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계천 관련 정보 원천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방문자들은 청계천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를 주로 ‘텔레비전․라디오’(57.7%)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신문․잡지’(16.0%), ‘주변사람’(8.7%), ‘인터넷’(7.8%) 등의 순으로 높게 꼽혔음.

반면 ‘서울시 홍보/간행물’(5.2%)과 ‘청계천 홈페이지’(2.8%)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음.

〔 청계천 관련 정보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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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텔레비전․라디오’ 응답은 여성(61.0%), 40대(65.0%) 및 50대 이상(63.3%), 고졸(67.7%), 블루칼라(66.7%), 자영업

(69.4%), 주부(64.5%), 무직/기타(71.1%), 소득이 낮을수록, 청계천 처음 방문자(6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음.

반면 ‘신문․잡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고, 특히 ‘청계천 홈페이지’ 이용 의견은 화이트칼라

(5.6%) 종사자와 청계천 재방문자(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음.

사례수
TV/ 

라디오

신문/

잡지
주변사람 인터넷

서울시 

홍보물

청계천 

홈페이지
안내문

전      체 600명 57.7% 16.0% 8.7% 7.8% 5.2% 2.8% 1.8%

성별
남자 300 54.3 17.3 8.0 11.3 4.7 2.7 1.7 

여자 300 61.0 14.7 9.3 4.3 5.7 3.0 2.0 

연령별

10대 60 58.3 11.7 16.7 3.3 3.3 1.7 5.0 

20대 120 43.3 10.0 10.8 17.5 12.5 2.5 3.3 

30대 120 55.8 16.7 6.7 6.7 7.5 5.0 1.7 

40대 120 65.0 18.3 4.2 6.7 2.5 3.3 0.0 

50대이상 180 63.3 19.4 8.9 4.4 1.1 1.7 1.1 

학력별

중졸이하 16 68.8 12.5 12.5 0.0 6.3 0.0 0.0 

고졸 31 67.7 12.9 16.1 0.0 3.2 0.0 0.0 

대재이상 553 56.8 16.3 8.1 8.5 5.2 3.1 2.0 

직업별

화이트칼라 196 50.5 17.9 7.7 11.7 4.6 5.6 2.0 

블루칼라 66 66.7 12.1 6.1 3.0 6.1 1.5 4.5 

자영업 49 69.4 16.3 6.1 2.0 6.1 0.0 0.0 

주부 138 64.5 18.1 9.4 2.9 3.6 1.4 0.0 

학생 113 46.9 12.4 12.4 14.2 8.0 2.7 3.5 

무직/기타 38 71.1 15.8 7.9 2.6 2.6 0.0 0.0 

소득별

200만원미만 139 65.5 11.5 6.5 5.0 7.2 2.9 1.4 

200-299만원 206 58.7 18.0 9.7 4.9 3.9 2.9 1.9 

300-399만원 165 55.2 15.8 10.3 12.1 4.2 1.8 0.6 

400만원이상 88 47.7 18.2 6.8 11.4 6.8 4.5 4.5 

무응답 2 50.0 50.0 0.0 0.0 0.0 0.0 0.0 

방문빈도
처음방문 375 62.4 14.4 9.9 6.7 3.7 1.6 1.3 

재방문 225 49.8 18.7 6.7 9.8 7.6 4.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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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계천 방문 시 주 이용 교통수단

 | 질    문 | 

선생님께서 청계천에 오실 때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방문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61.8%)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어 ‘도보’(15.2%), ‘버스’(12.2%)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고,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의견은 7.5%에 머물렀음.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의견은 10대에서 가장 높았고, ‘도보’는 50대 이상, ‘자가용’ 이용 응답은 

30~40대 중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청계천 방문 시 주 이용 교통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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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지하철’ 이용 응답은 10대(83.3%), 고졸(71.0%), 학생(79.6%), 경기(68.2%) 거주자, 청계천 처음 방문자(70.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도보’는 50대 이상(18.9%), 고졸(19.4%), 화이트칼라(21.9%) 및 무직/기타(23.7%), 월400만원 이상(23.9%), 서울

(19.9%) 거주자, 청계천 재방문자(34.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음.

반면, ‘자가용’ 이용 의견은 30대(12.5%) 및 40대(15.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사례수 지하철 도보 버스 자가용 관광버스 택시 기타

전      체 600명 61.8% 15.2% 12.2% 7.5% 1.7% 0.8% 0.8%

연령별

10대 60 83.3 5.0 11.7 0.0 0.0 0.0 0.0 

20대 120 62.5 16.7 12.5 5.8 0.8 0.8 0.8 

30대 120 55.8 17.5 10.0 12.5 2.5 0.8 0.8 

40대 120 56.7 10.8 10.8 15.0 4.2 0.8 1.7 

50대이상 180 61.7 18.9 14.4 2.8 0.6 1.1 0.6 

학력별

중졸이하 16 62.5 18.8 12.5 0.0 6.3 0.0 0.0 

고졸 31 71.0 19.4 6.5 3.2 0.0 0.0 0.0 

대재이상 553 61.3 14.8 12.5 8.0 1.6 0.9 0.9 

직업별

화이트칼라 196 57.7 21.9 10.2 8.2 0.0 0.5 1.5 

블루칼라 66 53.0 16.7 10.6 10.6 6.1 1.5 1.5 

자영업 49 59.2 16.3 14.3 8.2 0.0 2.0 0.0 

주부 138 58.7 8.0 15.9 12.3 4.3 0.7 0.0 

학생 113 79.6 8.0 10.6 0.0 0.0 0.9 0.9 

무직/기타 38 60.5 23.7 13.2 2.6 0.0 0.0 0.0 

소득별

200만원미만 139 59.0 16.5 15.1 8.6 0.0 0.0 0.7 

200-299만원 206 66.0 12.6 10.7 7.3 1.9 1.5 0.0 

300-399만원 165 64.2 12.7 11.5 6.7 3.0 0.6 1.2 

400만원이상 88 52.3 23.9 12.5 8.0 1.1 0.0 2.3 

무응답 2 50.0 0.0 0.0 0.0 0.0 50.0 0.0 

지역별

서울 391 60.4 19.9 13.8 4.3 0.0 1.0 0.5 

경기 110 68.2 8.2 10.9 12.7 0.0 0.0 0.0 

기타지역 99 60.6 4.0 7.1 14.1 10.1 1.0 3.0 

방문빈도
처음방문 375 70.9 3.7 11.7 9.1 2.7 0.8 1.1 

재방문 225 46.7 34.2 12.9 4.9 0.0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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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계천 방문 시 소요 시간

 | 질    문 | 

선생님이 계신 곳(집, 직장)에서 청계천까지 오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십니까?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에 도착하는데 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방문객이 44.5%로 가장 

많았고, 22.5%는 ‘1~2시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민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응답이, 경기도민에서는 ‘1~2시간’, 서울․경기를 제외한 기타지역 

거주자에서는 ‘2시간 이상’ 의견이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임.

〔 청계천 방문 시 소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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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청계천에 오기까지 ‘30분~1시간 이내’가 소요된다는 응답은 30대(47.5%), 40대(46.7%), 50대 이상(46.7%), 자영업

(53.1%) 및 주부(52.9%), 서울(56.8%)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1~2시간 이내’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생(26.5%), 월300만원대(26.1%) 소득자, 경기(55.5%) 및 서울․경기를 제

외한 기타지역(32.3%)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사례수 10분이내 10-30분 30분-1시간 1-2시간 2시간 이상

전      체 600명 10.0% 13.5% 44.5% 22.5% 9.5%

연령별

10대 60 3.3 13.3 45.0 33.3 5.0 

20대 120 14.2 14.2 35.8 23.3 12.5 

30대 120 8.3 11.7 47.5 23.3 9.2 

40대 120 7.5 13.3 46.7 21.7 10.8 

50대이상 180 12.2 14.4 46.7 18.3 8.3 

조사지역별

1공구 200 12.0 18.0 37.5 20.5 12.0 

2공구 200 5.0 8.0 49.0 28.0 10.0 

3공구 200 13.0 14.5 47.0 19.0 6.5 

학력별

중졸이하 16 18.8 6.3 37.5 18.8 18.8 

고졸 31 12.9 9.7 51.6 16.1 9.7 

대재이상 553 9.6 13.9 44.3 23.0 9.2 

직업별

화이트칼라 196 14.3 13.8 42.3 20.9 8.7 

블루칼라 66 10.6 16.7 34.8 24.2 13.6 

자영업 49 10.2 12.2 53.1 16.3 8.2 

주부 138 4.3 11.6 52.9 24.6 6.5 

학생 113 5.3 15.9 38.9 26.5 13.3 

무직/기타 38 21.1 7.9 47.4 15.8 7.9 

소득별

200만원미만 139 11.5 15.1 47.5 18.0 7.9 

200-299만원 206 8.7 12.1 46.1 24.8 8.3 

300-399만원 165 8.5 13.3 41.2 26.1 10.9 

400만원이상 88 13.6 14.8 40.9 18.2 12.5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방문빈도
처음방문 375 1.6 8.3 48.8 28.5 12.8 

재방문 225 24.0 22.2 37.3 12.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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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인식

1. 청계천 복원사업 평가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서울의 역사, 문화, 환경을 잘 복원한 사업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분석

응답자의 대부분(95.0%)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서울의 역사, 문화, 환경을 취지에 맞게 ‘잘 복원한 사업’(매우 잘 

복원 44.7%, 대체로 잘 복원 50.3%)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매우 잘 복원되었다’는 절대긍정 평가가 44.7%로 

매우 높게 나타나 주목됨.

반면, ‘잘 복원되지 못한 사업’(전혀 복원안됨 0.7%, 별로 복원안됨 4.3%)이라는 평가는 5.0%에 불과하였음.

〔 청계천 복원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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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잘 복원된 사업’이라는 평가는 40대(98.3%) 및 50대 이상(97.8%), 고졸(100.0%), 주부(98.6%), 월200만원대(97.1%) 

소득자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음.

반면 ‘잘 복원되지 못한 사업이다’는 평가는 20대(14.2%)와 학생(12.4%) 등 주로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음.

사례수
매우 

잘 복원

대체로

잘 복원

별로 복원

되지 못함

전혀 복원

되지 못함
긍정적 부정적

전      체 600명 44.7% 50.3% 4.3% 0.7% 95.0% 5.0%

연령별

10대 60 38.3 56.7 3.3 1.7 95.0 5.0 

20대 120 32.5 53.3 11.7 2.5 85.8 14.2 

30대 120 39.2 57.5 3.3 0.0 96.7 3.3 

40대 120 45.8 52.5 1.7 0.0 98.3 1.7 

50대이상 180 57.8 40.0 2.2 0.0 97.8 2.2 

조사지역별

1공구 200 52.5 44.0 3.0 0.5 96.5 3.5 

2공구 200 34.0 60.0 4.5 1.5 94.0 6.0 

3공구 200 47.5 47.0 5.5 0.0 94.5 5.5 

학력별

중졸이하 16 37.5 56.3 6.3 0.0 93.8 6.3 

고졸 31 61.3 38.7 0.0 0.0 100.0 0.0 

대재이상 553 43.9 50.8 4.5 0.7 94.8 5.2 

직업별

화이트칼라 196 45.9 50.5 2.6 1.0 96.4 3.6 

블루칼라 66 45.5 50.0 4.5 0.0 95.5 4.5 

자영업 49 40.8 55.1 4.1 0.0 95.9 4.1 

주부 138 48.6 50.0 1.4 0.0 98.6 1.4 

학생 113 36.3 51.3 11.5 0.9 87.6 12.4 

무직/기타 38 52.6 42.1 2.6 2.6 94.7 5.3 

소득별

200만원미만 139 51.1 43.9 5.0 0.0 95.0 5.0 

200-299만원 206 44.7 52.4 2.9 0.0 97.1 2.9 

300-399만원 165 40.0 54.5 3.6 1.8 94.5 5.5 

400만원이상 88 44.3 47.7 6.8 1.1 92.0 8.0 

무응답 2 0.0 50.0 50.0 0.0 50.0 50.0 

지역별

서울 391 46.5 48.3 4.3 0.8 94.9 5.1 

경기 110 36.4 59.1 3.6 0.9 95.5 4.5 

기타지역 99 46.5 48.5 5.1 0.0 94.9 5.1 

방문빈도
처음방문 375 40.8 54.1 4.3 0.8 94.9 5.1 

재방문 225 51.1 44.0 4.4 0.4 95.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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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 복원의 도심 환경개선 기여도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도심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킨 청계천 복원사업이 서울시 도심 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분석

방문객의 대다수(95.2%)가 청계천 복원이 서울시 도심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매우 기여 53.5%, 대체로 기여 41.7%)

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응답자의 53.5%가 ‘매우 많이 기여했다’는 절대긍정 의견을 내

놓아 주목됨.

반면 ‘기여하지 못했다’(전혀 비기여 0.8%, 별로 비기여 4.0%)는 의견은 4.8%에 불과하였음.

〔 청계천 복원의 도심 환경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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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10대(100.0%) 및 50대 이상(97.8%), 고졸(100.0%), 주부(97.1%), 월200만원대(97.1%) 

소득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 ‘기여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20대(11.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사례수 매우 기여
대체로 

기여

별로 

비기여

전혀 

비기여
긍정적 부정적

전      체 600명 53.5% 41.7% 4.0% 0.8% 95.2% 4.8%

성별
남자 300 53.7 41.0 4.7 0.7 94.7 5.3 

여자 300 53.3 42.3 3.3 1.0 95.7 4.3 

연령별

10대 60 45.0 55.0 0.0 0.0 100.0 0.0 

20대 120 36.7 51.7 9.2 2.5 88.3 11.7 

30대 120 50.0 44.2 5.0 0.8 94.2 5.8 

40대 120 53.3 43.3 2.5 0.8 96.7 3.3 

50대이상 180 70.0 27.8 2.2 0.0 97.8 2.2 

조사지역별

1공구 200 63.0 33.5 3.0 0.5 96.5 3.5 

2공구 200 37.5 55.5 5.5 1.5 93.0 7.0 

3공구 200 60.0 36.0 3.5 0.5 96.0 4.0 

학력별

중졸이하 16 62.5 31.3 6.3 0.0 93.8 6.3 

고졸 31 74.2 25.8 0.0 0.0 100.0 0.0 

대재이상 553 52.1 42.9 4.2 0.9 94.9 5.1 

직업별

화이트칼라 196 53.6 41.8 3.6 1.0 95.4 4.6 

블루칼라 66 50.0 42.4 6.1 1.5 92.4 7.6 

자영업 49 53.1 38.8 8.2 0.0 91.8 8.2 

주부 138 61.6 35.5 2.2 0.7 97.1 2.9 

학생 113 43.4 53.1 2.7 0.9 96.5 3.5 

무직/기타 38 60.5 31.6 7.9 0.0 92.1 7.9 

소득별

200만원미만 139 59.0 34.5 5.8 0.7 93.5 6.5 

200-299만원 206 50.5 46.6 2.4 0.5 97.1 2.9 

300-399만원 165 50.9 45.5 3.0 0.6 96.4 3.6 

400만원이상 88 58.0 34.1 6.8 1.1 92.0 8.0 

무응답 2 0.0 50.0 0.0 50.0 50.0 50.0 

지역별

서울 391 55.5 39.1 4.3 1.0 94.6 5.4 

경기 110 52.7 43.6 3.6 0.0 96.4 3.6 

기타지역 99 46.5 49.5 3.0 1.0 96.0 4.0 

방문빈도
처음방문 375 49.3 45.9 3.5 1.3 95.2 4.8 

재방문 225 60.4 34.7 4.9 0.0 95.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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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이미지

1. 청계천 복원 전·후 이미지 - 종합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 이전과 이후에 다음의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쁘다’를 0점으로, ‘매우 좋다’를 10점으로 하여 점수를 적어 주십시오.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방문자는 ‘도심 이미지’, ‘인근지역 환경’,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으로서의 청계천 이미지’ 등 3개 평가항목 모

두 복원이전 나쁜 이미지에서, 복원이후 보통 이상의 좋은 이미지로 개선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목됨.

그 중에서도 복원이후 이미지 평가점수는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으로서의 청계천 이미지’(87.1점)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도시 이미지’(85.4점), ‘인근지역 환경’(82.8점)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음.

이미지 개선도(복원이후(점)-복원이전(점)) 또한 ‘서울의 대표 상징‘도시 이미지’(+65.6점) > ‘도시 이미지’(+64.5점) >  

‘인근지역 환경’(+60.3점)의 순으로 높았음.

〔 청계천 복원사업 전·후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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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계천 복원 전·후 이미지 - 도심의 이미지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 이전과 이후에 다음의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심의 이미지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방문자들은 ‘도심의 이미지’가 복원이전(100점 만점 평균 20.9점)에는 보통 이하의 나쁜 수준이었으나, 복원

이후(평균 85.4점)에는 보통 이상의 좋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도심의 이미지’는 복원이전(20.9점)에 비해 복원이후(85.4점) 64.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이미지 개선도

를 보여주었음.

복원이후 ‘도심의 이미지’가 ‘매우 좋아졌다’(100점 만점)고 평가한 응답자는 28.5%였음.

〔 청계천 복원 전·후 이미지 - 도심의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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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평가 Gap 분석

복원 전․후 ‘도심 이미지’ 개선도가 가장 두드러진 계층은 3공구 응답자로, 복원이전 15.3점에서 복원이후 89.0점으로 

73.7점 증가하였음. 이어 50대 이상(+73.3점), 중졸 이하(+70.6점), 자영업(+70.6점), 주부(+69.8점) 등의 계층에서

도 이미지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컸음.

청계천 복원 전․후 이미지 - 도심의 이미지

복원이전(A) 복원이후(B) Gap(B-A)

전      체 20.9 85.4 +64.5 

성별
남자 21.1 84.6 +63.5 

여자 20.7 86.2 +65.5 

연령별

10대 26.8 83.3 +56.5 

20대 24.2 79.9 +55.7 

30대 23.7 85.0 +61.3 

40대 18.3 85.3 +67.0

50대이상 16.8 90.1 +73.3

조사지역별

1공구 24.5 88.2 +63.7 

2공구 23.1 79.1 +56.0 

3공구 15.3 89.0 +73.7

학력별

중졸이하 19.4 90.0 +70.6

고졸 22.3 91.0 +68.7

대재이상 20.9 85.0 +64.1 

직업별

화이트칼라 20.5 84.2 +63.7 

블루칼라 20.8 87.4 +66.6 

자영업 16.5 87.1 +70.6

주부 18.1 87.9 +69.8

학생 26.9 81.2 +54.3 

무직/기타 21.8 88.9 +67.1

소득별

200만원미만 19.8 89.3 +69.5

200-299만원 21.8 85.0 +63.2 

300-399만원 19.8 83.2 +63.4 

400만원이상 22.7 85.2 +62.5 

무응답 20.0 45.0 +25.0 

지역별

서울 19.2 86.0 +66.8 

경기 23.1 85.3 +62.2 

기타지역 25.5 83.2 +57.7 

방문빈도
처음방문 21.4 84.0 +62.6 

재방문 20.1 87.7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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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계천 복원 전·후 이미지 - 인근지역 환경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 이전과 이후에 다음의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근지역 환경

조사결과 분석

‘인근지역 환경’에 대해서는 복원이전 보통이하 수준인 22.5점으로 평가됐으나, 복원이후에는 전보다 60.3점 증가한 

82.8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어, 높은 이미지 개선도를 보여주었음.

따라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청계천 복원이후 ‘인근지역 환경’이 좋게 개선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 한편 복

원이후 인근지역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100점 만점)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28.5%였음.

〔 청계천 복원 전·후 이미지 - 인근지역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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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평가 Gap 분석

특히 3공구 응답자에서 ‘인근지역 환경’에 대한 이미지 개선폭(+71.0점)이 매우 두드러졌으며, 또한 50대 이상(+72.5

점), 40대(+70.6점), 200만원 미만(+70.5점) 계층에서도 복원 전․후에 대한 이미지 평가점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청계천 복원 전․후 이미지 - 인근지역 환경

복원이전(A) 복원이후(B) Gap(B-A)

전      체 22.5 82.8 +60.3 

성별
남자 22.5 82.3 +59.8 

여자 22.5 83.3 +60.8 

연령별

10대 27.3 77.2 +49.9 

20대 27.3 76.3 +49.0 

30대 24.2 81.3 +57.1 

40대 19.3 86.3 +67.0

50대이상 18.7 87.7 +69.0

조사지역별

1공구 28.0 84.6 +56.6 

2공구 23.8 77.1 +53.3 

3공구 15.8 86.8 +71.0

학력별

중졸이하 20.0 90.0 +70.0

고졸 23.9 88.4 +64.5

대재이상 22.5 82.3 +59.8 

직업별

화이트칼라 22.9 83.0 +60.1 

블루칼라 22.6 84.7 +62.1 

자영업 18.2 87.6 +69.4

주부 18.0 85.9 +67.9

학생 28.5 75.4 +46.9 

무직/기타 24.2 83.4 +59.2 

소득별

200만원미만 21.2 86.8 +65.6

200-299만원 23.2 82.4 +59.2 

300-399만원 21.9 81.0 +59.1 

400만원이상 23.9 81.6 +57.7 

무응답 30.0 50.0 +20.0 

지역별

서울 20.7 83.0 +62.3 

경기 24.6 82.9 +58.3 

기타지역 27.2 81.9 +54.7 

방문빈도
처음방문 22.5 82.0 +59.5 

재방문 22.5 84.1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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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계천 복원 전·후 이미지 - 서울의 대표 상징 공간 이미지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 이전과 이후에 다음의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으로서의 청계천 이미지

조사결과 분석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으로서의 청계천 이미지’에 대한 평가 결과, 복원이전의 경우 21.5점을 받아 보통 이하의 나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하지만 복원이후에는 65.6점 증가한 87.1점으로 평가되어 매우 높은 이미지 개선도를 보여주

었음.

특히 응답자의 36.8%가 복원이후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으로서의 청계천 이미지’에 대해 100점 만점(매우 좋다)으로 

평가하였음. 이는 3개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임.

〔 청계천 복원 전·후 이미지 - 서울의 대표 상징 공간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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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평가 Gap 분석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10대(100.0%) 및 50대 이상(97.8%), 고졸(100.0%), 주부(97.1%), 월200만원대(97.1%) 

소득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 ‘기여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20대(11.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청계천 복원 전․후 이미지 - 서울의 대표 상징 공간 이미지

복원이전(A) 복원이후(B) Gap(B-A)

전      체 21.5 87.1 +65.6 

성별
남자 21.0 86.6 +65.6 

여자 21.9 87.6 +65.7 

연령별

10대 24.3 85.0 +60.7 

20대 24.3 82.8 +58.5 

30대 24.8 84.8 +60.0 

40대 17.9 88.5 +70.6

50대이상 18.7 91.2 +72.5

조사지역별

1공구 24.4 90.6 +66.2 

2공구 25.0 80.2 +55.2 

3공구 15.1 90.5 +75.4

학력별

중졸이하 23.8 91.3 +67.5 

고졸 23.9 89.0 +65.1 

대재이상 21.3 86.8 +65.5 

직업별

화이트칼라 20.9 86.4 +65.5 

블루칼라 20.6 88.6 +68.0

자영업 19.8 89.6 +69.8

주부 19.6 88.7 +69.1

학생 25.5 84.2 +58.7 

무직/기타 22.9 86.8 +63.9 

소득별

200만원미만 20.4 90.9 +70.5

200-299만원 21.4 86.2 +64.8 

300-399만원 22.2 85.3 +63.1 

400만원이상 22.2 87.0 +64.8 

무응답 10.0 55.0 +45.0 

지역별

서울 20.2 86.7 +66.5 

경기 23.4 87.9 +64.5 

기타지역 24.4 87.5 +63.1 

방문빈도
처음방문 22.0 86.0 +64.0 

재방문 20.6 88.8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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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종합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이후 청계천 주변의 다음 각각의 환경들이 얼마나 개선 되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방문자들은 복원이후 주변 환경의 개선도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특히 ‘수질’(91.2%), ‘악취’(88.8%), ‘바람길’(88.0%) 등의 환경문제가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두드러졌음. 또한 ‘대기상

태’(86.7%) 및 ‘일조량’(83.5%)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소음문제’에 대해 ‘개선되었

다’(79.5%)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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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대기상태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이후 청계천 주변의 다음 각각의 환경들이 얼마나 개선 되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기상태

조사결과 분석

응답자의 86.7%는 복원이후 청계천 주변의 대기상태에 대해 ‘개선되었다’(매우 개선 27.0%, 개선된 편 59.7%)는 평

가를 제시하였음(5점척도 평균 4.13점). 반면, ‘변화없다’는 의견은 12.5%로 나타났고, ‘악화되었다’는 0.8%에 불과하

였음.

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는 연령별로 40대(90.8%), 50대(92.8%) 중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대기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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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수질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이후 청계천 주변의 다음 각각의 환경들이 얼마나 개선 되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질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복원이후 수질문제가 ‘개선되었다’(매우 개선 33.7%, 개선된 편 57.5%)는 의견은 91.2%로 매우 높게 나타남

(5점척도 평균 4.23점). 이는 6개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임. 반면 ‘변화없다’는 의견은 7.7%, ‘악화되었다’는 

1.2%로 낮았음.

특히 ‘수질문제 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0대(93.3%), 40대(95.8%), 50대 이상(93.3%) 등 주로 중장년층에서 상

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음.

〔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수질 〕



부  록 

1452

2.3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소음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이후 청계천 주변의 다음 각각의 환경들이 얼마나 개선되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음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방문자의 79.5%는 복원이후 소음문제가 ‘개선되었다’(매우 개선 20.3%, 개선된 편 59.2%)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5점척도 평균 3.98점). 하지만 이는 6개 환경 개선도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임. 반면 ‘변화없다’는 의견

은 18.7%로 나타났고, ‘악화되었다’는 부정적 견해는 1.8%였음.

‘개선되었다’는 평가는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악화되었다’는 의견은 10대(6.7%)~20대

(2.5%)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됨.

〔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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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악취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이후 청계천 주변의 다음 각각의 환경들이 얼마나 개선되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악취

조사결과 분석

복원이후 악취문제가 ‘개선되었다’(매우 개선 38.7%, 개선된 편 50.2%)는 평가는 88.8%, 6개 환경평가 항목 중 2번

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5점척도 평균 4.27점). 반면 ‘변화없다’는 의견은 10.5%였고, ‘악화되었다’는 평가는 0.7%

로 매우 미미했음.

악취문제 개선도에 대한 긍정평가는 1공구(95.5%) 지역 응답자에서 다른 공구(2공구 82.5%, 3공구 88.5%)에 비해 

높게 나타나 주목됨.

〔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악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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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일조량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이후 청계천 주변의 다음 각각의 환경들이 얼마나 개선되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조량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방문자의 83.5%가 복원이후 일조량이 ‘개선되었다’(매우 개선 30.2%, 개선된 편 53.3%)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5점척도 평균 4.13점). 반면, ‘변화없다’는 평가는 15.8%였으며, ‘악화되었다’는 0.7%에 불과하였음.

일조량 개선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변화없다’는 의견은 10대(31.7%) 

및 20대(20.8%) 젊은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일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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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바람길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이후 청계천 주변의 다음 각각의 환경들이 얼마나 개선되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바람길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개통 이후 주변의 바람길이 ‘개선되었다’(매우 개선 36.0%, 개선된 편 52.0%)는 평가는 88.0%로 조사되었음

(5점척도 평균 4.23점). 반면 ‘변화없다’는 의견은 10.8%, ‘악화되었다’는 1.2%로 나타났음.

특히 ‘개선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변화없다’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인식차를 보여주었음.

〔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바람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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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만족도

1. 이용시설 만족도 - 종합

 | 질    문 | 

다음은 청계천의 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조사결과 분석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해보면, ‘산책로’에 대한 만족도가 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명’(79.3%), ‘청계

천 관리상태(청소, 시설관리 등)’(78.3%)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음. 이어 ‘접근시설(도로진출입구, 계단 등)’과 ‘안전시

설’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62.0%, 48.0%로 나타났음.

반면, 휴지통,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만족한다’(21.8%)는 의견은 ‘불만족한다’(42.3%)는 의견에 비해 낮게 나

타났고, 이 만족도는 6개 이용시설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임.

청계천 복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만족비율 기준)는 83.0%로 높은 수준이었고(5점척도 평균 4.07점), ‘불만족’ 평가

는 1.8%에 불과했음. ‘보통’은 15.2%였음.

〔 이용시설 만족도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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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용시설 만족도 - 접근시설

 | 질    문 | 

다음은 청계천의 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접근시설

조사결과 분석

도로진출입구, 계단 등과 같은 ‘접근시설’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12.2%, 다소 만족 49.8%)는 의견은 62.0%로 

나타났음(5점척도 평균 3.62점). 반면,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 1.0%, 다소 불만족 10.2%)는 의견은 11.2%에 불과하

였고, ‘보통’ 의견은 26.8%였음.

특히 ‘접근시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조사지역별로 1공구(68.5%)와 3공구(69.0%)에서 2공구(48.5%)에 비해 높

게 나타나 주목됨.

〔 이용시설 만족도 - 접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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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용시설 만족도 - 편의시설

 | 질    문 | 

다음은 청계천의 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편의시설

조사결과 분석

‘편의시설’(휴지통, 화장실, 안내시설 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21.8%에 머물러 6개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평

가를 받음(5점척도 평균 2.68점). 반면, 방문객의 42.3%가 이에 대해 ‘불만족’(매우 불만족 1.0%, 다소 불만족 

10.2%) 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조사지역은 3공구(5점척도 평균 2.14점)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12.5%에 

불과하였음.

따라서 청계천 추가 조경계획 수립시 화장실, 휴지통과 같은 ‘편의시설’의 확충/신설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이용시설 만족도 -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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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용시설 만족도 - 청계천 관리상태

 | 질    문 | 

다음은 청계천의 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청계천 관리상태

조사결과 분석

청소 및 시설관리 등과 같은 ‘청계천 관리상태’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24.8%, 다소 만족 53.5%)는 의견은 

78.3%로 나타났음(5점척도 평균 4.00점). 반면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했고, ‘보통이다’는 18.8%였음.

특히 연령별로 청계천 관리상태에 대한 만족도(만족비율 기준)는 40대(80.0%)와 50대 이상(85.0%)의 중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이용시설 만족도 - 청계천 관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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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용시설 만족도 - 조명

 | 질    문 | 

다음은 청계천의 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조명

조사결과 분석

조명시설’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25.0%, 다소 만족 54.3%)는 의견은 79.3%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한다’는 

2.2%에 불과하였음(5점척도 평균 4.02점). ‘보통’이라는 중도적 평가는 18.5%였음.

특히 조사지역별로 ‘조명’에 대한 만족도(만족비율 기준)는 2공구(78.0%) 및 3공구(76.5%)에 비해 1공구(83.5%)에서 

높게 나타났음.

 

〔 이용시설 만족도 - 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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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용시설 만족도 - 산책로

 | 질    문 | 

다음은 청계천의 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산책로

조사결과 분석

산책로’의 경우 이용시설 중 가장 높은 만족 수준(5점척도 평균 4.16점)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응답자의 85.3%가 ‘만

족한다’(매우 만족 35.2%, 다소 만족 50.2%)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 0.8%, 다소 불만족 

2.7%)는 의견은 3.5%에 불과했음. 단 ‘보통이다’는 11.2%로 조사됨.

조사지역별로 ‘산책로’에 대한 만족도는 3공구(89.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계층에서 전

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 이용시설 만족도 - 산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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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용시설 만족도 - 안전시설

 | 질    문 | 

다음은 청계천의 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안전시설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의 ‘안전시설’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11.3%, 다소 만족 36.7%)는 평가는 48.0%로 6개 평가항목 중 2번

째로 낮게 나타났음. 반면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 2.0%, 다소 불만족 12.8%)는 14.8%였고, ‘보통이다’는 37.2%로 

나타남.

특히 ‘만족한다’는 의견은 50대 이상(63.3%) 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불만족’ 의견은 10대(20.0%) 및 20대

(20.8%)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여주었음.

〔 이용시설 만족도 -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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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용시설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 질    문 | 

다음은 청계천의 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전반적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방문객 10명 중 8명 이상(83.0%)은 청계천 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매우 만족 25.8%, 대체로 만족 

57.2%)는 의견을 제시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 수준을 나타냈음. 반면,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 0.3%, 다소 불만족 

1.5%)는 응답은 1.8%에 불과했고, ‘보통이다’는 15.2%로 나타남.

〔 이용시설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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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및 공간 만족도 - 종합

 | 질    문 |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역사’, ‘도시’, ‘생태’를 대표할 만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 및 공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

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에 조성된 ‘역사적인 시설/공간’(광통교, 정조반차도 등)과 ‘도시적 시설/공간’(청계광장 등), ‘생태적인 시설/공

간’(버들습지) 등 청계천의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에서도 ‘도시적인 시설/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7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생태적 시설/공간’(76.0%), ‘역사적 

시설/공간’(75.5%)의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시설 및 공간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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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설 및 공간 - 역사

 | 질    문 |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역사’, ‘도시’, ‘생태’를 대표할 만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 및 공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

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역사

조사결과 분석

광통교, 정조반차도 등과 같은 청계천 내 ‘역사적 시설/공간’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16.2%, 다소 만족 59.3%)

는 의견은 75.5%로 나타났음(5점척도 평균 3.88점). 반면 ‘불만족한다’는 3.0%에 불과했고, ‘보통이다’는 21.5%로 나

타났음.

‘역사적인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30대 이상 계층에서 두드러졌으며, 특히 5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 83.3%

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시설 및 공간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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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설 및 공간 - 도시

 | 질    문 |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역사’, ‘도시’, ‘생태’를 대표할 만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 및 공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도시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관람객의 79.0%는 청계광장과 같은 ‘도시적인 시설 및 공간’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20.2%, 다소 만족 

58.8%)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불만족’(매우 불만족 0.3%, 다소 불만족 1.0%) 의견은 1.3%로 매우 낮았고, ‘보

통’은 19.7%였음.

특히 ‘도시적인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10대(83.3%)와 50대 이상(83.9%)에서 높았고, 조사지역별로는 1공구

(82.5%)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시설 및 공간 -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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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설 및 공간 - 생태

 | 질    문 |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역사’, ‘도시’, ‘생태’를 대표할 만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 및 공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생태

조사결과 분석

버들습지나 갈대밭 등과 같은 ‘생태적인 시설 및 공간’의 경우 ‘만족한다’(매우 만족 20.0%, 다소 만족 56.0%)는 의

견이 76.0%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불만족한다’는 3.8%에 불과하였음(5점척도 평균 3.92점). ‘보통이다’는 20.2%로 조

사되었음.

‘생태적 시설/공간’에 대한 만족도(만족비율 기준)는 연령별로 50대 이상(83.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시설 및 공간 - 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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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계천 방문 시 인상 깊은 명소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및 공간 중 가장 인상적인 곳이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순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방문자들은 인상적인 시설이나 공간으로 ‘광통교’(1순위 19.2%, 종합순위 25.3%), ‘터널분수’(1순위 15.5%, 종

합순위 29.8%), ‘소망의 벽’(1순위 11.2%, 종합순위 22.3%) 등을 우선으로 꼽았음(1순위 응답기준).

이어서 ‘수표교터’(1순위 9.2%, 종합순위 19.2%), ‘청계천 빨래터’(1순위 8.3%, 종합순위 14.5%), ‘청계광장(1순위 

8.2%, 종합순위 16.7%), 버들습지(1순위 5.5%, 종합순위 13.2%) 등의 순으로 높게 제시되었음.

〔 청계천 방문 시 인상 깊은 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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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광통교’는 30대(25.0%) 및 50대 이상(23.3%), 고졸(25.8%), 화이트칼라(24.0%) 및 무직/기타(28.9%) 계층에서 상대

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음(1순위 응답 기준).

반면 ‘터널분수’는 10대(28.3%) 및 30대(20.0%), 학생(21.2%)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사례수 광통교
터널 

분수

소망의 

벽

수표교 

터

청계천 

빨래터

청계 

광장

버들 

습지

리듬 

벽천
갈대밭 옥류천

전      체 600명 19.2% 15.5% 11.2% 9.2% 8.3% 8.2% 5.5% 5.3% 5.3% 4.0%

성별
남자 300 22.0 14.7 9.7 13.3 5.0 6.7 5.3 4.0 6.3 4.0 

여자 300 16.3 16.3 12.7 5.0 11.7 9.7 5.7 6.7 4.3 4.0 

연령별

10대 60 6.7 28.3 28.3 6.7 0.0 10.0 8.3 1.7 1.7 5.0 

20대 120 14.2 19.2 15.8 5.8 7.5 7.5 1.7 7.5 10.0 3.3 

30대 120 25.0 20.0 10.0 6.7 6.7 10.0 4.2 5.0 2.5 2.5 

40대 120 18.3 10.8 5.0 15.0 11.7 5.8 4.2 9.2 5.0 5.0 

50대이상 180 23.3 8.9 7.2 10.0 10.6 8.3 8.9 2.8 5.6 4.4 

조사지역별

1공구 200 21.5 19.5 5.0 13.0 6.5 10.5 5.0 3.5 3.5 3.5 

2공구 200 18.0 20.0 6.5 9.0 6.5 9.5 6.5 1.5 6.5 7.0 

3공구 200 18.0 7.0 22.0 5.5 12.0 4.5 5.0 11.0 6.0 1.5 

학력별

중졸이하 16 18.8 0.0 6.3 18.8 18.8 12.5 6.3 6.3 0.0 12.5 

고졸 31 25.8 9.7 3.2 16.1 9.7 9.7 3.2 0.0 3.2 6.5 

대재이상 553 18.8 16.3 11.8 8.5 8.0 8.0 5.6 5.6 5.6 3.6 

직업별

화이트칼라 196 24.0 14.8 7.1 12.2 7.7 7.7 5.1 4.6 4.1 4.1 

블루칼라 66 9.1 16.7 7.6 10.6 10.6 6.1 1.5 7.6 15.2 6.1 

자영업 49 22.4 10.2 8.2 8.2 12.2 8.2 4.1 6.1 6.1 0.0 

주부 138 21.7 13.0 9.4 5.8 13.8 10.9 6.5 6.5 1.4 4.3 

학생 113 8.8 21.2 24.8 6.2 2.7 8.8 5.3 5.3 7.1 4.4 

무직/기타 38 28.9 15.8 7.9 13.2 0.0 2.6 13.2 0.0 2.6 2.6 

소득별

200만원미만 139 18.7 16.5 9.4 7.2 11.5 8.6 5.8 3.6 6.5 2.9 

200-299만원 206 18.9 14.6 13.6 10.2 4.9 6.8 5.8 7.3 5.8 3.9 

300-399만원 165 18.8 16.4 10.3 9.7 10.9 9.1 4.2 5.5 3.0 3.0 

400만원이상 88 21.6 14.8 10.2 9.1 6.8 8.0 6.8 3.4 5.7 8.0 

무응답 2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0.0 

지역별

서울 391 20.5 15.6 11.5 7.9 9.5 6.1 5.6 6.4 4.1 3.6 

경기 110 20.9 18.2 6.4 9.1 5.5 15.5 5.5 0.9 7.3 5.5 

기타지역 99 12.1 12.1 15.2 14.1 7.1 8.1 5.1 6.1 8.1 4.0 

방문빈도
처음방문 375 17.9 16.0 12.0 8.8 8.5 8.5 5.6 5.6 5.9 4.5 

재방문 225 21.3 14.7 9.8 9.8 8.0 7.6 5.3 4.9 4.4 3.1 



부  록 

1470

 향후 개선점 및 재방문 의향

1. 향후 청계천 개선사항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향후 청계천에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방문자들은 향후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이용시설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던 ‘화장실, 휴지통 등의 

편의시설’(60.5%)을 가장 많이 지적함.

이어서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 확충’(7.5%), ‘접근시설(도로진출입구, 계단) 확충’(7.3%), ‘보행공간 확충’(7.2%),  

‘안전대책 보강’(7.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청계천 개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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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편의시설 확충’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조사지역 3공구(75.5%), 자영업(71.4%) 및 무직/기타(73.7%), 소득이 낮을

수록, 서울(63.2%) 및 서울․경기를 제외한 기타지역(61.6%)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 확충’ 의견은 20대(10.8%) 및 30대(10.8%), 조사지역 2공구(10.5%), 경기(11.8%) 및 서

울․경기를 제외한 기타지역(12.1%)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반면 ‘접근시설 확충’ 의견은 10대(11.7%), 블루칼라(12.1%), 월200만원 미만(11.5%) 소득자, 경기(12.7%) 거주자, 청

계천 재방문자(10.7%)에서 높게 나타났음.

사례수
편의

시설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 확충

접근시설 

확충

보행공간 

확충

안전대책 

보강
수질관리

상류지천 

복원

전      체 600명 60.5% 7.5% 7.3% 7.2% 7.2% 6.0% 3.8%

연령별

10대 60 46.7 8.3 11.7 6.7 11.7 11.7 3.3 

20대 120 51.7 10.8 5.0 11.7 10.0 4.2 6.7 

30대 120 59.2 10.8 8.3 7.5 4.2 5.0 4.2 

40대 120 62.5 8.3 6.7 5.8 3.3 9.2 2.5 

50대이상 180 70.6 2.2 7.2 5.0 8.3 3.9 2.8 

조사지역별

1공구 200 56.5 7.0 6.0 10.5 7.5 6.0 6.5 

2공구 200 49.5 10.5 9.5 9.0 10.0 8.0 3.0 

3공구 200 75.5 5.0 6.5 2.0 4.0 4.0 2.0 

학력별

중졸이하 16 87.5 0.0 0.0 0.0 12.5 0.0 0.0 

고졸 31 74.2 3.2 9.7 3.2 3.2 0.0 3.2 

대재이상 553 59.0 8.0 7.4 7.6 7.2 6.5 4.0 

직업별

화이트칼라 196 57.1 7.7 7.7 8.2 8.7 5.6 5.1 

블루칼라 66 66.7 9.1 12.1 4.5 3.0 4.5 0.0 

자영업 49 71.4 8.2 0.0 6.1 2.0 8.2 0.0 

주부 138 63.8 7.2 7.2 5.8 7.2 4.3 3.6 

학생 113 49.6 7.1 8.0 8.8 11.5 8.8 6.2 

무직/기타 38 73.7 5.3 5.3 7.9 0.0 5.3 2.6 

소득별

200만원미만 139 64.0 6.5 11.5 4.3 5.0 5.8 2.2 

200-299만원 206 63.1 9.2 5.8 4.9 7.8 6.8 1.9 

300-399만원 165 62.4 6.1 6.1 8.5 8.5 4.8 3.6 

400만원이상 88 45.5 8.0 6.8 14.8 6.8 6.8 10.2 

무응답 2 50.0 0.0 0.0 0.0 0.0 0.0 50.0 

지역별

서울 391 63.2 5.1 7.2 6.4 7.7 6.1 3.8 

경기 110 50.0 11.8 12.7 10.9 7.3 4.5 1.8 

기타지역 99 61.6 12.1 2.0 6.1 5.1 7.1 6.1 

방문빈도
처음방문 375 60.0 8.5 5.3 6.9 7.5 5.9 5.1 

재방문 225 61.3 5.8 10.7 7.6 6.7 6.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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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 복원 이후 최우선 개발사업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 이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분석

복원이후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할 사업으로는 ‘도시문화공간의 확충’(35.2%)을 가장 많이 꼽혔음. 또한 ‘주변부 재개

발’이나 ‘문화유산의 복원’ 의견도 각각 28.7%, 26.3%로 나타났음.

한편 조사지역별로 ‘문화공간 확충’ 의견은 2공구에서, ‘주변부 재개발’ 의견은 3공구에서, ‘문화유산 복원’은 1공구에

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임.

〔 청계천 복원 이후 최우선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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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도시문화공간의 확충’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조사지역 2공구(43.0%), 학생(44.2%), 월200만원대(38.3%) 및 월

300만원대(40.0%) 소득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주변부 재개발’ 의견은 50대 이상(37.2%), 조사지역 3공구(46.0%), 주부(38.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문화유산의 복원’ 의견은 20대(34.2%), 조사지역 1공구(34.5%), 화이트칼라(31.6%)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

았음.

사례수 문화공간 확충 주변부 재개발 문화유산 복원 상류지천 복원

전      체 600명 35.2% 28.7% 26.3% 9.8%

연령별

10대 60 48.3 23.3 23.3 5.0 

20대 120 40.8 15.0 34.2 10.0 

30대 120 31.7 27.5 29.2 11.7 

40대 120 33.3 33.3 21.7 11.7 

50대이상 180 30.6 37.2 23.3 8.9 

조사지역별

1공구 200 39.0 14.0 34.5 12.5 

2공구 200 43.0 26.0 19.0 12.0 

3공구 200 23.5 46.0 25.5 5.0 

학력별

중졸이하 16 37.5 37.5 12.5 12.5 

고졸 31 35.5 29.0 22.6 12.9 

대재이상 553 35.1 28.4 26.9 9.6 

직업별

화이트칼라 196 32.7 26.0 31.6 9.7 

블루칼라 66 31.8 25.8 22.7 19.7 

자영업 49 32.7 32.7 18.4 16.3 

주부 138 33.3 38.4 23.9 4.3 

학생 113 44.2 20.4 27.4 8.0 

무직/기타 38 36.8 31.6 21.1 10.5 

소득별

200만원미만 139 27.3 32.4 30.2 10.1 

200-299만원 206 38.3 29.1 22.8 9.7 

300-399만원 165 40.0 27.3 25.5 7.3 

400만원이상 88 31.8 25.0 29.5 13.6 

무응답 2 0.0 0.0 50.0 50.0 

지역별

서울 391 34.5 30.4 25.8 9.2 

경기 110 34.5 24.5 30.0 10.9 

기타지역 99 38.4 26.3 24.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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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청계천 방문 의향 및 이유(Base=방문 비의향자)

 |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청계천을 다시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선생님께서 청계천을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결과 분석

방문객의 98.0%는 청계천에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매우 많다 46.2%, 있는 편 51.8%)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

음. 반면, ‘방문 의향이 없다’는 2.0%에 불과하였음.

한편 재방문 비의향자(12명)는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이유로 ‘거리가 멀어서’(4명),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아서’(2명),  

‘너무 복잡해서’(2명) 등을 제시하였음.

〔 향후 청계천 방문 의향 및 이유 〕

방문하고 싶지 않은 이유(Base=12명) 사례수 %

▪거리가 멀어서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아서

▪너무 복잡해서

▪관련정보가 별로 없어서

▪휴식공간이 적어서

▪산책로 길이가 너무 길어서

▪보행로가 너무 좁아서

4

2

2

1

1

1

1

33.3

16.7

16.7

8.3

8.3

8.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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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특히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40대(99.2%) 및 50대 이상(100.0%), 자영업(100.0%) 및 주부(99.3%) 계층, 

청계천 재방문자(99.1%)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됨.

사례수 매우 많다 있는 편 없는 편 전혀 없다 의 향 비의향

전      체 600명 46.2% 51.8% 1.7% 0.3% 98.0% 2.0%

성별
남자 300 45.7 52.7 1.7 0.0 98.3 1.7 

여자 300 46.7 51.0 1.7 0.7 97.7 2.3 

연령별

10대 60 40.0 58.3 1.7 0.0 98.3 1.7 

20대 120 48.3 46.7 3.3 1.7 95.0 5.0 

30대 120 40.8 55.8 3.3 0.0 96.7 3.3 

40대 120 40.0 59.2 0.8 0.0 99.2 0.8 

50대이상 180 54.4 45.6 0.0 0.0 100.0 0.0 

조사지역별

1공구 200 61.0 39.0 0.0 0.0 100.0 0.0 

2공구 200 28.5 68.0 2.5 1.0 96.5 3.5 

3공구 200 49.0 48.5 2.5 0.0 97.5 2.5 

학력별

중졸이하 16 56.3 43.8 0.0 0.0 100.0 0.0 

고졸 31 51.6 48.4 0.0 0.0 100.0 0.0 

대재이상 553 45.6 52.3 1.8 0.4 97.8 2.2 

직업별

화이트칼라 196 46.4 51.0 2.0 0.5 97.4 2.6 

블루칼라 66 59.1 39.4 1.5 0.0 98.5 1.5 

자영업 49 30.6 69.4 0.0 0.0 100.0 0.0 

주부 138 44.2 55.1 0.7 0.0 99.3 0.7 

학생 113 42.5 54.0 3.5 0.0 96.5 3.5 

무직/기타 38 60.5 36.8 0.0 2.6 97.4 2.6 

소득별

200만원미만 139 56.1 42.4 1.4 0.0 98.6 1.4 

200-299만원 206 42.7 55.3 1.9 0.0 98.1 1.9 

300-399만원 165 35.8 62.4 0.6 1.2 98.2 1.8 

400만원이상 88 59.1 38.6 2.3 0.0 97.7 2.3 

무응답 2 0.0 50.0 50.0 0.0 50.0 50.0 

지역별

서울 391 47.1 51.4 1.3 0.3 98.5 1.5 

경기 110 43.6 54.5 0.9 0.9 98.2 1.8 

기타지역 99 45.5 50.5 4.0 0.0 96.0 4.0 

방문빈도
처음방문 375 36.5 60.8 2.1 0.5 97.3 2.7 

재방문 225 62.2 36.9 0.9 0.0 99.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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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천 방문 관련 의견

 | 질    문 | 

끝으로 청계천 방문과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으시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조사결과 분석

청계천 방문자들은 불편 및 개선사항으로 ‘화장실 부족’(34.8%)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 이어 ‘벤치 등 휴식공간이 

많았으면’(11.8%), ‘휴지통 부족’(9.0%), ‘보행로를 넓혔으면’(7.8%), ‘편의시설 확충했으면’(6.7%) 등의 순으로 높게 나

타남.

‘화장실’, ‘휴지통’ 등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확충 등의 개선이 시급히 요망되며, ‘휴식공간 확충’ 및 ‘보행로 확장’ 등

에 대해서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청계천 방문 관련 의견 〕



첨부 1 : 교차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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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자 특성표 ]

                                           
                                           ----------------------------------
                                           응 답 내 용       사례수     ％
                                           ----------------------------------

                                            [전        체]    (600)    100.0

                                           ◎성        별
                                             남        자     (300)     50.0
                                             여        자     (300)     50.0

                                           ◎연   령   별
                                             10        대      (60)     10.0
                                             20        대     (120)     20.0
                                             30        대     (120)     20.0
                                             40        대     (120)     20.0
                                             50 대  이 상     (180)     30.0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33.3
                                             2    공   구     (200)     33.3
                                             3    공   구     (200)     33.3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2.7
                                             고        졸      (31)      5.2
                                             대 재  이 상     (553)     92.2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32.7
                                             블 루  칼 라      (66)     11.0
                                             자   영   업      (49)      8.2
                                             주        부     (138)     23.0
                                             학        생     (113)     18.8
                                             무 직/ 기 타      (38)      6.3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23.2
                                             200- 299만원     (206)     34.3
                                             300- 399만원     (165)     27.5
                                             400만원 이상      (88)     14.7
                                             무   응   답       (2)       .3

                                           ◎지   역   별
                                             서        울     (391)     65.2
                                             경        기     (110)     18.3
                                             기 타  지 역      (99)     16.5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62.5
                                             재   방   문     (225)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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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 청계천 방문 빈도

                  
                  ----------------------------------------------------------------------------------------
                  응 답 내 용       사례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상   평  균
                  ----------------------------------------------------------------------------------------

                   [전        체]    (600)     62.5     11.8      9.7      2.7      3.0     10.3    (3.4)

                  ◎성        별
                    남        자     (300)     59.7     13.3     10.3      2.3      4.0     10.3    (3.6)
                    여        자     (300)     65.3     10.3      9.0      3.0      2.0     10.3    (3.2)

                  ◎연   령   별
                    10        대      (60)     73.3      8.3     15.0      1.7       .0      1.7    (1.5)
                    20        대     (120)     59.2     11.7      7.5      3.3      3.3     15.0    (4.4)
                    30        대     (120)     63.3     10.8     10.0      2.5      4.2      9.2    (3.7)
                    40        대     (120)     66.7     14.2      5.0      3.3      5.0      5.8    (2.6)
                    50 대  이 상     (180)     57.8     12.2     12.2      2.2      1.7     13.9    (3.7)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57.0     10.5     10.5      3.5      3.5     15.0    (4.5)
                    2    공   구     (200)     75.0     11.0      8.0      1.0      2.5      2.5    (1.6)
                    3    공   구     (200)     55.5     14.0     10.5      3.5      3.0     13.5    (4.1)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62.5     18.8       .0      6.3       .0     12.5    (3.8)
                    고        졸      (31)     61.3      3.2      3.2      6.5       .0     25.8    (4.6)
                    대 재  이 상     (553)     62.6     12.1     10.3      2.4      3.3      9.4    (3.3)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59.2     12.8      9.2      2.0      5.6     11.2    (4.0)
                    블 루  칼 라      (66)     56.1      6.1     15.2      7.6      1.5     13.6    (5.2)
                    자   영   업      (49)     61.2     12.2      4.1      6.1      4.1     12.2    (2.8)
                    주        부     (138)     72.5      9.4     10.1       .7       .7      6.5    (2.2)
                    학        생     (113)     67.3     13.3      8.8      1.8      2.7      6.2    (2.2)
                    무 직/ 기 타      (38)     42.1     21.1     10.5      2.6       .0     23.7    (5.7)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56.1     14.4     10.1      2.9      1.4     15.1    (3.9)
                    200- 299만원     (206)     63.6     13.6     10.7      2.9      3.4      5.8    (2.6)
                    300- 399만원     (165)     65.5     12.1      8.5      1.2      3.0      9.7    (3.1)
                    400만원 이상      (88)     63.6      3.4      9.1      4.5      4.5     14.8    (5.0)
                    무   응   답       (2)    100.0       .0       .0       .0       .0       .0    (1.0)

                  ◎지   역   별
                    서        울     (391)     55.8     13.3     10.2      3.1      4.3     13.3    (4.0)
                    경        기     (110)     68.2     10.9     12.7      1.8       .9      5.5    (2.7)
                    기 타  지 역      (99)     82.8      7.1      4.0      2.0       .0      4.0    (1.9)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100.0       .0       .0       .0       .0       .0    (1.0)
                    재   방   문     (225)       .0     31.6     25.8      7.1      8.0     27.6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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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1 ] 주 방문 요일

              
              -------------------------------------------------------------------------------------------------
              응 답 내 용       사례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특정요일
                                                                                                         없음
              -------------------------------------------------------------------------------------------------

               [전        체]    (225)       .9      1.8      4.9     11.6      5.3     32.9      6.7     36.0

              ◎성        별
                남        자     (121)       .8      1.7      2.5     10.7      5.0     35.5      9.9     33.9
                여        자     (104)      1.0      1.9      7.7     12.5      5.8     29.8      2.9     38.5

              ◎연   령   별
                10        대      (16)       .0       .0       .0     18.8       .0     43.8      6.3     31.3
                20        대      (49)       .0       .0      8.2     18.4      6.1     30.6      6.1     30.6
                30        대      (44)       .0      2.3      4.5     13.6      2.3     25.0      2.3     50.0
                40        대      (40)      5.0       .0       .0     12.5      7.5     35.0     10.0     30.0
                50 대  이 상      (76)       .0      3.9      6.6      3.9      6.6     35.5      7.9     35.5

              ◎조 사 지역별
                1    공   구      (86)      1.2      2.3      9.3     29.1      9.3     26.7      7.0     15.1
                2    공   구      (50)      2.0       .0      4.0       .0      6.0     74.0      4.0     10.0
                3    공   구      (89)       .0      2.2      1.1      1.1      1.1     15.7      7.9     70.8

              ◎학   력   별
                중 졸  이 하       (6)       .0       .0     16.7       .0       .0     33.3       .0     50.0
                고        졸      (12)       .0      8.3      8.3       .0      8.3     25.0       .0     50.0
                대 재  이 상     (207)      1.0      1.4      4.3     12.6      5.3     33.3      7.2     34.8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80)      1.3      1.3      7.5     18.8      3.8     36.3      7.5     23.8
                블 루  칼 라      (29)       .0       .0       .0      6.9     10.3     17.2       .0     65.5
                자   영   업      (19)      5.3     10.5       .0       .0      5.3     31.6     15.8     31.6
                주        부      (38)       .0       .0      5.3      5.3      5.3     31.6      2.6     50.0
                학        생      (37)       .0       .0      5.4     18.9      2.7     43.2      5.4     24.3
                무 직/ 기 타      (22)       .0      4.5      4.5       .0      9.1     27.3     13.6     40.9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61)       .0      1.6      1.6      3.3      4.9     34.4      4.9     49.2
                200- 299만원      (75)      2.7      1.3      4.0      8.0      9.3     38.7      6.7     29.3
                300- 399만원      (57)       .0      1.8     10.5     21.1      3.5     24.6     10.5     28.1
                400만원 이상      (32)       .0      3.1      3.1     18.8       .0     31.3      3.1     40.6

              ◎지   역   별
                서        울     (173)       .6      1.2      5.8      9.2      5.2     31.8      6.4     39.9
                경        기      (35)      2.9      5.7      2.9     22.9      8.6     25.7      8.6     22.9
                기 타  지 역      (17)       .0       .0       .0     11.8       .0     58.8      5.9     23.5

              ◎방 문  빈 도
                재   방   문     (225)       .9      1.8      4.9     11.6      5.3     32.9      6.7     36.0
              -------------------------------------------------------------------------------------------------
 
※BASE : 재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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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2 ] 주 방문 시간대

                          
                           ----------------------------------------------------------------------
                           응 답 내 용       사례수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
                           ----------------------------------------------------------------------

                            [전        체]    (225)       .9     12.0     61.3     23.1      2.7

                           ◎성        별
                             남        자     (121)       .8     12.4     59.5     25.6      1.7
                             여        자     (104)      1.0     11.5     63.5     20.2      3.8

                           ◎연   령   별
                             10        대      (16)       .0      6.3     62.5     31.3       .0
                             20        대      (49)       .0     10.2     51.0     36.7      2.0
                             30        대      (44)       .0     13.6     61.4     18.2      6.8
                             40        대      (40)       .0      7.5     67.5     25.0       .0
                             50 대  이 상      (76)      2.6     15.8     64.5     14.5      2.6

                           ◎조 사 지역별
                             1    공   구      (86)       .0     10.5     62.8     25.6      1.2
                             2    공   구      (50)       .0     16.0     48.0     28.0      8.0
                             3    공   구      (89)      2.2     11.2     67.4     18.0      1.1

                           ◎학   력   별
                             중 졸  이 하       (6)     16.7       .0     83.3       .0       .0
                             고        졸      (12)       .0     25.0     58.3     16.7       .0
                             대 재  이 상     (207)       .5     11.6     60.9     24.2      2.9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80)       .0     10.0     61.3     25.0      3.8
                             블 루  칼 라      (29)       .0     10.3     65.5     24.1       .0
                             자   영   업      (19)      5.3     10.5     63.2     21.1       .0
                             주        부      (38)       .0     13.2     68.4     13.2      5.3
                             학        생      (37)       .0     13.5     43.2     40.5      2.7
                             무 직/ 기 타      (22)      4.5     18.2     72.7      4.5       .0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61)      1.6     11.5     68.9     18.0       .0
                             200- 299만원      (75)      1.3     12.0     61.3     24.0      1.3
                             300- 399만원      (57)       .0     12.3     50.9     29.8      7.0
                             400만원 이상      (32)       .0     12.5     65.6     18.8      3.1

                           ◎지   역   별
                             서        울     (173)      1.2     12.1     61.3     22.5      2.9
                             경        기      (35)       .0      8.6     65.7     22.9      2.9
                             기 타  지 역      (17)       .0     17.6     52.9     29.4       .0

                           ◎방 문  빈 도
                             재   방   문     (225)       .9     12.0     61.3     23.1      2.7
                           ----------------------------------------------------------------------
 
※BASE : 재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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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 ] 주 방문 동반자

                       
                       -------------------------------------------------------------------------------
                       응 답 내 용       사례수  가족친지    친구     연인   직장동료   혼자      기타
                       -------------------------------------------------------------------------------

                        [전        체]    (600)     42.0     34.8      8.8      7.2      6.3       .8

                       ◎성        별
                         남        자     (300)     39.7     27.7     12.3      9.3     10.7       .3
                         여        자     (300)     44.3     42.0      5.3      5.0      2.0      1.3

                       ◎연   령   별
                         10        대      (60)     10.0     68.3     21.7       .0       .0       .0
                         20        대     (120)     13.3     45.8     25.8      9.2      5.8       .0
                         30        대     (120)     65.0     13.3      5.0     12.5      4.2       .0
                         40        대     (120)     59.2     21.7      1.7      9.2      7.5       .8
                         50 대  이 상     (180)     45.0     39.4       .6      3.3      9.4      2.2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36.5     35.0      7.0     16.5      3.5      1.5
                         2    공   구     (200)     43.0     38.5      9.5      3.5      5.5       .0
                         3    공   구     (200)     46.5     31.0     10.0      1.5     10.0      1.0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50.0     43.8       .0       .0      6.3       .0
                         고        졸      (31)     54.8     35.5       .0      3.2      3.2      3.2
                         대 재  이 상     (553)     41.0     34.5      9.6      7.6      6.5       .7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45.4     22.4      7.1     16.3      8.2       .5
                         블 루  칼 라      (66)     37.9     33.3      7.6     13.6      7.6       .0
                         자   영   업      (49)     63.3     26.5       .0      2.0      8.2       .0
                         주        부     (138)     58.0     37.0       .7       .7      1.4      2.2
                         학        생     (113)      7.1     60.2     29.2       .0      3.5       .0
                         무 직/ 기 타      (38)     50.0     28.9       .0       .0     18.4      2.6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48.9     31.7      7.2      2.9      8.6       .7
                         200- 299만원     (206)     40.8     39.3      7.3      7.3      4.9       .5
                         300- 399만원     (165)     41.8     36.4      9.7      7.9      3.6       .6
                         400만원 이상      (88)     34.1     26.1     13.6     12.5     11.4      2.3
                         무   응   답       (2)     50.0     50.0       .0       .0       .0       .0

                       ◎지   역   별
                         서        울     (391)     41.7     36.6      7.2      6.6      7.2       .8
                         경        기     (110)     49.1     29.1      8.2      6.4      5.5      1.8
                         기 타  지 역      (99)     35.4     34.3     16.2     10.1      4.0       .0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46.7     36.3      9.9      2.9      4.3       .0
                         재   방   문     (225)     34.2     32.4      7.1     14.2      9.8      2.2
                       -------------------------------------------------------------------------------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483

                          [ 표 3 ] 방문시 체류 시간

                          
                           ----------------------------------------------------------------------
                           응 답 내 용       사례수  30분이내  30분-   1- 2시간 2- 3시간   3시간
                                                               1시간                        이상
                           ----------------------------------------------------------------------

                            [전        체]    (600)      7.0     24.5     38.2     22.5      7.8

                           ◎성        별
                             남        자     (300)      8.7     26.7     38.3     19.3      7.0
                             여        자     (300)      5.3     22.3     38.0     25.7      8.7

                           ◎연   령   별
                             10        대      (60)     10.0     33.3     28.3     21.7      6.7
                             20        대     (120)     10.0     36.7     30.8     12.5     10.0
                             30        대     (120)     12.5     19.2     44.2     20.0      4.2
                             40        대     (120)      3.3     20.8     41.7     27.5      6.7
                             50 대  이 상     (180)      2.8     19.4     40.0     27.8     10.0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12.0     34.0     31.0     20.5      2.5
                             2    공   구     (200)      4.0     21.0     38.0     26.0     11.0
                             3    공   구     (200)      5.0     18.5     45.5     21.0     10.0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0     18.8     50.0      6.3     25.0
                             고        졸      (31)      3.2     19.4     32.3     32.3     12.9
                             대 재  이 상     (553)      7.4     25.0     38.2     22.4      7.1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11.2     25.5     40.3     18.9      4.1
                             블 루  칼 라      (66)      7.6     33.3     31.8     21.2      6.1
                             자   영   업      (49)       .0     14.3     49.0     26.5     10.2
                             주        부     (138)      4.3     13.0     43.5     30.4      8.7
                             학        생     (113)      6.2     33.6     32.7     17.7      9.7
                             무 직/ 기 타      (38)      5.3     31.6     21.1     23.7     18.4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6.5     24.5     33.8     25.2     10.1
                             200- 299만원     (206)      6.3     25.2     39.8     23.8      4.9
                             300- 399만원     (165)      6.7     21.8     41.8     20.6      9.1
                             400만원 이상      (88)     10.2     27.3     35.2     18.2      9.1
                             무   응   답       (2)       .0     50.0       .0     50.0       .0

                           ◎지   역   별
                             서        울     (391)      6.1     26.3     38.9     21.2      7.4
                             경        기     (110)      7.3     22.7     31.8     27.3     10.9
                             기 타  지 역      (99)     10.1     19.2     42.4     22.2      6.1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4.8     20.3     41.3     26.1      7.5
                             재   방   문     (225)     10.7     31.6     32.9     16.4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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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4 ] 청계천 방문 목적

       ----------------------------------------------------------------------------------------------------------
       응 답 내 용       사례수   휴식,         만남/   생태체험 보행통로 사활동   운동   자녀교육 사진촬
                                  산책            교제장소
       ----------------------------------------------------------------------------------------------------------

        [         체]    (600)     43.2     32.3     10.0      4.5      3.7      3.5      1.8       .7       .3

       ◎성        별
         남        자     (300)     41.7     32.7     12.7      3.7      4.7      1.7      2.3       .3       .3
         여        자     (300)     44.7     32.0      7.3      5.3      2.7      5.3      1.3      1.0       .3

       ◎연   령   별
         10              (60)     41.7     25.0     20.0      1.7      5.0      6.7       .0       .0       .0
         20             (120)     39.2     30.8     16.7      3.3      3.3      2.5      1.7      1.7       .8
         30             (120)     44.2     35.8      5.8      5.8      2.5      1.7      2.5      1.7       .0
         40             (120)     42.5     35.8      9.2      5.0      5.0      1.7       .8       .0       .0
         50   이 상     (180)     46.1     31.1      5.6      5.0      3.3      5.6      2.8       .0       .6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44.0     30.5     10.0      6.0      5.0      3.0      1.0       .0       .5
         2    공   구     (200)     30.0     44.5     12.5      4.5      3.5      1.5      1.5      1.5       .5
         3    공   구     (200)     55.5     22.0      7.5      3.0      2.5      6.0      3.0       .5       .0

       ◎학   력   별
          졸  이 하      (16)     37.5     37.5      6.3     12.5       .0       .0      6.3       .0       .0
         고        졸      (31)     29.0     48.4      3.2       .0      6.5      6.5      6.5       .0       .0
          재  이 상     (553)     44.1     31.3     10.5      4.5      3.6      3.4      1.4       .7       .4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50.0     30.1      8.7      2.6      3.6      3.6      1.0       .0       .5
         블 루  칼 라      (66)     53.0     30.3      7.6      7.6       .0       .0      1.5       .0       .0
         자      업      (49)     38.8     34.7     10.2      2.0     10.2       .0      4.1       .0       .0
         주        부     (138)     41.3     38.4      5.8      6.5      1.4      3.6      1.4      1.4       .0
         학        생     (113)     32.7     25.7     21.2      4.4      6.2      6.2       .9      1.8       .9
         무 직/ 기 타      (38)     34.2     42.1      2.6      5.3      2.6      5.3      7.9       .0       .0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49.6     28.8      5.8      5.0      2.2      5.0      3.6       .0       .0
         200- 299만원     (206)     42.2     30.6     12.6      6.3      2.9      3.4      1.0       .5       .5
         300- 399만원     (165)     37.6     40.0     11.5      1.2      4.2      1.8      1.8      1.2       .6
         400만원 이상      (88)     46.6     27.3      8.0      5.7      6.8      4.5      1.1       .0       .0
         무   응   답       (2)       .0     50.0       .0       .0       .0       .0       .0     50.0       .0

       ◎지   역   별
         서        울     (391)     51.4     25.8      8.2      3.6      3.8      3.6      2.6       .8       .3
         경        기     (110)     33.6     41.8     11.8      4.5      2.7      4.5       .9       .0       .0
         기 타  지 역      (99)     21.2     47.5     15.2      8.1      4.0      2.0       .0      1.0      1.0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35.7     42.7      10.1      5.3      2.7      1.3       .8      1.1       .3
         재   방   문     (225)     55.6     15.1      9.8      3.1      5.3      7.1      3.6       .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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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5 ] 청계천 소식 인지 경로

                 
                  ----------------------------------------------------------------------------------------
                  응 답 내 용       사례수    TV/     신문/   주변사람  인터넷   서울시   청계천   안내문
                                             라디오    잡지                      홍보물  홈페이지
                  ----------------------------------------------------------------------------------------

                   [전        체]    (600)     57.7     16.0      8.7      7.8      5.2      2.8      1.8

                  ◎성        별
                    남        자     (300)     54.3     17.3      8.0     11.3      4.7      2.7      1.7
                    여        자     (300)     61.0     14.7      9.3      4.3      5.7      3.0      2.0

                  ◎연   령   별
                    10        대      (60)     58.3     11.7     16.7      3.3      3.3      1.7      5.0
                    20        대     (120)     43.3     10.0     10.8     17.5     12.5      2.5      3.3
                    30        대     (120)     55.8     16.7      6.7      6.7      7.5      5.0      1.7
                    40        대     (120)     65.0     18.3      4.2      6.7      2.5      3.3       .0
                    50 대  이 상     (180)     63.3     19.4      8.9      4.4      1.1      1.7      1.1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54.5     17.0      8.0      7.0      6.0      4.0      3.5
                    2    공   구     (200)     50.5     18.0     14.0     10.5      4.5      2.0       .5
                    3    공   구     (200)     68.0     13.0      4.0      6.0      5.0      2.5      1.5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68.8     12.5     12.5       .0      6.3       .0       .0
                    고        졸      (31)     67.7     12.9     16.1       .0      3.2       .0       .0
                    대 재  이 상     (553)     56.8     16.3      8.1      8.5      5.2      3.1      2.0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50.5     17.9      7.7     11.7      4.6      5.6      2.0
                    블 루  칼 라      (66)     66.7     12.1      6.1      3.0      6.1      1.5      4.5
                    자   영   업      (49)     69.4     16.3      6.1      2.0      6.1       .0       .0
                    주        부     (138)     64.5     18.1      9.4      2.9      3.6      1.4       .0
                    학        생     (113)     46.9     12.4     12.4     14.2      8.0      2.7      3.5
                    무 직/ 기 타      (38)     71.1     15.8      7.9      2.6      2.6       .0       .0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65.5     11.5      6.5      5.0      7.2      2.9      1.4
                    200- 299만원     (206)     58.7     18.0      9.7      4.9      3.9      2.9      1.9
                    300- 399만원     (165)     55.2     15.8     10.3     12.1      4.2      1.8       .6
                    400만원 이상      (88)     47.7     18.2      6.8     11.4      6.8      4.5      4.5
                    무   응   답       (2)     50.0     50.0       .0       .0       .0       .0       .0

                  ◎지   역   별
                    서        울     (391)     57.0     17.1      7.2      7.7      6.1      3.1      1.8
                    경        기     (110)     56.4     12.7     13.6      9.1      3.6      1.8      2.7
                    기 타  지 역      (99)     61.6     15.2      9.1      7.1      3.0      3.0      1.0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62.4     14.4      9.9      6.7      3.7      1.6      1.3
                    재   방   문     (225)     49.8     18.7      6.7      9.8      7.6      4.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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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6 ] 청계천 방문시 교통수단

                 
                  ----------------------------------------------------------------------------------------
                  응 답 내 용       사례수    지하철    도보     버스    자가용  관광버스    택시     기타
                  ----------------------------------------------------------------------------------------

                   [전        체]    (600)     61.8     15.2     12.2      7.5      1.7       .8       .8

                  ◎성        별
                    남        자     (300)     61.7     16.7     10.3      8.0      1.0      1.3      1.0
                    여        자     (300)     62.0     13.7     14.0      7.0      2.3       .3       .7

                  ◎연   령   별
                    10        대      (60)     83.3      5.0     11.7       .0       .0       .0       .0
                    20        대     (120)     62.5     16.7     12.5      5.8       .8       .8       .8
                    30        대     (120)     55.8     17.5     10.0     12.5      2.5       .8       .8
                    40        대     (120)     56.7     10.8     10.8     15.0      4.2       .8      1.7
                    50 대  이 상     (180)     61.7     18.9     14.4      2.8       .6      1.1       .6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55.5     20.0     18.0      4.5      1.5       .5       .0
                    2    공   구     (200)     69.5      6.0     11.0      8.5      2.0      1.5      1.5
                    3    공   구     (200)     60.5     19.5      7.5      9.5      1.5       .5      1.0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62.5     18.8     12.5       .0      6.3       .0       .0
                    고        졸      (31)     71.0     19.4      6.5      3.2       .0       .0       .0
                    대 재  이 상     (553)     61.3     14.8     12.5      8.0      1.6       .9       .9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57.7     21.9     10.2      8.2       .0       .5      1.5
                    블 루  칼 라      (66)     53.0     16.7     10.6     10.6      6.1      1.5      1.5
                    자   영   업      (49)     59.2     16.3     14.3      8.2       .0      2.0       .0
                    주        부     (138)     58.7      8.0     15.9     12.3      4.3       .7       .0
                    학        생     (113)     79.6      8.0     10.6       .0       .0       .9       .9
                    무 직/ 기 타      (38)     60.5     23.7     13.2      2.6       .0       .0       .0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59.0     16.5     15.1      8.6       .0       .0       .7
                    200- 299만원     (206)     66.0     12.6     10.7      7.3      1.9      1.5       .0
                    300- 399만원     (165)     64.2     12.7     11.5      6.7      3.0       .6      1.2
                    400만원 이상      (88)     52.3     23.9     12.5      8.0      1.1       .0      2.3
                    무   응   답       (2)     50.0       .0       .0       .0       .0     50.0       .0

                  ◎지   역   별
                    서        울     (391)     60.4     19.9     13.8      4.3       .0      1.0       .5
                    경        기     (110)     68.2      8.2     10.9     12.7       .0       .0       .0
                    기 타  지 역      (99)     60.6      4.0      7.1     14.1     10.1      1.0      3.0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70.9      3.7     11.7      9.1      2.7       .8      1.1
                    재   방   문     (225)     46.7     34.2     12.9      4.9       .0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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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7 ] 청계천 방문시 소요시간

                          
                           ----------------------------------------------------------------------
                           응 답 내 용       사례수  10분이내 10- 30분  30분-   1- 2시간  2시간
                                                                        1시간              이상
                           ----------------------------------------------------------------------

                            [전        체]    (600)     10.0     13.5     44.5     22.5      9.5

                           ◎성        별
                             남        자     (300)     10.3     12.7     44.3     19.7     13.0
                             여        자     (300)      9.7     14.3     44.7     25.3      6.0

                           ◎연   령   별
                             10        대      (60)      3.3     13.3     45.0     33.3      5.0
                             20        대     (120)     14.2     14.2     35.8     23.3     12.5
                             30        대     (120)      8.3     11.7     47.5     23.3      9.2
                             40        대     (120)      7.5     13.3     46.7     21.7     10.8
                             50 대  이 상     (180)     12.2     14.4     46.7     18.3      8.3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12.0     18.0     37.5     20.5     12.0
                             2    공   구     (200)      5.0      8.0     49.0     28.0     10.0
                             3    공   구     (200)     13.0     14.5     47.0     19.0      6.5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18.8      6.3     37.5     18.8     18.8
                             고        졸      (31)     12.9      9.7     51.6     16.1      9.7
                             대 재  이 상     (553)      9.6     13.9     44.3     23.0      9.2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14.3     13.8     42.3     20.9      8.7
                             블 루  칼 라      (66)     10.6     16.7     34.8     24.2     13.6
                             자   영   업      (49)     10.2     12.2     53.1     16.3      8.2
                             주        부     (138)      4.3     11.6     52.9     24.6      6.5
                             학        생     (113)      5.3     15.9     38.9     26.5     13.3
                             무 직/ 기 타      (38)     21.1      7.9     47.4     15.8      7.9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11.5     15.1     47.5     18.0      7.9
                             200- 299만원     (206)      8.7     12.1     46.1     24.8      8.3
                             300- 399만원     (165)      8.5     13.3     41.2     26.1     10.9
                             400만원 이상      (88)     13.6     14.8     40.9     18.2     12.5
                             무   응   답       (2)       .0       .0    100.0       .0       .0

                           ◎지   역   별
                             서        울     (391)     13.0     17.6     56.8     10.7      1.8
                             경        기     (110)      5.5      4.5     28.2     55.5      6.4
                             기 타  지 역      (99)      3.0      7.1     14.1     32.3     43.4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1.6      8.3     48.8     28.5     12.8
                             재   방   문     (225)     24.0     22.2     37.3     12.4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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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8 ] 청계천 복원이후 청계천 역사문화 복원정도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 잘   대체로    별로     전혀       종합평가
                                                   복원   잘 복원  복원되지 복원되지
                                                                     못함     못함
                                                                                     -----------------
                                                                                      긍정적   부정적
                       -------------------------------------------------------------------------------

                        [전        체]    (600)     44.7     50.3      4.3       .7     95.0      5.0

                       ◎성        별
                         남        자     (300)     43.7     52.0      4.0       .3     95.7      4.3
                         여        자     (300)     45.7     48.7      4.7      1.0     94.3      5.7

                       ◎연   령   별
                         10        대      (60)     38.3     56.7      3.3      1.7     95.0      5.0
                         20        대     (120)     32.5     53.3     11.7      2.5     85.8     14.2
                         30        대     (120)     39.2     57.5      3.3       .0     96.7      3.3
                         40        대     (120)     45.8     52.5      1.7       .0     98.3      1.7
                         50 대  이 상     (180)     57.8     40.0      2.2       .0     97.8      2.2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52.5     44.0      3.0       .5     96.5      3.5
                         2    공   구     (200)     34.0     60.0      4.5      1.5     94.0      6.0
                         3    공   구     (200)     47.5     47.0      5.5       .0     94.5      5.5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37.5     56.3      6.3       .0     93.8      6.3
                         고        졸      (31)     61.3     38.7       .0       .0    100.0       .0
                         대 재  이 상     (553)     43.9     50.8      4.5       .7     94.8      5.2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45.9     50.5      2.6      1.0     96.4      3.6
                         블 루  칼 라      (66)     45.5     50.0      4.5       .0     95.5      4.5
                         자   영   업      (49)     40.8     55.1      4.1       .0     95.9      4.1
                         주        부     (138)     48.6     50.0      1.4       .0     98.6      1.4
                         학        생     (113)     36.3     51.3     11.5       .9     87.6     12.4
                         무 직/ 기 타      (38)     52.6     42.1      2.6      2.6     94.7      5.3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51.1     43.9      5.0       .0     95.0      5.0
                         200- 299만원     (206)     44.7     52.4      2.9       .0     97.1      2.9
                         300- 399만원     (165)     40.0     54.5      3.6      1.8     94.5      5.5
                         400만원 이상      (88)     44.3     47.7      6.8      1.1     92.0      8.0
                         무   응   답       (2)       .0     50.0     50.0       .0     50.0     50.0

                       ◎지   역   별
                         서        울     (391)     46.5     48.3      4.3       .8     94.9      5.1
                         경        기     (110)     36.4     59.1      3.6       .9     95.5      4.5
                         기 타  지 역      (99)     46.5     48.5      5.1       .0     94.9      5.1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40.8     54.1      4.3       .8     94.9      5.1
                         재   방   문     (225)     51.1     44.0      4.4       .4     95.1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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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9 ] 청계천 복원사업이 도심환경 개선 기여도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종합평가
                                                   기여     기여    비기여   비기여
                                                                                     -----------------
                                                                                      긍정적   부정적
                       -------------------------------------------------------------------------------

                        [전        체]    (600)     53.5     41.7      4.0       .8     95.2      4.8

                       ◎성        별
                         남        자     (300)     53.7     41.0      4.7       .7     94.7      5.3
                         여        자     (300)     53.3     42.3      3.3      1.0     95.7      4.3

                       ◎연   령   별
                         10        대      (60)     45.0     55.0       .0       .0    100.0       .0
                         20        대     (120)     36.7     51.7      9.2      2.5     88.3     11.7
                         30        대     (120)     50.0     44.2      5.0       .8     94.2      5.8
                         40        대     (120)     53.3     43.3      2.5       .8     96.7      3.3
                         50 대  이 상     (180)     70.0     27.8      2.2       .0     97.8      2.2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63.0     33.5      3.0       .5     96.5      3.5
                         2    공   구     (200)     37.5     55.5      5.5      1.5     93.0      7.0
                         3    공   구     (200)     60.0     36.0      3.5       .5     96.0      4.0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62.5     31.3      6.3       .0     93.8      6.3
                         고        졸      (31)     74.2     25.8       .0       .0    100.0       .0
                         대 재  이 상     (553)     52.1     42.9      4.2       .9     94.9      5.1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53.6     41.8      3.6      1.0     95.4      4.6
                         블 루  칼 라      (66)     50.0     42.4      6.1      1.5     92.4      7.6
                         자   영   업      (49)     53.1     38.8      8.2       .0     91.8      8.2
                         주        부     (138)     61.6     35.5      2.2       .7     97.1      2.9
                         학        생     (113)     43.4     53.1      2.7       .9     96.5      3.5
                         무 직/ 기 타      (38)     60.5     31.6      7.9       .0     92.1      7.9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59.0     34.5      5.8       .7     93.5      6.5
                         200- 299만원     (206)     50.5     46.6      2.4       .5     97.1      2.9
                         300- 399만원     (165)     50.9     45.5      3.0       .6     96.4      3.6
                         400만원 이상      (88)     58.0     34.1      6.8      1.1     92.0      8.0
                         무   응   답       (2)       .0     50.0       .0     50.0     50.0     50.0

                       ◎지   역   별
                         서        울     (391)     55.5     39.1      4.3      1.0     94.6      5.4
                         경        기     (110)     52.7     43.6      3.6       .0     96.4      3.6
                         기 타  지 역      (99)     46.5     49.5      3.0      1.0     96.0      4.0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49.3     45.9      3.5      1.3     95.2      4.8
                         재   방   문     (225)     60.4     34.7      4.9       .0     95.1      4.9
                       -------------------------------------------------------------------------------



부  록 

1490

            [ 표 10-1-1 ] 도시 이미지 - 복원이전

-------------------------------------------------------------------------------------------------------------------
 응 답 내 용       사례수  0. 매우     1.       2.       3.       4.       5.       6.       7.       8.     평  균
                             나쁘다
-------------------------------------------------------------------------------------------------------------------

 [전        체]    (600)     21.2     19.0     22.3     17.5      9.0      9.7       .8       .2       .3   (2.09)

◎성        별
  남        자     (300)     22.3     17.7     21.7     16.3     11.0      9.7       .7       .3       .3   (2.11)
  여        자     (300)     20.0     20.3     23.0     18.7      7.0      9.7      1.0       .0       .3   (2.07)

◎연   령   별
  10        대      (60)     16.7     10.0     18.3     26.7      8.3     16.7       .0      1.7      1.7   (2.68)
  20        대     (120)     14.2     16.7     23.3     20.8     10.0     14.2       .8       .0       .0   (2.42)
  30        대     (120)     15.0     21.7     19.2     16.7     12.5     13.3      1.7       .0       .0   (2.37)
  40        대     (120)     24.2     22.5     23.3     16.7      6.7      5.0       .8       .0       .8   (1.83)
  50 대  이 상     (180)     29.4     19.4     24.4     13.3      7.8      5.0       .6       .0       .0   (1.68)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16.0     15.0     20.5     22.0     12.5     12.0      1.5       .0       .5   (2.45)
  2    공   구     (200)     14.0     11.5     35.5     20.5      8.0      9.5       .5       .0       .5   (2.31)
  3    공   구     (200)     33.5     30.5     11.0     10.0      6.5      7.5       .5       .5       .0   (1.53)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18.8     25.0     25.0     12.5     12.5      6.3       .0       .0       .0   (1.94)
  고        졸      (31)     19.4     12.9     32.3     16.1      9.7      6.5       .0       .0      3.2   (2.23)
  대 재  이 상     (553)     21.3     19.2     21.7     17.7      8.9      9.9       .9       .2       .2   (2.09)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19.4     20.4     25.0     16.3     10.7      6.6      1.5       .0       .0   (2.05)
  블 루  칼 라      (66)     21.2     27.3     12.1     21.2      4.5     10.6      1.5       .0      1.5   (2.08)
  자   영   업      (49)     30.6     16.3     26.5     14.3      8.2      4.1       .0       .0       .0   (1.65)
  주        부     (138)     26.1     21.0     22.5     15.9      5.8      8.0       .7       .0       .0   (1.81)
  학        생     (113)     14.2     10.6     21.2     23.0     12.4     16.8       .0       .9       .9   (2.69)
  무 직/ 기 타      (38)     21.1     18.4     23.7     10.5     10.5     15.8       .0       .0       .0   (2.18)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19.4     25.9     20.9     18.0      6.5      7.2      1.4       .0       .7   (1.98)
  200- 299만원     (206)     21.4     17.0     21.4     18.9      8.3     11.2      1.0       .5       .5   (2.18)
  300- 399만원     (165)     23.6     18.2     22.4     16.4     10.9      8.5       .0       .0       .0   (1.98)
  400만원 이상      (88)     19.3     14.8     25.0     15.9     11.4     12.5      1.1       .0       .0   (2.27)
  무   응   답       (2)       .0       .0    100.0       .0       .0       .0       .0       .0       .0   (2.00)

◎지   역   별
  서        울     (391)     24.3     22.0     21.0     16.1      6.9      7.7      1.3       .3       .5   (1.92)
  경        기     (110)     20.9      6.4     29.1     20.0     11.8     11.8       .0       .0       .0   (2.31)
  기 타  지 역      (99)      9.1     21.2     20.2     20.2     14.1     15.2       .0       .0       .0   (2.55)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21.1     16.0     25.1     16.8      9.6     10.1       .8       .3       .3   (2.14)
   재   방   문     (225)     21.3     24.0     17.8     18.7      8.0      8.9       .9       .0       .4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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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0-1-2 ] 도시 이미지 - 복원이후

-------------------------------------------------------------------------------------------------------------------
응 답 내 용       사례수     2.       3.       4.       5.       6.       7.       8.       9.      10.     평  균
                                                                                                 매우좋다
-------------------------------------------------------------------------------------------------------------------

 [전        체]    (600)       .2       .2       .2      2.0      5.7     11.7     24.0     26.8     29.3   (8.54)

◎성        별
  남        자     (300)       .0       .3       .3      2.0      7.3     12.7     22.3     28.0     27.0   (8.46)
  여        자     (300)       .3       .0       .0      2.0      4.0     10.7     25.7     25.7     31.7   (8.62)

◎연   령   별
  10        대      (60)       .0       .0       .0      1.7      6.7     16.7     30.0     21.7     23.3   (8.33)
  20        대     (120)       .8       .8       .8      5.0     11.7     13.3     22.5     26.7     18.3   (7.99)
  30        대     (120)       .0       .0       .0       .8      3.3     12.5     32.5     30.0     20.8   (8.50)
  40        대     (120)       .0       .0       .0      2.5      5.0     13.3     20.8     32.5     25.8   (8.53)
  50 대  이 상     (180)       .0       .0       .0       .6      3.3      7.2     19.4     22.8     46.7   (9.01)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0       .0       .0       .5      3.0      9.5     23.5     28.5     35.0   (8.82)
  2    공   구     (200)       .5       .0       .5      4.5     10.5     17.0     32.5     21.5     13.0   (7.91)
  3    공   구     (200)       .0       .5       .0      1.0      3.5      8.5     16.0     30.5     40.0   (8.90)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0       .0       .0       .0       .0     12.5     25.0     12.5     50.0   (9.00)
  고        졸      (31)       .0       .0       .0       .0       .0      9.7     16.1     29.0     45.2   (9.10)
  대 재  이 상     (553)       .2       .2       .2      2.2      6.1     11.8     24.4     27.1     27.8   (8.50)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5       .0       .0       .5      7.7     13.8     24.0     31.1     22.4   (8.42)
  블 루  칼 라      (66)       .0       .0       .0      3.0      1.5      7.6     25.8     30.3     31.8   (8.74)
  자   영   업      (49)       .0       .0       .0      6.1      4.1      8.2     20.4     16.3     44.9   (8.71)
  주        부     (138)       .0       .0       .0       .7      2.9      9.4     25.4     26.8     34.8   (8.79)
  학        생     (113)       .0       .9       .9      3.5      9.7     14.2     26.5     23.9     20.4   (8.12)
  무 직/ 기 타      (38)       .0       .0       .0      2.6      2.6     13.2     13.2     21.1     47.4   (8.89)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0       .0       .0       .7      2.2      7.9     20.1     30.9     38.1   (8.93)
  200- 299만원     (206)       .0       .0       .0      1.0      6.8     12.6     25.7     28.6     25.2   (8.50)
  300- 399만원     (165)       .6       .0       .0      4.8      7.9     11.5     24.8     23.0     27.3   (8.32)
  400만원 이상      (88)       .0       .0      1.1      1.1      3.4     15.9     25.0     23.9     29.5   (8.52)
  무   응   답       (2)       .0     50.0       .0       .0     50.0       .0       .0       .0       .0   (4.50)

◎지   역   별
  서        울     (391)       .3       .3       .0      1.3      5.1     12.8     22.8     25.6     32.0   (8.60)
  경        기     (110)       .0       .0       .0      3.6      4.5      8.2     27.3     31.8     24.5   (8.53)
  기 타  지 역      (99)       .0       .0      1.0      3.0      9.1     11.1     25.3     26.3     24.2   (8.32)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3       .3       .0      2.4      6.4     12.3     26.4     28.5     23.5   (8.40)
  재   방   문     (225)       .0       .0       .4      1.3      4.4     10.7     20.0     24.0     39.1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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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0-2-1 ] 인근지역 환경 - 복원이전

 
   ----------------------------------------------------------------------------------------------------------
   응 답 내 용       사례수  0. 매우     1.       2.       3.       4.       5.       6.       7.     평  균
                               나쁘다
   ----------------------------------------------------------------------------------------------------------
    [전        체]    (600)     18.0     17.5     23.0     18.8     10.7     10.3      1.2       .5   (2.25)

   ◎성        별
     남        자     (300)     19.3     15.0     23.3     19.0     11.7     10.7       .7       .3   (2.25)
     여        자     (300)     16.7     20.0     22.7     18.7      9.7     10.0      1.7       .7   (2.25)

   ◎연   령   별
     10        대      (60)     11.7      8.3     28.3     21.7      8.3     20.0      1.7       .0   (2.73)
     20        대     (120)     10.8     13.3     23.3     21.7     11.7     15.8      1.7      1.7   (2.73)
     30        대     (120)     10.0     23.3     21.7     18.3     14.2     11.7       .8       .0   (2.42)
     40        대     (120)     24.2     19.2     21.7     18.3     11.7      2.5      1.7       .8   (1.93)
     50 대  이 상     (180)     26.1     18.3     22.8     16.7      7.8      7.8       .6       .0   (1.87)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12.0     10.0     19.0     25.5     16.5     14.5      1.0      1.5   (2.80)
     2    공   구     (200)      9.5     15.0     34.5     21.0     11.5      6.5      2.0       .0   (2.38)
     3    공   구     (200)     32.5     27.5     15.5     10.0      4.0     10.0       .5       .0   (1.58)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18.8     37.5     12.5      6.3     12.5      6.3      6.3       .0   (2.00)
     고        졸      (31)     22.6      6.5     22.6     22.6     12.9      9.7      3.2       .0   (2.39)
     대 재  이 상     (553)     17.7     17.5     23.3     19.0     10.5     10.5       .9       .5   (2.25)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17.3     17.3     21.4     20.4     12.2      9.7      1.0       .5   (2.29)
     블 루  칼 라      (66)     19.7     24.2     16.7     12.1     10.6     12.1      3.0      1.5   (2.26)
     자   영   업      (49)     30.6     10.2     20.4     26.5     10.2      2.0       .0       .0   (1.82)
     주        부     (138)     21.7     23.9     26.8     14.5      6.5      5.8       .7       .0   (1.80)
     학        생     (113)     10.6      7.1     26.5     23.0     11.5     18.6      1.8       .9   (2.85)
     무 직/ 기 타      (38)     10.5     23.7     21.1     15.8     15.8     13.2       .0       .0   (2.42)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18.0     23.0     20.9     18.0     10.1      7.9      2.2       .0   (2.12)
     200- 299만원     (206)     16.5     15.5     26.2     18.4     10.7     10.7      1.5       .5   (2.32)
     300- 399만원     (165)     20.6     14.5     23.6     21.2      9.1      9.1       .6      1.2   (2.19)
     400만원 이상      (88)     17.0     19.3     17.0     17.0     13.6     15.9       .0       .0   (2.39)
     무   응   답       (2)       .0       .0     50.0       .0     50.0       .0       .0       .0   (3.00)

   ◎지   역   별
     서        울     (391)     21.2     19.2     23.3     17.9      7.4      8.7      1.8       .5   (2.07)
     경        기     (110)     13.6     13.6     26.4     17.3     17.3     11.8       .0       .0   (2.46)
     기 타  지 역      (99)     10.1     15.2     18.2     24.2     16.2     15.2       .0      1.0   (2.72)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17.1     16.5     25.9     18.7     11.2      9.1      1.1       .5   (2.25)
     재   방   문     (225)     19.6     19.1     18.2     19.1      9.8     12.4      1.3       .4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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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0-2-2 ] 인근지역 환경 - 복원이후

-----------------------------------------------------------------------------------------------------------------------
응 답 내 용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평  균
                                                                                                       매우좋다
-----------------------------------------------------------------------------------------------------------------------

 [전    체]   (600)       .2       .2       .7      1.3      4.0      6.3     14.2     23.8     20.8     28.5   (8.28)

◎성     별
  남     자   (300)       .0       .0       .7      1.0      3.7      7.7     16.7     23.7     20.0     26.7   (8.23)
  여     자   (300)       .3       .3       .7      1.7      4.3      5.0     11.7     24.0     21.7     30.3   (8.33)

◎연   령   별
  10     대    (60)       .0       .0      1.7      3.3      5.0      5.0     26.7     30.0     11.7     16.7   (7.72)
  20     대   (120)       .8       .8      1.7      1.7     10.0     12.5     14.2     18.3     21.7     18.3   (7.63)
  30     대   (120)       .0       .0       .0      3.3      5.0      5.0     13.3     30.0     21.7     21.7   (8.13)
  40     대   (120)       .0       .0       .0       .0      1.7      4.2     15.8     18.3     27.5     32.5   (8.63)
  50 대  이상 (180)       .0       .0       .6       .0       .6      5.0      9.4     25.0     18.3     41.1   (8.77)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0       .5       .0       .5      3.5      4.5     12.5     27.0     20.0     31.5   (8.46)
  2  공   구  (200)       .5       .0      1.0      2.0      5.5     11.5     20.5     26.0     18.5     14.5   (7.71)
  3  공   구  (200)       .0       .0      1.0      1.5      3.0      3.0      9.5     18.5     24.0     39.5   (8.68)

◎학   력   별
  중졸  이하   (16)       .0       .0       .0       .0       .0       .0      6.3     31.3     18.8     43.8   (9.00)
  고      졸   (31)       .0       .0       .0       .0       .0      3.2     12.9     19.4     25.8     38.7   (8.84)
  대재  이상  (553)       .2       .2       .7      1.4      4.3      6.7     14.5     23.9     20.6     27.5   (8.23)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5       .0       .0      1.5      1.5      5.6     17.3     26.5     20.9     26.0   (8.30)
  블 루  칼 라  (66)       .0       .0       .0      1.5      3.0      9.1      9.1     19.7     25.8     31.8   (8.47)
  자   영  업  (49)       .0       .0       .0       .0      4.1      2.0     10.2     24.5     16.3     42.9   (8.76)
  주       부 (138)       .0       .0       .0      1.4      2.9      4.3     10.1     25.4     19.6     36.2   (8.59)
  학        생 (113)       .0       .9      1.8      1.8      8.8     12.4     19.5     22.1     19.5     13.3   (7.54)
  무 직 / 기타  (38)       .0       .0      5.3       .0      7.9       .0     10.5     15.8     26.3     34.2   (8.34)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0       .7       .0       .7      3.6      2.9      5.0     23.7     29.5     33.8   (8.68)
  200- 299만원 (206)       .0       .0       .5      1.0      1.9      8.7     19.4     22.3     18.9     27.2   (8.24)
  300- 399만원 (165)       .6       .0       .6      1.8      3.6      7.3     18.2     23.0     21.8     23.0   (8.10)
  400만원 이상  (88)       .0       .0      1.1      2.3     10.2      4.5      8.0     29.5     10.2     34.1   (8.16)
  무   응   답   (2)       .0       .0     50.0       .0       .0       .0     50.0       .0       .0       .0   (5.00)

◎지   역   별
  서        울 (391)       .3       .0      1.0      1.5      4.1      4.9     14.3     24.3     19.7     29.9   (8.30)
  경        기 (110)       .0       .0       .0       .9      4.5      8.2     15.5     21.8     20.0     29.1   (8.29)
  기 타  지 역  (99)       .0      1.0       .0      1.0      3.0     10.1     12.1     24.2     26.3     22.2   (8.19)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3       .3       .8      1.6      4.5      5.9     14.9     23.7     21.6     26.4   (8.20)
  재   방   문 (225)       .0       .0       .4       .9      3.1      7.1     12.9     24.0     19.6     32.0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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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0-3-1 ]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으로 청계천 이미지 - 복원이전

-------------------------------------------------------------------------------------------------------------------
응 답 내 용       사례수  0. 매우     1.       2.       3.       4.       5.       6.       7.       8.     평  균
                            나쁘다
-------------------------------------------------------------------------------------------------------------------

 [전        체]    (600)     20.8     19.8     22.0     16.8      8.0      8.8      1.7      1.8       .2   (2.15)

◎성        별
  남        자     (300)     22.3     18.3     23.3     16.0      7.7      9.7      1.0      1.3       .3   (2.10)
  여        자     (300)     19.3     21.3     20.7     17.7      8.3      8.0      2.3      2.3       .0   (2.19)

◎연   령   별
  10        대      (60)     16.7     15.0     16.7     30.0      5.0     15.0      1.7       .0       .0   (2.43)
  20        대     (120)     14.2     24.2     16.7     18.3     10.8     11.7       .8      2.5       .8   (2.43)
  30        대     (120)     17.5     20.0     16.7     17.5      8.3     13.3      4.2      2.5       .0   (2.48)
  40        대     (120)     25.8     20.0     25.0     15.0      9.2      3.3       .8       .8       .0   (1.79)
  50 대  이 상     (180)     25.6     18.3     28.9     12.2      6.1      5.6      1.1      2.2       .0   (1.87)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17.0     17.0     19.0     19.0     12.0     13.5      1.5      1.0       .0   (2.44)
  2    공   구     (200)     10.5     14.5     34.0     19.5      7.5      8.5      2.0      3.5       .0   (2.50)
  3    공   구     (200)     35.0     28.0     13.0     12.0      4.5      4.5      1.5      1.0       .5   (1.51)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12.5     25.0     25.0     12.5     12.5      6.3       .0      6.3       .0   (2.38)
  고        졸      (31)     19.4      9.7     32.3     12.9     12.9      6.5      3.2      3.2       .0   (2.39)
  대 재  이 상     (553)     21.2     20.3     21.3     17.2      7.6      9.0      1.6      1.6       .2   (2.13)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21.4     18.4     24.0     18.9      5.6      8.2      2.6      1.0       .0   (2.09)
  블 루  칼 라      (66)     19.7     28.8     15.2     15.2     10.6      6.1      3.0      1.5       .0   (2.06)
  자   영   업      (49)     28.6      8.2     22.4     26.5      6.1      8.2       .0       .0       .0   (1.98)
  주        부     (138)     22.5     24.6     25.4      8.0      8.7      6.5       .7      3.6       .0   (1.96)
  학        생     (113)     15.0     16.8     17.7     23.9      9.7     12.4      1.8      1.8       .9   (2.55)
  무 직/ 기 타      (38)     21.1     18.4     23.7      7.9     10.5     15.8       .0      2.6       .0   (2.29)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19.4     28.8     17.3     15.8      5.8      9.4      2.2      1.4       .0   (2.04)
  200- 299만원     (206)     18.9     17.5     25.2     20.4      7.8      8.3      1.0      1.0       .0   (2.14)
  300- 399만원     (165)     21.8     16.4     24.2     15.2      7.3     10.3      2.4      2.4       .0   (2.22)
  400만원 이상      (88)     25.0     18.2     17.0     13.6     13.6      6.8      1.1      3.4      1.1   (2.22)
  무   응   답       (2)     50.0       .0     50.0       .0       .0       .0       .0       .0       .0   (1.00)

◎지   역   별
  서        울     (391)     24.6     21.0     19.4     16.4      6.6      8.2      1.8      1.8       .3   (2.02)
  경        기     (110)     15.5     18.2     28.2     16.4      6.4     10.9      1.8      2.7       .0   (2.34)
  기 타  지 역      (99)     12.1     17.2     25.3     19.2     15.2      9.1      1.0      1.0       .0   (2.44)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19.5     18.1     24.3     16.8      9.1      8.5      2.1      1.6       .0   (2.20)
  재   방   문     (225)     23.1     22.7     18.2     16.9      6.2      9.3       .9      2.2       .4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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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0-3-2 ]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으로 청계천 이미지 - 복원이후

-------------------------------------------------------------------------------------------------------------------
응 답 내 용       사례수  0. 매우     2.       3.       5.       6.       7.       8.       9.      10.     평  균
                            나쁘다                                                                매우좋다
-------------------------------------------------------------------------------------------------------------------

 [전        체]    (600)       .2       .5       .5      1.7      3.2     12.2     17.7     27.3     36.8   (8.71)

◎성        별
  남        자     (300)       .0       .0      1.0      2.0      4.7     13.0     16.7     26.3     36.3   (8.66)
  여        자     (300)       .3      1.0       .0      1.3      1.7     11.3     18.7     28.3     37.3   (8.76)

◎연   령   별
  10        대      (60)       .0       .0       .0      3.3      5.0     16.7     21.7     20.0     33.3   (8.50)
  20        대     (120)       .8      1.7      1.7      3.3      4.2     15.0     15.0     30.8     27.5   (8.28)
  30        대     (120)       .0       .8       .8      1.7      5.0     12.5     22.5     28.3     28.3   (8.48)
  40        대     (120)       .0       .0       .0       .0      1.7     15.8     15.8     29.2     37.5   (8.85)
  50 대  이 상     (180)       .0       .0       .0      1.1      1.7      6.1     16.1     25.6     49.4   (9.12)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0       .0       .0       .5       .0      8.5     19.0     28.5     43.5   (9.06)
  2    공   구     (200)       .5      1.0       .5      3.0      6.5     21.0     24.5     28.5     14.5   (8.02)
  3    공   구     (200)       .0       .5      1.0      1.5      3.0      7.0      9.5     25.0     52.5   (9.05)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0       .0       .0       .0       .0     12.5      6.3     37.5     43.8   (9.13)
  고        졸      (31)       .0       .0       .0       .0       .0      6.5     29.0     32.3     32.3   (8.90)
  대 재  이 상     (553)       .2       .5       .5      1.8      3.4     12.5     17.4     26.8     36.9   (8.68)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0       .5       .5       .5      5.6     12.8     18.9     27.0     34.2   (8.64)
  블 루  칼 라      (66)       .0      1.5       .0      3.0      1.5      7.6     15.2     27.3     43.9   (8.86)
  자   영   업      (49)       .0       .0       .0       .0       .0     14.3     20.4     20.4     44.9   (8.96)
  주        부     (138)       .0       .0       .0      1.4      1.4     12.3     18.1     26.8     39.9   (8.87)
  학        생     (113)       .0       .0      1.8      3.5      4.4     15.0     17.7     29.2     28.3   (8.42)
  무 직/ 기 타      (38)      2.6      2.6       .0      2.6       .0      5.3     10.5     34.2     42.1   (8.68)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0       .0       .0      2.2      1.4      6.5     13.7     27.3     48.9   (9.09)
  200- 299만원     (206)       .0       .5       .5      1.9      3.4     14.6     18.4     27.2     33.5   (8.62)
  300- 399만원     (165)       .6      1.2       .0       .6      3.6     13.9     20.6     30.3     29.1   (8.53)
  400만원 이상      (88)       .0       .0      1.1      2.3      4.5     12.5     15.9     22.7     40.9   (8.70)
  무   응   답       (2)       .0       .0     50.0       .0       .0       .0     50.0       .0       .0   (5.50)

◎지   역   별
  서        울     (391)       .0       .8       .8      1.5      3.3     12.0     17.9     28.4     35.3   (8.67)
  경        기     (110)       .9       .0       .0       .9      1.8     10.9     22.7     21.8     40.9   (8.79)
  기 타  지 역      (99)       .0       .0       .0      3.0      4.0     14.1     11.1     29.3     38.4   (8.75)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3       .5       .5      1.9      3.5     14.7     18.1     25.9     34.7   (8.60)
  재   방   문     (225)       .0       .4       .4      1.3      2.7      8.0     16.9     29.8     40.4   (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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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1-1 ] 복원완공후 주변환경 - 대기상태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개선 개선된편 변화없음 악화된편 매우악화          종합평가           평  균
                                                                          --------------------------
                                                                           개  선  변화없음  악  화
   ----------------------------------------------------------------------------------------------------------

    [전        체]    (600)     27.0     59.7     12.5       .7       .2     86.7     12.5       .8   (4.13)

   ◎성        별
     남        자     (300)     26.0     58.3     15.0       .7       .0     84.3     15.0       .7   (4.10)
     여        자     (300)     28.0     61.0     10.0       .7       .3     89.0     10.0      1.0   (4.16)

   ◎연   령   별
     10        대      (60)      8.3     71.7     18.3      1.7       .0     80.0     18.3      1.7   (3.87)
     20        대     (120)     13.3     62.5     24.2       .0       .0     75.8     24.2       .0   (3.89)
     30        대     (120)     20.0     67.5     11.7       .8       .0     87.5     11.7       .8   (4.07)
     40        대     (120)     29.2     61.7      7.5      1.7       .0     90.8      7.5      1.7   (4.18)
     50 대  이 상     (180)     45.6     47.2      6.7       .0       .6     92.8      6.7       .6   (4.37)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37.5     53.0      7.5      1.5       .5     90.5      7.5      2.0   (4.26)
     2    공   구     (200)     19.5     58.5     21.5       .5       .0     78.0     21.5       .5   (3.97)
     3    공   구     (200)     24.0     67.5      8.5       .0       .0     91.5      8.5       .0   (4.16)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18.8     75.0      6.3       .0       .0     93.8      6.3       .0   (4.13)
     고        졸      (31)     74.2     19.4      6.5       .0       .0     93.5      6.5       .0   (4.68)
     대 재  이 상     (553)     24.6     61.5     13.0       .7       .2     86.1     13.0       .9   (4.10)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23.5     60.7     14.8       .5       .5     84.2     14.8      1.0   (4.06)
     블 루  칼 라      (66)     33.3     53.0     12.1      1.5       .0     86.4     12.1      1.5   (4.18)
     자   영   업      (49)     30.6     65.3      4.1       .0       .0     95.9      4.1       .0   (4.27)
     주        부     (138)     37.7     54.3      7.2       .7       .0     92.0      7.2       .7   (4.29)
     학        생     (113)     10.6     67.3     21.2       .9       .0     77.9     21.2       .9   (3.88)
     무 직/ 기 타      (38)     39.5     55.3      5.3       .0       .0     94.7      5.3       .0   (4.34)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28.8     57.6     12.2      1.4       .0     86.3     12.2      1.4   (4.14)
     200- 299만원     (206)     21.4     66.0     12.1       .5       .0     87.4     12.1       .5   (4.08)
     300- 399만원     (165)     27.3     60.0     11.5       .6       .6     87.3     11.5      1.2   (4.13)
     400만원 이상      (88)     37.5     46.6     15.9       .0       .0     84.1     15.9       .0   (4.22)
     무   응   답       (2)       .0    100.0       .0       .0       .0    100.0       .0       .0   (4.00)

   ◎지   역   별
     서        울     (391)     26.3     61.6     11.3       .5       .3     88.0     11.3       .8   (4.13)
     경        기     (110)     29.1     59.1     10.9       .9       .0     88.2     10.9       .9   (4.16)
     기 타  지 역      (99)     27.3     52.5     19.2      1.0       .0     79.8     19.2      1.0   (4.06)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24.3     62.9     12.0       .8       .0     87.2     12.0       .8   (4.11)
     재   방   문     (225)     31.6     54.2     13.3       .4       .4     85.8     13.3       .9   (4.16)
   ----------------------------------------------------------------------------------------------------------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497

               [ 표 11-2 ] 복원완공후 주변환경 - 수질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개선 개선된편 변화없음 악화된편 매우악화          종합평가           평  균
                                                                             --------------------------
                                                                              개  선  변화없음  악  화
   ----------------------------------------------------------------------------------------------------------

     [전        체]    (600)     33.7     57.5      7.7       .8       .3     91.2      7.7      1.2   (4.23)

    ◎성        별
      남        자     (300)     35.0     56.7      7.0      1.0       .3     91.7      7.0      1.3   (4.25)
      여        자     (300)     32.3     58.3      8.3       .7       .3     90.7      8.3      1.0   (4.22)

    ◎연   령   별
      10        대      (60)     26.7     56.7     15.0      1.7       .0     83.3     15.0      1.7   (4.08)
      20        대     (120)     28.3     56.7     15.0       .0       .0     85.0     15.0       .0   (4.13)
      30        대     (120)     30.8     62.5      5.8       .8       .0     93.3      5.8       .8   (4.23)
      40        대     (120)     32.5     63.3      3.3       .8       .0     95.8      3.3       .8   (4.28)
      50 대  이 상     (180)     42.2     51.1      4.4      1.1      1.1     93.3      4.4      2.2   (4.32)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47.0     49.5      2.5       .5       .5     96.5      2.5      1.0   (4.42)
      2    공   구     (200)     27.0     61.5     10.5      1.0       .0     88.5     10.5      1.0   (4.14)
      3    공   구     (200)     27.0     61.5     10.0      1.0       .5     88.5     10.0      1.5   (4.14)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18.8     75.0       .0      6.3       .0     93.8       .0      6.3   (4.06)
      고        졸      (31)     51.6     41.9      3.2      3.2       .0     93.5      3.2      3.2   (4.42)
      대 재  이 상     (553)     33.1     57.9      8.1       .5       .4     91.0      8.1       .9   (4.23)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32.7     59.7      6.6       .5       .5     92.3      6.6      1.0   (4.23)
      블 루  칼 라      (66)     25.8     60.6      9.1      3.0      1.5     86.4      9.1      4.5   (4.06)
      자   영   업      (49)     44.9     55.1       .0       .0       .0    100.0       .0       .0   (4.45)
      주        부     (138)     38.4     56.5      4.3       .7       .0     94.9      4.3       .7   (4.33)
      학        생     (113)     30.1     54.0     15.0       .9       .0     84.1     15.0       .9   (4.13)
      무 직/ 기 타      (38)     31.6     57.9     10.5       .0       .0     89.5     10.5       .0   (4.21)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25.9     64.0      7.9      1.4       .7     89.9      7.9      2.2   (4.13)
      200- 299만원     (206)     35.9     54.9      8.3      1.0       .0     90.8      8.3      1.0   (4.26)
      300- 399만원     (165)     32.7     59.4      7.3       .0       .6     92.1      7.3       .6   (4.24)
      400만원 이상      (88)     43.2     50.0      5.7      1.1       .0     93.2      5.7      1.1   (4.35)
      무   응   답       (2)       .0     50.0     50.0       .0       .0     50.0     50.0       .0   (3.50)

    ◎지   역   별
      서        울     (391)     33.8     56.5      8.7       .5       .5     90.3      8.7      1.0   (4.23)
      경        기     (110)     30.0     62.7      5.5      1.8       .0     92.7      5.5      1.8   (4.21)
      기 타  지 역      (99)     37.4     55.6      6.1      1.0       .0     92.9      6.1      1.0   (4.29)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31.7     59.5      7.7       .8       .3     91.2      7.7      1.1   (4.22)
      재   방   문     (225)     36.9     54.2      7.6       .9       .4     91.1      7.6      1.3   (4.26)
    ----------------------------------------------------------------------------------------------------------



부  록 

1498

                [ 표 11-3 ] 복원완공후 주변환경 - 소음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개선 개선된편 변화없음 악화된편 매우악화          종합평가           평  균
                                                                             --------------------------
                                                                              개  선  변화없음  악  화
     ----------------------------------------------------------------------------------------------------------

      [전        체]    (600)     20.3     59.2     18.7      1.5       .3     79.5     18.7      1.8   (3.98)

     ◎성        별
       남        자     (300)     20.0     61.3     17.7      1.0       .0     81.3     17.7      1.0   (4.00)
       여        자     (300)     20.7     57.0     19.7      2.0       .7     77.7     19.7      2.7   (3.95)

     ◎연   령   별
       10        대      (60)     10.0     51.7     31.7      6.7       .0     61.7     31.7      6.7   (3.65)
       20        대     (120)     13.3     59.2     25.0      1.7       .8     72.5     25.0      2.5   (3.83)
       30        대     (120)     16.7     61.7     20.8       .0       .8     78.3     20.8       .8   (3.93)
       40        대     (120)     20.8     61.7     16.7       .8       .0     82.5     16.7       .8   (4.03)
       50 대  이 상     (180)     30.6     58.3     10.0      1.1       .0     88.9     10.0      1.1   (4.18)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21.5     58.5     18.0      2.0       .0     80.0     18.0      2.0   (4.00)
       2    공   구     (200)     17.5     57.0     23.5      1.0      1.0     74.5     23.5      2.0   (3.89)
       3    공   구     (200)     22.0     62.0     14.5      1.5       .0     84.0     14.5      1.5   (4.05)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12.5     75.0     12.5       .0       .0     87.5     12.5       .0   (4.00)
       고        졸      (31)     41.9     41.9     16.1       .0       .0     83.9     16.1       .0   (4.26)
       대 재  이 상     (553)     19.3     59.7     19.0      1.6       .4     79.0     19.0      2.0   (3.96)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18.9     63.3     16.8       .5       .5     82.1     16.8      1.0   (3.99)
       블 루  칼 라      (66)     25.8     60.6     12.1      1.5       .0     86.4     12.1      1.5   (4.11)
       자   영   업      (49)     20.4     69.4      8.2      2.0       .0     89.8      8.2      2.0   (4.08)
       주        부     (138)     26.8     55.8     16.7       .7       .0     82.6     16.7       .7   (4.09)
       학        생     (113)     12.4     49.6     32.7      4.4       .9     61.9     32.7      5.3   (3.68)
       무 직/ 기 타      (38)     18.4     63.2     18.4       .0       .0     81.6     18.4       .0   (4.00)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20.9     61.9     15.8      1.4       .0     82.7     15.8      1.4   (4.02)
       200- 299만원     (206)     18.4     53.4     26.7      1.5       .0     71.8     26.7      1.5   (3.89)
       300- 399만원     (165)     20.0     61.8     15.8      1.2      1.2     81.8     15.8      2.4   (3.98)
       400만원 이상      (88)     25.0     62.5     10.2      2.3       .0     87.5     10.2      2.3   (4.10)
       무   응   답       (2)       .0    100.0       .0       .0       .0    100.0       .0       .0   (4.00)

     ◎지   역   별
       서        울     (391)     19.9     60.6     17.4      1.5       .5     80.6     17.4      2.0   (3.98)
       경        기     (110)     23.6     54.5     20.0      1.8       .0     78.2     20.0      1.8   (4.00)
       기 타  지 역      (99)     18.2     58.6     22.2      1.0       .0     76.8     22.2      1.0   (3.94)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18.1     62.1     17.6      1.9       .3     80.3     17.6      2.1   (3.96)
       재   방   문     (225)     24.0     54.2     20.4       .9       .4     78.2     20.4      1.3   (4.00)
     ----------------------------------------------------------------------------------------------------------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1499

                   [ 표 11-4 ] 복원완공후 주변환경 - 악취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개선 개선된편 변화없음 악화된편          종합평가           평  균
                                                                            --------------------------
                                                                             개  선  변화없음  악  화
              -------------------------------------------------------------------------------------------------

               [전        체]    (600)     38.7     50.2     10.5       .7     88.8     10.5       .7   (4.27)

              ◎성        별
                남        자     (300)     40.0     51.3      8.3       .3     91.3      8.3       .3   (4.31)
                여        자     (300)     37.3     49.0     12.7      1.0     86.3     12.7      1.0   (4.23)

              ◎연   령   별
                10        대      (60)     35.0     56.7      6.7      1.7     91.7      6.7      1.7   (4.25)
                20        대     (120)     33.3     52.5     13.3       .8     85.8     13.3       .8   (4.18)
                30        대     (120)     40.0     51.7      8.3       .0     91.7      8.3       .0   (4.32)
                40        대     (120)     40.0     45.0     14.2       .8     85.0     14.2       .8   (4.24)
                50 대  이 상     (180)     41.7     48.9      8.9       .6     90.6      8.9       .6   (4.32)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50.5     45.0      4.0       .5     95.5      4.0       .5   (4.46)
                2    공   구     (200)     35.5     47.0     16.5      1.0     82.5     16.5      1.0   (4.17)
                3    공   구     (200)     30.0     58.5     11.0       .5     88.5     11.0       .5   (4.18)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12.5     62.5     25.0       .0     75.0     25.0       .0   (3.88)
                고        졸      (31)     48.4     45.2      6.5       .0     93.5      6.5       .0   (4.42)
                대 재  이 상     (553)     38.9     50.1     10.3       .7     89.0     10.3       .7   (4.27)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40.8     49.5      8.7      1.0     90.3      8.7      1.0   (4.30)
                블 루  칼 라      (66)     30.3     57.6     12.1       .0     87.9     12.1       .0   (4.18)
                자   영   업      (49)     42.9     46.9     10.2       .0     89.8     10.2       .0   (4.33)
                주        부     (138)     41.3     44.2     13.8       .7     85.5     13.8       .7   (4.26)
                학        생     (113)     35.4     55.8      8.0       .9     91.2      8.0       .9   (4.26)
                무 직/ 기 타      (38)     36.8     50.0     13.2       .0     86.8     13.2       .0   (4.24)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26.6     59.7     12.9       .7     86.3     12.9       .7   (4.12)
                200- 299만원     (206)     35.9     53.4      9.7      1.0     89.3      9.7      1.0   (4.24)
                300- 399만원     (165)     47.9     41.2     10.9       .0     89.1     10.9       .0   (4.37)
                400만원 이상      (88)     46.6     44.3      8.0      1.1     90.9      8.0      1.1   (4.36)
                무   응   답       (2)     50.0     50.0       .0       .0    100.0       .0       .0   (4.50)

              ◎지   역   별
                서        울     (391)     36.8     51.4     11.0       .8     88.2     11.0       .8   (4.24)
                경        기     (110)     43.6     47.3      8.2       .9     90.9      8.2       .9   (4.34)
                기 타  지 역      (99)     40.4     48.5     11.1       .0     88.9     11.1       .0   (4.29)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39.2     48.5     11.2      1.1     87.7     11.2      1.1   (4.26)
                재   방   문     (225)     37.8     52.9      9.3       .0     90.7      9.3       .0   (4.28)
              -------------------------------------------------------------------------------------------------



부  록 

1500

                  [ 표 11-5 ] 복원완공후 주변환경 - 일조량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개선 개선된편 변화없음 악화된편          종합평가           평  균
                                                                            --------------------------
                                                                             개  선  변화없음  악  화
              -------------------------------------------------------------------------------------------------

               [전        체]    (600)     30.2     53.3     15.8       .7     83.5     15.8       .7   (4.13)

              ◎성        별
                남        자     (300)     32.3     51.7     15.0      1.0     84.0     15.0      1.0   (4.15)
                여        자     (300)     28.0     55.0     16.7       .3     83.0     16.7       .3   (4.11)

              ◎연   령   별
                10        대      (60)     18.3     48.3     31.7      1.7     66.7     31.7      1.7   (3.83)
                20        대     (120)     24.2     55.0     20.8       .0     79.2     20.8       .0   (4.03)
                30        대     (120)     24.2     62.5     12.5       .8     86.7     12.5       .8   (4.10)
                40        대     (120)     29.2     55.8     13.3      1.7     85.0     13.3      1.7   (4.13)
                50 대  이 상     (180)     42.8     46.1     11.1       .0     88.9     11.1       .0   (4.32)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37.0     49.0     12.0      2.0     86.0     12.0      2.0   (4.21)
                2    공   구     (200)     18.0     56.0     26.0       .0     74.0     26.0       .0   (3.92)
                3    공   구     (200)     35.5     55.0      9.5       .0     90.5      9.5       .0   (4.26)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25.0     68.8      6.3       .0     93.8      6.3       .0   (4.19)
                고        졸      (31)     51.6     41.9      6.5       .0     93.5      6.5       .0   (4.45)
                대 재  이 상     (553)     29.1     53.5     16.6       .7     82.6     16.6       .7   (4.11)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26.0     57.7     15.3      1.0     83.7     15.3      1.0   (4.09)
                블 루  칼 라      (66)     39.4     51.5      9.1       .0     90.9      9.1       .0   (4.30)
                자   영   업      (49)     38.8     42.9     18.4       .0     81.6     18.4       .0   (4.20)
                주        부     (138)     31.2     58.7      9.4       .7     89.9      9.4       .7   (4.20)
                학        생     (113)     22.1     49.6     27.4       .9     71.7     27.4       .9   (3.93)
                무 직/ 기 타      (38)     44.7     39.5     15.8       .0     84.2     15.8       .0   (4.29)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38.8     51.1     10.1       .0     89.9     10.1       .0   (4.29)
                200- 299만원     (206)     24.8     56.3     17.5      1.5     81.1     17.5      1.5   (4.04)
                300- 399만원     (165)     27.3     52.1     20.0       .6     79.4     20.0       .6   (4.06)
                400만원 이상      (88)     35.2     51.1     13.6       .0     86.4     13.6       .0   (4.22)
                무   응   답       (2)       .0    100.0       .0       .0    100.0       .0       .0   (4.00)

              ◎지   역   별
                서        울     (391)     30.9     50.1     18.2       .8     81.1     18.2       .8   (4.11)
                경        기     (110)     29.1     60.9      9.1       .9     90.0      9.1       .9   (4.18)
                기 타  지 역      (99)     28.3     57.6     14.1       .0     85.9     14.1       .0   (4.14)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24.3     56.5     18.4       .8     80.8     18.4       .8   (4.04)
                재   방   문     (225)     40.0     48.0     11.6       .4     88.0     11.6       .4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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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1-6 ] 복원완공후 주변환경 - 바람길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개선 개선된편 변화없음 악화된편          종합평가           평  균
                                                                            --------------------------
                                                                             개  선  변화없음  악  화
              -------------------------------------------------------------------------------------------------

               [전        체]    (600)     36.0     52.0     10.8      1.2     88.0     10.8      1.2   (4.23)

              ◎성        별
                남        자     (300)     39.3     49.3     11.0       .3     88.7     11.0       .3   (4.28)
                여        자     (300)     32.7     54.7     10.7      2.0     87.3     10.7      2.0   (4.18)

              ◎연   령   별
                10        대      (60)     26.7     53.3     18.3      1.7     80.0     18.3      1.7   (4.05)
                20        대     (120)     35.0     50.0     12.5      2.5     85.0     12.5      2.5   (4.18)
                30        대     (120)     30.8     56.7     10.8      1.7     87.5     10.8      1.7   (4.17)
                40        대     (120)     33.3     56.7      9.2       .8     90.0      9.2       .8   (4.22)
                50 대  이 상     (180)     45.0     46.7      8.3       .0     91.7      8.3       .0   (4.37)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48.5     43.0      7.5      1.0     91.5      7.5      1.0   (4.39)
                2    공   구     (200)     23.0     58.0     17.5      1.5     81.0     17.5      1.5   (4.03)
                3    공   구     (200)     36.5     55.0      7.5      1.0     91.5      7.5      1.0   (4.27)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25.0     68.8      6.3       .0     93.8      6.3       .0   (4.19)
                고        졸      (31)     51.6     45.2      3.2       .0     96.8      3.2       .0   (4.48)
                대 재  이 상     (553)     35.4     51.9     11.4      1.3     87.3     11.4      1.3   (4.22)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37.2     49.5     11.7      1.5     86.7     11.7      1.5   (4.22)
                블 루  칼 라      (66)     40.9     50.0      7.6      1.5     90.9      7.6      1.5   (4.30)
                자   영   업      (49)     40.8     49.0     10.2       .0     89.8     10.2       .0   (4.31)
                주        부     (138)     31.9     60.1      7.2       .7     92.0      7.2       .7   (4.23)
                학        생     (113)     32.7     50.4     15.0      1.8     83.2     15.0      1.8   (4.14)
                무 직/ 기 타      (38)     39.5     47.4     13.2       .0     86.8     13.2       .0   (4.26)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40.3     51.1      8.6       .0     91.4      8.6       .0   (4.32)
                200- 299만원     (206)     33.5     53.4     11.7      1.5     86.9     11.7      1.5   (4.19)
                300- 399만원     (165)     30.3     55.8     12.1      1.8     86.1     12.1      1.8   (4.15)
                400만원 이상      (88)     46.6     42.0     10.2      1.1     88.6     10.2      1.1   (4.34)
                무   응   답       (2)       .0    100.0       .0       .0    100.0       .0       .0   (4.00)

              ◎지   역   별
                서        울     (391)     37.3     49.4     12.0      1.3     86.7     12.0      1.3   (4.23)
                경        기     (110)     34.5     57.3      7.3       .9     91.8      7.3       .9   (4.25)
                기 타  지 역      (99)     32.3     56.6     10.1      1.0     88.9     10.1      1.0   (4.20)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30.9     53.9     14.1      1.1     84.8     14.1      1.1   (4.15)
                재   방   문     (225)     44.4     48.9      5.3      1.3     93.3      5.3      1.3   (4.36)
              -------------------------------------------------------------------------------------------------



부  록 

1502

               [ 표 12-1 ] 이용시설 만족도 - 접근시설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     다소     보통     다소     매우            종합평가           평  균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
                                                                             만  족   보  통   불만족
    ----------------------------------------------------------------------------------------------------------

     [전        체]    (600)     12.2     49.8     26.8     10.2      1.0     62.0     26.8     11.2   (3.62)

    ◎성        별
      남        자     (300)     10.7     47.7     28.7     11.7      1.3     58.3     28.7     13.0   (3.55)
      여        자     (300)     13.7     52.0     25.0      8.7       .7     65.7     25.0      9.3   (3.69)

    ◎연   령   별
      10        대      (60)     15.0     45.0     31.7      8.3       .0     60.0     31.7      8.3   (3.67)
      20        대     (120)      9.2     43.3     29.2     15.0      3.3     52.5     29.2     18.3   (3.40)
      30        대     (120)     10.0     60.8     19.2     10.0       .0     70.8     19.2     10.0   (3.71)
      40        대     (120)     11.7     50.8     30.8      6.7       .0     62.5     30.8      6.7   (3.68)
      50 대  이 상     (180)     15.0     47.8     26.1     10.0      1.1     62.8     26.1     11.1   (3.66)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19.5     49.0     25.5      6.0       .0     68.5     25.5      6.0   (3.82)
      2    공   구     (200)      7.5     41.0     36.5     13.5      1.5     48.5     36.5     15.0   (3.40)
      3    공   구     (200)      9.5     59.5     18.5     11.0      1.5     69.0     18.5     12.5   (3.65)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12.5     56.3     25.0      6.3       .0     68.8     25.0      6.3   (3.75)
       고        졸      (31)     16.1     67.7      9.7      6.5       .0     83.9      9.7      6.5   (3.94)
       대 재  이 상     (553)     11.9     48.6     27.8     10.5      1.1     60.6     27.8     11.6   (3.60)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10.7     51.0     29.1      8.7       .5     61.7     29.1      9.2   (3.63)
       블 루  칼 라      (66)     12.1     57.6     24.2      6.1       .0     69.7     24.2      6.1   (3.76)
       자   영   업      (49)     16.3     44.9     26.5     10.2      2.0     61.2     26.5     12.2   (3.63)
       주        부     (138)     13.0     57.2     21.0      8.7       .0     70.3     21.0      8.7   (3.75)
       학        생     (113)     13.3     41.6     30.1     14.2       .9     54.9     30.1     15.0   (3.52)
       무 직/ 기 타      (38)      7.9     34.2     31.6     18.4      7.9     42.1     31.6     26.3   (3.16)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14.4     54.7     20.9      7.9      2.2     69.1     20.9     10.1   (3.71)
       200- 299만원     (206)      8.7     50.5     29.6     10.7       .5     59.2     29.6     11.2   (3.56)
       300- 399만원     (165)      9.7     49.1     30.9      9.1      1.2     58.8     30.9     10.3   (3.57)
       400만원 이상      (88)     21.6     42.0     22.7     13.6       .0     63.6     22.7     13.6   (3.72)
       무   응   답       (2)       .0     50.0       .0     50.0       .0     50.0       .0     50.0   (3.00)

     ◎지   역   별
       서        울     (391)     10.7     50.9     26.1     11.0      1.3     61.6     26.1     12.3   (3.59)
       경        기     (110)     10.9     46.4     30.9     10.9       .9     57.3     30.9     11.8   (3.55)
       기 타  지 역      (99)     19.2     49.5     25.3      6.1       .0     68.7     25.3      6.1   (3.82)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12.8     50.9     26.7      8.5      1.1     63.7     26.7      9.6   (3.66)
       재   방   문     (225)     11.1     48.0     27.1     12.9       .9     59.1     27.1     13.8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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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2-2 ] 이용시설 만족도 - 편의시설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     다소     보통     다소     매우            종합평가           평  균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
                                                                              만  족   보  통   불만족
     ----------------------------------------------------------------------------------------------------------

      [전        체]    (600)      3.7     18.2     35.8     27.0     15.3     21.8     35.8     42.3   (2.68)

     ◎성        별
       남        자     (300)      4.7     18.0     33.0     29.7     14.7     22.7     33.0     44.3   (2.68)
       여        자     (300)      2.7     18.3     38.7     24.3     16.0     21.0     38.7     40.3   (2.67)

     ◎연   령   별
       10        대      (60)      1.7     20.0     40.0     30.0      8.3     21.7     40.0     38.3   (2.77)
       20        대     (120)      1.7     15.8     42.5     30.0     10.0     17.5     42.5     40.0   (2.69)
       30        대     (120)      4.2     17.5     38.3     28.3     11.7     21.7     38.3     40.0   (2.74)
       40        대     (120)      4.2     20.0     31.7     23.3     20.8     24.2     31.7     44.2   (2.63)
       50 대  이 상     (180)      5.0     18.3     31.1     25.6     20.0     23.3     31.1     45.6   (2.63)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6.0     26.0     43.0     19.5      5.5     32.0     43.0     25.0   (3.08)
       2    공   구     (200)      1.5     19.5     44.5     28.5      6.0     21.0     44.5     34.5   (2.82)
       3    공   구     (200)      3.5      9.0     20.0     33.0     34.5     12.5     20.0     67.5   (2.14)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0      6.3     37.5     18.8     37.5      6.3     37.5     56.3   (2.13)
       고        졸      (31)      3.2     22.6     38.7     22.6     12.9     25.8     38.7     35.5   (2.81)
       대 재  이 상     (553)      3.8     18.3     35.6     27.5     14.8     22.1     35.6     42.3   (2.69)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4.1     20.4     39.3     25.5     10.7     24.5     39.3     36.2   (2.82)
       블 루  칼 라      (66)      3.0     21.2     31.8     24.2     19.7     24.2     31.8     43.9   (2.64)
       자   영   업      (49)     10.2     10.2     32.7     24.5     22.4     20.4     32.7     46.9   (2.61)
       주        부     (138)      2.2     20.3     31.9     25.4     20.3     22.5     31.9     45.7   (2.59)
       학        생     (113)      2.7     14.2     41.6     33.6      8.0     16.8     41.6     41.6   (2.70)
       무 직/ 기 타      (38)      2.6     15.8     26.3     28.9     26.3     18.4     26.3     55.3   (2.39)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2.9     17.3     30.9     26.6     22.3     20.1     30.9     48.9   (2.52)
       200- 299만원     (206)      3.4     18.4     35.0     26.7     16.5     21.8     35.0     43.2   (2.66)
       300- 399만원     (165)      4.2     19.4     36.4     27.3     12.7     23.6     36.4     40.0   (2.75)
       400만원 이상      (88)      4.5     17.0     45.5     26.1      6.8     21.6     45.5     33.0   (2.86)
       무   응   답       (2)       .0       .0       .0    100.0       .0       .0       .0    100.0   (2.00)

     ◎지   역   별
       서        울     (391)      2.6     16.4     33.5     28.1     19.4     18.9     33.5     47.6   (2.54)
       경        기     (110)      4.5     19.1     43.6     24.5      8.2     23.6     43.6     32.7   (2.87)
       기 타  지 역      (99)      7.1     24.2     36.4     25.3      7.1     31.3     36.4     32.3   (2.99)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3.5     18.4     38.7     25.3     14.1     21.9     38.7     39.5   (2.72)
       재   방   문     (225)      4.0     17.8     31.1     29.8     17.3     21.8     31.1     47.1   (2.61)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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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2-3 ] 이용시설 만족도 - 청계천 관리상태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     다소     보통     다소     매우            종합평가           평  균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
                                                                              만  족   보  통   불만족
      ----------------------------------------------------------------------------------------------------------

       [전        체]    (600)     24.8     53.5     18.8      2.3       .5     78.3     18.8      2.8   (4.00)

      ◎성        별
        남        자     (300)     24.3     50.7     21.0      3.0      1.0     75.0     21.0      4.0   (3.94)
        여        자     (300)     25.3     56.3     16.7      1.7       .0     81.7     16.7      1.7   (4.05)

      ◎연   령   별
        10        대      (60)     21.7     55.0     21.7      1.7       .0     76.7     21.7      1.7   (3.97)
        20        대     (120)     18.3     53.3     22.5      3.3      2.5     71.7     22.5      5.8   (3.82)
        30        대     (120)     25.0     49.2     24.2      1.7       .0     74.2     24.2      1.7   (3.98)
        40        대     (120)     23.3     56.7     18.3      1.7       .0     80.0     18.3      1.7   (4.02)
        50 대  이 상     (180)     31.1     53.9     12.2      2.8       .0     85.0     12.2      2.8   (4.13)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20.5     59.5     19.5       .5       .0     80.0     19.5       .5   (4.00)
        2    공   구     (200)     18.0     54.0     24.0      4.0       .0     72.0     24.0      4.0   (3.86)
        3    공   구     (200)     36.0     47.0     13.0      2.5      1.5     83.0     13.0      4.0   (4.14)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25.0     68.8      6.3       .0       .0     93.8      6.3       .0   (4.19)
        고        졸      (31)     51.6     41.9      6.5       .0       .0     93.5      6.5       .0   (4.45)
        대 재  이 상     (553)     23.3     53.7     19.9      2.5       .5     77.0     19.9      3.1   (3.97)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21.4     55.1     21.4      2.0       .0     76.5     21.4      2.0   (3.96)
        블 루  칼 라      (66)     31.8     54.5      9.1      4.5       .0     86.4      9.1      4.5   (4.14)
        자   영   업      (49)     32.7     34.7     30.6      2.0       .0     67.3     30.6      2.0   (3.98)
        주        부     (138)     27.5     56.5     14.5      1.4       .0     84.1     14.5      1.4   (4.10)
        학        생     (113)     22.1     52.2     21.2      2.7      1.8     74.3     21.2      4.4   (3.90)
        무 직/ 기 타      (38)     18.4     60.5     15.8      2.6      2.6     78.9     15.8      5.3   (3.89)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32.4     51.1     13.7      2.2       .7     83.5     13.7      2.9   (4.12)
        200- 299만원     (206)     23.8     55.3     18.0      2.9       .0     79.1     18.0      2.9   (4.00)
        300- 399만원     (165)     22.4     54.5     21.2      1.8       .0     77.0     21.2      1.8   (3.98)
        400만원 이상      (88)     20.5     52.3     23.9      2.3      1.1     72.7     23.9      3.4   (3.89)
        무   응   답       (2)       .0       .0     50.0       .0     50.0       .0     50.0     50.0   (2.00)

      ◎지   역   별
        서        울     (391)     24.0     52.9     19.4      2.8       .8     77.0     19.4      3.6   (3.97)
        경        기     (110)     24.5     56.4     18.2       .9       .0     80.9     18.2       .9   (4.05)
        기 타  지 역      (99)     28.3     52.5     17.2      2.0       .0     80.8     17.2      2.0   (4.07)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25.1     53.9     18.9      1.9       .3     78.9     18.9      2.1   (4.02)
        재   방   문     (225)     24.4     52.9     18.7      3.1       .9     77.3     18.7      4.0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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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2-4 ] 이용시설 만족도 - 조명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     다소     보통     다소     매우            종합평가           평  균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
                                                                            만  족   보  통   불만족
    ----------------------------------------------------------------------------------------------------------

     [전        체]    (600)     25.0     54.3     18.5      1.8       .3     79.3     18.5      2.2   (4.02)

    ◎성        별
      남        자     (300)     25.3     53.3     18.3      3.0       .0     78.7     18.3      3.0   (4.01)
      여        자     (300)     24.7     55.3     18.7       .7       .7     80.0     18.7      1.3   (4.03)

     ◎연   령   별
       10        대      (60)     26.7     56.7     15.0      1.7       .0     83.3     15.0      1.7   (4.08)
       20        대     (120)     21.7     50.0     23.3      3.3      1.7     71.7     23.3      5.0   (3.87)
       30        대     (120)     25.0     55.8     16.7      2.5       .0     80.8     16.7      2.5   (4.03)
       40        대     (120)     23.3     55.0     20.0      1.7       .0     78.3     20.0      1.7   (4.00)
       50 대  이 상     (180)     27.8     55.0     16.7       .6       .0     82.8     16.7       .6   (4.10)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27.5     56.0     14.5      2.0       .0     83.5     14.5      2.0   (4.09)
       2    공   구     (200)     22.0     56.0     18.0      3.0      1.0     78.0     18.0      4.0   (3.95)
       3    공   구     (200)     25.5     51.0     23.0       .5       .0     76.5     23.0       .5   (4.01)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25.0     50.0     25.0       .0       .0     75.0     25.0       .0   (4.00)
       고        졸      (31)     32.3     58.1      9.7       .0       .0     90.3      9.7       .0   (4.23)
       대 재  이 상     (553)     24.6     54.2     18.8      2.0       .4     78.8     18.8      2.4   (4.01)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23.5     54.1     18.9      3.1       .5     77.6     18.9      3.6   (3.97)
       블 루  칼 라      (66)     27.3     48.5     21.2      3.0       .0     75.8     21.2      3.0   (4.00)
       자   영   업      (49)     30.6     46.9     20.4      2.0       .0     77.6     20.4      2.0   (4.06)
       주        부     (138)     23.9     59.4     16.7       .0       .0     83.3     16.7       .0   (4.07)
       학        생     (113)     26.5     54.9     16.8      1.8       .0     81.4     16.8      1.8   (4.06)
       무 직/ 기 타      (38)     21.1     55.3     21.1       .0      2.6     76.3     21.1      2.6   (3.92)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22.3     59.7     18.0       .0       .0     82.0     18.0       .0   (4.04)
       200- 299만원     (206)     26.7     58.3     14.1      1.0       .0     85.0     14.1      1.0   (4.11)
       300- 399만원     (165)     24.2     50.9     21.2      2.4      1.2     75.2     21.2      3.6   (3.95)
       400만원 이상      (88)     27.3     44.3     22.7      5.7       .0     71.6     22.7      5.7   (3.93)
       무   응   답       (2)       .0       .0    100.0       .0       .0       .0    100.0       .0   (3.00)

     ◎지   역   별
       서        울     (391)     25.8     52.2     19.7      2.0       .3     78.0     19.7      2.3   (4.01)
       경        기     (110)     21.8     58.2     18.2       .9       .9     80.0     18.2      1.8   (3.99)
       기 타  지 역      (99)     25.3     58.6     14.1      2.0       .0     83.8     14.1      2.0   (4.07)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20.5     58.4     18.9      1.6       .5     78.9     18.9      2.1   (3.97)
       재   방   문     (225)     32.4     47.6     17.8      2.2       .0     80.0     17.8      2.2   (4.10)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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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2-5 ] 이용시설 만족도 - 산책로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     다소     보통     다소     매우            종합평가           평  균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
                                                                               만  족   보  통   불만족
      ----------------------------------------------------------------------------------------------------------

        [전        체]    (600)     35.2     50.2     11.2      2.7       .8     85.3     11.2      3.5   (4.16)

       ◎성        별
         남        자     (300)     34.7     50.3     12.0      2.3       .7     85.0     12.0      3.0   (4.16)
         여        자     (300)     35.7     50.0     10.3      3.0      1.0     85.7     10.3      4.0   (4.16)

       ◎연   령   별
         10        대      (60)     40.0     43.3     11.7      5.0       .0     83.3     11.7      5.0   (4.18)
         20        대     (120)     31.7     45.8     14.2      5.8      2.5     77.5     14.2      8.3   (3.98)
         30        대     (120)     32.5     56.7      8.3      1.7       .8     89.2      8.3      2.5   (4.18)
         40        대     (120)     29.2     57.5     11.7      1.7       .0     86.7     11.7      1.7   (4.14)
         50 대  이 상     (180)     41.7     46.1     10.6      1.1       .6     87.8     10.6      1.7   (4.27)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35.5     47.0     14.5      2.0      1.0     82.5     14.5      3.0   (4.14)
         2    공   구     (200)     23.5     60.5     12.0      3.0      1.0     84.0     12.0      4.0   (4.03)
         3    공   구     (200)     46.5     43.0      7.0      3.0       .5     89.5      7.0      3.5   (4.32)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37.5     56.3      6.3       .0       .0     93.8      6.3       .0   (4.31)
         고        졸      (31)     51.6     45.2      3.2       .0       .0     96.8      3.2       .0   (4.48)
         대 재  이 상     (553)     34.2     50.3     11.8      2.9       .9     84.4     11.8      3.8   (4.14)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32.1     49.0     16.3      1.5      1.0     81.1     16.3      2.6   (4.10)
         블 루  칼 라      (66)     37.9     50.0      4.5      4.5      3.0     87.9      4.5      7.6   (4.15)
         자   영   업      (49)     34.7     55.1      8.2      2.0       .0     89.8      8.2      2.0   (4.22)
         주        부     (138)     36.2     53.6      9.4       .7       .0     89.9      9.4       .7   (4.25)
         학        생     (113)     36.3     46.0     10.6      7.1       .0     82.3     10.6      7.1   (4.12)
         무 직/ 기 타      (38)     39.5     50.0      7.9       .0      2.6     89.5      7.9      2.6   (4.24)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42.4     45.3      9.4      2.2       .7     87.8      9.4      2.9   (4.27)
         200- 299만원     (206)     36.4     53.9      7.8      1.9       .0     90.3      7.8      1.9   (4.25)
         300- 399만원     (165)     30.9     53.3     11.5      3.0      1.2     84.2     11.5      4.2   (4.10)
         400만원 이상      (88)     29.5     44.3     20.5      3.4      2.3     73.9     20.5      5.7   (3.95)
         무   응   답       (2)       .0       .0     50.0     50.0       .0       .0     50.0     50.0   (2.50)

       ◎지   역   별
         서        울     (391)     36.6     50.4      9.7      2.3      1.0     87.0      9.7      3.3   (4.19)
         경        기     (110)     32.7     49.1     13.6      3.6       .9     81.8     13.6      4.5   (4.09)
         기 타  지 역      (99)     32.3     50.5     14.1      3.0       .0     82.8     14.1      3.0   (4.12)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31.5     55.2      9.3      3.2       .8     86.7      9.3      4.0   (4.13)
         재   방   문     (225)     41.3     41.8     14.2      1.8       .9     83.1     14.2      2.7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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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2-6 ] 이용시설 만족도 - 안전시설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     다소     보통     다소     매우            종합평가           평  균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
                                                                                만  족   보  통   불만족
      ----------------------------------------------------------------------------------------------------------

        [전        체]    (600)     11.3     36.7     37.2     12.8      2.0     48.0     37.2     14.8   (3.43)

       ◎성        별
         남        자     (300)     12.0     35.7     38.3     13.3       .7     47.7     38.3     14.0   (3.45)
         여        자     (300)     10.7     37.7     36.0     12.3      3.3     48.3     36.0     15.7   (3.40)

       ◎연   령   별
         10        대      (60)      6.7     23.3     50.0     16.7      3.3     30.0     50.0     20.0   (3.13)
         20        대     (120)      8.3     34.2     36.7     15.8      5.0     42.5     36.7     20.8   (3.25)
         30        대     (120)     10.0     33.3     41.7     12.5      2.5     43.3     41.7     15.0   (3.36)
         40        대     (120)     10.0     34.2     44.2     10.8       .8     44.2     44.2     11.7   (3.42)
         50 대  이 상     (180)     16.7     46.7     25.6     11.1       .0     63.3     25.6     11.1   (3.69)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10.5     38.5     41.5      7.5      2.0     49.0     41.5      9.5   (3.48)
         2    공   구     (200)     11.5     32.0     34.5     20.0      2.0     43.5     34.5     22.0   (3.31)
         3    공   구     (200)     12.0     39.5     35.5     11.0      2.0     51.5     35.5     13.0   (3.49)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25.0     37.5     12.5     25.0       .0     62.5     12.5     25.0   (3.63)
         고        졸      (31)     12.9     61.3     22.6      3.2       .0     74.2     22.6      3.2   (3.84)
         대 재  이 상     (553)     10.8     35.3     38.7     13.0      2.2     46.1     38.7     15.2   (3.40)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9.7     37.2     40.3     10.2      2.6     46.9     40.3     12.8   (3.41)
         블 루  칼 라      (66)     13.6     31.8     36.4     16.7      1.5     45.5     36.4     18.2   (3.39)
         자   영   업      (49)     14.3     32.7     38.8     12.2      2.0     46.9     38.8     14.3   (3.45)
         주        부     (138)     14.5     39.9     32.6     12.3       .7     54.3     32.6     13.0   (3.55)
         학        생     (113)      8.0     31.9     40.7     15.9      3.5     39.8     40.7     19.5   (3.25)
         무 직/ 기 타      (38)     10.5     50.0     26.3     13.2       .0     60.5     26.3     13.2   (3.58)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11.5     38.8     35.3     13.7       .7     50.4     35.3     14.4   (3.47)
         200- 299만원     (206)     12.6     38.3     36.9     10.2      1.9     51.0     36.9     12.1   (3.50)
         300- 399만원     (165)      9.1     39.4     35.8     13.3      2.4     48.5     35.8     15.8   (3.39)
         400만원 이상      (88)     12.5     25.0     43.2     15.9      3.4     37.5     43.2     19.3   (3.27)
         무   응   답       (2)       .0       .0     50.0     50.0       .0       .0     50.0     50.0   (2.50)

       ◎지   역   별
         서        울     (391)     11.3     37.6     35.3     13.3      2.6     48.8     35.3     15.9   (3.42)
         경        기     (110)     10.0     37.3     40.9     10.9       .9     47.3     40.9     11.8   (3.45)
         기 타  지 역      (99)     13.1     32.3     40.4     13.1      1.0     45.5     40.4     14.1   (3.43)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10.7     35.2     39.2     13.6      1.3     45.9     39.2     14.9   (3.40)
         재   방   문     (225)     12.4     39.1     33.8     11.6      3.1     51.6     33.8     14.7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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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2-7 ] 이용시설 만족도 - 청계천 복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     다소     보통     다소     매우            종합평가           평  균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
                                                                              만  족   보  통   불만족
   ------------------------------------------------------------------------------------------------------------

     [전        체]    (600)     25.8     57.2     15.2      1.5       .3     83.0     15.2      1.8   (4.07)

    ◎성        별
      남        자     (300)     26.3     56.3     15.7      1.7       .0     82.7     15.7      1.7   (4.07)
      여        자     (300)     25.3     58.0     14.7      1.3       .7     83.3     14.7      2.0   (4.06)

    ◎연   령   별
      10        대      (60)     26.7     56.7     15.0      1.7       .0     83.3     15.0      1.7   (4.08)
      20        대     (120)     20.8     51.7     23.3      2.5      1.7     72.5     23.3      4.2   (3.88)
      30        대     (120)     23.3     58.3     16.7      1.7       .0     81.7     16.7      1.7   (4.03)
      40        대     (120)     22.5     59.2     16.7      1.7       .0     81.7     16.7      1.7   (4.03)
      50 대  이 상     (180)     32.8     58.9      7.8       .6       .0     91.7      7.8       .6   (4.24)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26.0     59.5     13.0      1.5       .0     85.5     13.0      1.5   (4.10)
      2    공   구     (200)     16.5     63.5     18.0      1.0      1.0     80.0     18.0      2.0   (3.94)
      3    공   구     (200)     35.0     48.5     14.5      2.0       .0     83.5     14.5      2.0   (4.17)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25.0     62.5      6.3      6.3       .0     87.5      6.3      6.3   (4.06)
       고        졸      (31)     32.3     61.3      6.5       .0       .0     93.5      6.5       .0   (4.26)
       대 재  이 상     (553)     25.5     56.8     15.9      1.4       .4     82.3     15.9      1.8   (4.06)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21.9     58.2     17.9      1.5       .5     80.1     17.9      2.0   (3.99)
       블 루  칼 라      (66)     33.3     48.5     13.6      4.5       .0     81.8     13.6      4.5   (4.11)
       자   영   업      (49)     32.7     57.1     10.2       .0       .0     89.8     10.2       .0   (4.22)
       주        부     (138)     24.6     64.5     10.9       .0       .0     89.1     10.9       .0   (4.14)
       학        생     (113)     25.7     54.0     17.7      2.7       .0     79.6     17.7      2.7   (4.03)
       무 직/ 기 타      (38)     28.9     50.0     18.4       .0      2.6     78.9     18.4      2.6   (4.03)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30.9     51.8     15.8      1.4       .0     82.7     15.8      1.4   (4.12)
       200- 299만원     (206)     24.8     61.7     12.1      1.5       .0     86.4     12.1      1.5   (4.10)
       300- 399만원     (165)     23.0     58.2     16.4      1.2      1.2     81.2     16.4      2.4   (4.01)
       400만원 이상      (88)     26.1     54.5     18.2      1.1       .0     80.7     18.2      1.1   (4.06)
       무   응   답       (2)       .0       .0     50.0     50.0       .0       .0     50.0     50.0   (2.50)

     ◎지   역   별
       서        울     (391)     28.1     54.5     15.1      2.0       .3     82.6     15.1      2.3   (4.08)
       경        기     (110)     20.0     62.7     16.4       .0       .9     82.7     16.4       .9   (4.01)
       기 타  지 역      (99)     23.2     61.6     14.1      1.0       .0     84.8     14.1      1.0   (4.07)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22.1     61.3     14.9      1.1       .5     83.5     14.9      1.6   (4.03)
       재   방   문     (225)     32.0     50.2     15.6      2.2       .0     82.2     15.6      2.2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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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3-1 ] 시설 및 공간 - 역사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     다소     보통     다소     매우            종합평가           평  균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
                                                                              만  족   보  통   불만족
      ----------------------------------------------------------------------------------------------------------

       [         체]    (600)     16.2     59.3     21.5      2.3       .7     75.5     21.5      3.0   (3.88)

      ◎성        별
        남        자     (300)     12.0     64.7     19.3      3.7       .3     76.7     19.3      4.0   (3.84)
        여        자     (300)     20.3     54.0     23.7      1.0      1.0     74.3     23.7      2.0   (3.92)

      ◎연   령   별
        10              (60)     15.0     48.3     36.7       .0       .0     63.3     36.7       .0   (3.78)
        20             (120)      5.0     58.3     27.5      7.5      1.7     63.3     27.5      9.2   (3.58)
        30             (120)     14.2     65.0     19.2       .8       .8     79.2     19.2      1.7   (3.91)
        40             (120)     20.0     58.3     20.0      1.7       .0     78.3     20.0      1.7   (3.97)
        50   이 상     (180)     22.8     60.6     15.0      1.1       .6     83.3     15.0      1.7   (4.04)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24.0     54.0     19.0      2.5       .5     78.0     19.0      3.0   (3.99)
        2    공   구     (200)     11.0     65.5     21.0      1.5      1.0     76.5     21.0      2.5   (3.84)
        3    공   구     (200)     13.5     58.5     24.5      3.0       .5     72.0     24.5      3.5   (3.82)

      ◎학   력   별
         졸  이 하      (16)     37.5     43.8     12.5      6.3       .0     81.3     12.5      6.3   (4.13)
        고        졸      (31)     22.6     67.7      9.7       .0       .0     90.3      9.7       .0   (4.13)
         재  이 상     (553)     15.2     59.3     22.4      2.4       .7     74.5     22.4      3.1   (3.86)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13.8     66.3     16.8      2.0      1.0     80.1     16.8      3.1   (3.90)
        블 루  칼 라      (66)     13.6     56.1     28.8      1.5       .0     69.7     28.8      1.5   (3.82)
        자      업      (49)     22.4     55.1     20.4      2.0       .0     77.6     20.4      2.0   (3.98)
        주        부     (138)     22.5     58.0     18.8       .7       .0     80.4     18.8       .7   (4.02)
        학        생     (113)     10.6     52.2     32.7      4.4       .0     62.8     32.7      4.4   (3.69)
        무 직/ 기 타      (38)     18.4     60.5     10.5      5.3      5.3     78.9     10.5     10.5   (3.82)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14.4     56.8     24.5      3.6       .7     71.2     24.5      4.3   (3.81)
        200- 299만원     (206)     17.5     59.2     21.8      1.5       .0     76.7     21.8      1.5   (3.93)
        300- 399만원     (165)     13.9     63.6     20.6       .6      1.2     77.6     20.6      1.8   (3.88)
        400만원 이상      (88)     20.5     55.7     18.2      4.5      1.1     76.1     18.2      5.7   (3.90)
        무   응   답       (2)       .0     50.0       .0     50.0       .0     50.0       .0     50.0   (3.00)

      ◎지   역   별
        서        울     (391)     17.1     58.6     21.0      2.6       .8     75.7     21.0      3.3   (3.89)
        경        기     (110)     15.5     57.3     26.4       .0       .9     72.7     26.4       .9   (3.86)
        기 타  지 역      (99)     13.1     64.6     18.2      4.0       .0     77.8     18.2      4.0   (3.87)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13.9     58.4     24.5      2.1      1.1     72.3     24.5      3.2   (3.82)
        재   방   문     (225)     20.0     60.9     16.4      2.7       .0     80.9     16.4      2.7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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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3-2 ] 시설 및 공간 - 도시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     다소     보통     다소     매우            종합평가           평  균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
                                                                               만  족   보  통   불만족
     ----------------------------------------------------------------------------------------------------------

      [전        체]    (600)     20.2     58.8     19.7      1.0       .3     79.0     19.7      1.3   (3.98)

     ◎성        별
       남        자     (300)     17.7     60.3     20.7      1.0       .3     78.0     20.7      1.3   (3.94)
       여        자     (300)     22.7     57.3     18.7      1.0       .3     80.0     18.7      1.3   (4.01)

     ◎연   령   별
       10        대      (60)     23.3     60.0     15.0      1.7       .0     83.3     15.0      1.7   (4.05)
       20        대     (120)     15.8     59.2     20.8      2.5      1.7     75.0     20.8      4.2   (3.85)
       30        대     (120)     21.7     56.7     21.7       .0       .0     78.3     21.7       .0   (4.00)
       40        대     (120)     14.2     60.0     24.2      1.7       .0     74.2     24.2      1.7   (3.87)
       50 대  이 상     (180)     25.0     58.9     16.1       .0       .0     83.9     16.1       .0   (4.09)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29.0     53.5     17.0       .5       .0     82.5     17.0       .5   (4.11)
       2    공   구     (200)     14.0     62.0     22.5      1.0       .5     76.0     22.5      1.5   (3.88)
       3    공   구     (200)     17.5     61.0     19.5      1.5       .5     78.5     19.5      2.0   (3.94)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31.3     43.8     25.0       .0       .0     75.0     25.0       .0   (4.06)
       고        졸      (31)     16.1     74.2      9.7       .0       .0     90.3      9.7       .0   (4.06)
       대 재  이 상     (553)     20.1     58.4     20.1      1.1       .4     78.5     20.1      1.4   (3.97)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13.8     65.3     20.4       .5       .0     79.1     20.4       .5   (3.92)
       블 루  칼 라      (66)     19.7     51.5     28.8       .0       .0     71.2     28.8       .0   (3.91)
       자   영   업      (49)     30.6     55.1     14.3       .0       .0     85.7     14.3       .0   (4.16)
       주        부     (138)     24.6     54.3     20.3       .7       .0     79.0     20.3       .7   (4.03)
       학        생     (113)     22.1     58.4     15.0      3.5       .9     80.5     15.0      4.4   (3.97)
       무 직/ 기 타      (38)     18.4     60.5     18.4       .0      2.6     78.9     18.4      2.6   (3.92)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22.3     57.6     18.7      1.4       .0     79.9     18.7      1.4   (4.01)
       200- 299만원     (206)     17.0     62.1     20.9       .0       .0     79.1     20.9       .0   (3.96)
       300- 399만원     (165)     20.0     57.0     20.6      1.8       .6     77.0     20.6      2.4   (3.94)
       400만원 이상      (88)     25.0     56.8     17.0      1.1       .0     81.8     17.0      1.1   (4.06)
       무   응   답       (2)       .0     50.0       .0       .0     50.0     50.0       .0     50.0   (2.50)

     ◎지   역   별
       서        울     (391)     19.9     60.4     18.7       .8       .3     80.3     18.7      1.0   (3.99)
       경        기     (110)     20.9     60.9     16.4       .9       .9     81.8     16.4      1.8   (4.00)
       기 타  지 역      (99)     20.2     50.5     27.3      2.0       .0     70.7     27.3      2.0   (3.89)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17.6     57.9     22.9      1.1       .5     75.5     22.9      1.6   (3.91)
       재   방   문     (225)     24.4     60.4     14.2       .9       .0     84.9     14.2       .9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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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3-3 ] 시설 및 공간 - 생태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     다소     보통     다소     매우            종합평가           평  균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
                                                                             만  족   보  통   불만족
     ----------------------------------------------------------------------------------------------------------

      [전        체]    (600)     20.0     56.0     20.2      3.2       .7     76.0     20.2      3.8   (3.92)

     ◎성        별
       남        자     (300)     18.7     57.7     19.7      3.3       .7     76.3     19.7      4.0   (3.90)
       여        자     (300)     21.3     54.3     20.7      3.0       .7     75.7     20.7      3.7   (3.93)

     ◎연   령   별
       10        대      (60)     21.7     56.7     13.3      8.3       .0     78.3     13.3      8.3   (3.92)
       20        대     (120)     15.0     50.0     27.5      4.2      3.3     65.0     27.5      7.5   (3.69)
       30        대     (120)     20.0     51.7     25.8      2.5       .0     71.7     25.8      2.5   (3.89)
       40        대     (120)     18.3     60.0     18.3      3.3       .0     78.3     18.3      3.3   (3.93)
       50 대  이 상     (180)     23.9     60.0     15.0      1.1       .0     83.9     15.0      1.1   (4.07)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28.0     53.0     16.0      2.5       .5     81.0     16.0      3.0   (4.06)
       2    공   구     (200)     14.0     60.0     21.0      4.5       .5     74.0     21.0      5.0   (3.83)
       3    공   구     (200)     18.0     55.0     23.5      2.5      1.0     73.0     23.5      3.5   (3.87)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31.3     50.0     12.5      6.3       .0     81.3     12.5      6.3   (4.06)
       고        졸      (31)     22.6     64.5     12.9       .0       .0     87.1     12.9       .0   (4.10)
       대 재  이 상     (553)     19.5     55.7     20.8      3.3       .7     75.2     20.8      4.0   (3.90)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14.3     59.2     23.0      3.6       .0     73.5     23.0      3.6   (3.84)
       블 루  칼 라      (66)     18.2     60.6     16.7      4.5       .0     78.8     16.7      4.5   (3.92)
       자   영   업      (49)     20.4     57.1     22.4       .0       .0     77.6     22.4       .0   (3.98)
       주        부     (138)     24.6     55.1     20.3       .0       .0     79.7     20.3       .0   (4.04)
       학        생     (113)     21.2     48.7     20.4      7.1      2.7     69.9     20.4      9.7   (3.79)
       무 직/ 기 타      (38)     31.6     55.3      7.9      2.6      2.6     86.8      7.9      5.3   (4.11)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23.7     54.7     18.7      2.9       .0     78.4     18.7      2.9   (3.99)
       200- 299만원     (206)     18.0     61.7     17.0      3.4       .0     79.6     17.0      3.4   (3.94)
       300- 399만원     (165)     17.6     52.1     26.1      3.0      1.2     69.7     26.1      4.2   (3.82)
       400만원 이상      (88)     23.9     52.3     19.3      3.4      1.1     76.1     19.3      4.5   (3.94)
       무   응   답       (2)       .0     50.0       .0       .0     50.0     50.0       .0     50.0   (2.50)

     ◎지   역   별
       서        울     (391)     20.7     55.2     20.2      3.3       .5     76.0     20.2      3.8   (3.92)
       경        기     (110)     18.2     60.9     20.0       .0       .9     79.1     20.0       .9   (3.95)
       기 타  지 역      (99)     19.2     53.5     20.2      6.1      1.0     72.7     20.2      7.1   (3.84)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17.6     55.5     22.9      3.2       .8     73.1     22.9      4.0   (3.86)
       재   방   문     (225)     24.0     56.9     15.6      3.1       .4     80.9     15.6      3.6   (4.01)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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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4-1 ] 청계천 방문시 인상적인 것 - 1순위

----------------------------------------------------------------------------------------------------------------------
응 답 내 용  사례수 광통교  터널  소망의 수표교 청계천  청계   버들   리듬  갈대밭 옥류천  오간   정조반   기타   없다
                            분수    벽     터   빨래터  광장   습지   벽천                수문터   차도   
----------------------------------------------------------------------------------------------------------------------
 [전     체]   (600)   19.2   15.5   11.2    9.2    8.3    8.2    5.5    5.3    5.3    4.0    4.0    3.7     .3     .3

◎성     별
  남     자    (300)   22.0   14.7    9.7   13.3    5.0    6.7    5.3    4.0    6.3    4.0    4.0    4.7     .0     .3
  여     자    (300)   16.3   16.3   12.7    5.0   11.7    9.7    5.7    6.7    4.3    4.0    4.0    2.7     .7     .3

◎연 령 별
  10     대     (60)    6.7   28.3   28.3    6.7     .0   10.0    8.3    1.7    1.7    5.0    1.7    1.7     .0     .0
  20     대    (120)   14.2   19.2   15.8    5.8    7.5    7.5    1.7    7.5   10.0    3.3    4.2     .8     .8    1.7
  30     대    (120)   25.0   20.0   10.0    6.7    6.7   10.0    4.2    5.0    2.5    2.5    5.0    2.5     .0     .0
  40     대    (120)   18.3   10.8    5.0   15.0   11.7    5.8    4.2    9.2    5.0    5.0    5.0    5.0     .0     .0
  50대 이상    (180)   23.3    8.9    7.2   10.0   10.6    8.3    8.9    2.8    5.6    4.4    3.3    6.1     .6     .0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21.5   19.5    5.0   13.0    6.5   10.5    5.0    3.5    3.5    3.5    2.0    6.0     .5     .0
  2 공   구    (200)   18.0   20.0    6.5    9.0    6.5    9.5    6.5    1.5    6.5    7.0    5.0    3.0     .5     .5
  3 공   구    (200)   18.0    7.0   22.0    5.5   12.0    4.5    5.0   11.0    6.0    1.5    5.0    2.0     .0     .5

◎학 력 별
  중졸 이하     (16)   18.8     .0    6.3   18.8   18.8   12.5    6.3    6.3     .0   12.5     .0     .0     .0     .0
  고     졸     (31)   25.8    9.7    3.2   16.1    9.7    9.7    3.2     .0    3.2    6.5    6.5    6.5     .0     .0
  대재 이상    (553)   18.8   16.3   11.8    8.5    8.0    8.0    5.6    5.6    5.6    3.6    4.0    3.6     .4     .4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24.0   14.8    7.1   12.2    7.7    7.7    5.1    4.6    4.1    4.1    2.6    5.1     .5     .5
  블루   칼라   (66)    9.1   16.7    7.6   10.6   10.6    6.1    1.5    7.6   15.2    6.1    4.5    4.5     .0     .0
  자  영  업   (49)   22.4   10.2    8.2    8.2   12.2    8.2    4.1    6.1    6.1     .0    6.1    8.2     .0     .0
  주       부  (138)   21.7   13.0    9.4    5.8   13.8   10.9    6.5    6.5    1.4    4.3    5.1    1.4     .0     .0
  학       생  (113)    8.8   21.2   24.8    6.2    2.7    8.8    5.3    5.3    7.1    4.4    3.5     .9     .0     .9
  무직 / 기타   (38)   28.9   15.8    7.9   13.2     .0    2.6   13.2     .0    2.6    2.6    5.3    5.3    2.6     .0

◎소   득   별
  200만원미만  (139)   18.7   16.5    9.4    7.2   11.5    8.6    5.8    3.6    6.5    2.9    5.0    4.3     .0     .0
  200- 299만원 (206)   18.9   14.6   13.6   10.2    4.9    6.8    5.8    7.3    5.8    3.9    4.4    3.9     .0     .0
  300- 399만원 (165)   18.8   16.4   10.3    9.7   10.9    9.1    4.2    5.5    3.0    3.0    4.8    3.0     .6     .6
  400만원 이상  (88)   21.6   14.8   10.2    9.1    6.8    8.0    6.8    3.4    5.7    8.0     .0    3.4    1.1    1.1
  무   응  답    (2)     .0     .0     .0     .0     .0   50.0     .0     .0   50.0     .0     .0     .0     .0     .0

◎지  역  별
  서      울   (391)   20.5   15.6   11.5    7.9    9.5    6.1    5.6    6.4    4.1    3.6    4.3    3.8     .5     .5
  경      기   (110)   20.9   18.2    6.4    9.1    5.5   15.5    5.5     .9    7.3    5.5    2.7    2.7     .0     .0
  기타  지역    (99)   12.1   12.1   15.2   14.1    7.1    8.1    5.1    6.1    8.1    4.0    4.0    4.0     .0     .0

◎방문  빈도
  처음  방문   (375)   17.9   16.0   12.0    8.8    8.5    8.5    5.6    5.6    5.9    4.5    3.2    2.9     .3     .3
  재  방  문   (225)   21.3   14.7    9.8    9.8    8.0    7.6    5.3    4.9    4.4    3.1    5.3    4.9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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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4-2 ] 청계천 방문시 인상적인 것 - 1,2순위 종합

-----------------------------------------------------------------------------------------------------------------------------
응답내용 사례수  터널  광통교 소망의 수표교 갈대밭  청계  청계천  버들  리듬  옥류천 정조반   오간   기타   존치   돌담  없다
                 분수           벽     터           광장  빨래터  습지  벽천          차도    수문터        교각
-----------------------------------------------------------------------------------------------------------------------------

 [전  체] (600)   29.8   25.3   22.3   19.2   17.0   16.7   14.5   13.2   10.7    9.8    7.3    6.7    4.8    1.2   .3     .3
 
◎성   별
  남   자 (300)   28.0   27.7   19.0   24.3   15.7   17.3   11.7   13.0    9.3   11.3    9.0    7.3    4.3     .7   .3     .3
  여   자 (300)   31.7   23.0   25.7   14.0   18.3   16.0   17.3   13.3   12.0    8.3    5.7    6.0    5.3    1.7   .3     .3
 
◎연령별
  10  대  (60)   48.3   11.7   40.0   10.0    8.3   16.7    6.7   18.3   13.3    8.3    8.3    1.7    6.7    1.7    .0     .0
  20  대 (120)   36.7   20.8   25.8   10.0   20.8   21.7   12.5    8.3   10.8    8.3    3.3    9.2    6.7    1.7    .0    1.7
  30  대 (120)   34.2   32.5   20.0   17.5   13.3   16.7   12.5   12.5   11.7    7.5    6.7    6.7    6.7     .8    .0     .0
  40  대 (120)   25.8   23.3   20.8   25.0   19.2   12.5   15.8   11.7   15.8   10.0    8.3    7.5    2.5     .0    .8     .0
  50대이상 (180) 18.9   29.4   16.7   25.6   18.3   16.1   18.9   16.1    5.6   12.8    9.4    6.1    3.3    1.7     .6    .0
 
◎조사 지역별
  1 공구 (200)   32.0   32.0   10.0   32.0   11.5   27.0   13.0    8.5    7.0    8.0   10.0    3.0    4.0    1.5    .0     .0
  2 공구 (200)   36.5   22.0   11.5   17.5   20.0   17.0   11.5   20.5    3.5   15.0    5.5   10.0    6.0    1.5    .5     .5
  3 공구 (200)   21.0   22.0   45.5    8.0   19.5    6.0   19.0   10.5   21.5    6.5    6.5    7.0    4.5     .5    .5     .5
 
◎학  력  별
  중졸이하 (16)  12.5   18.8   25.0   37.5   12.5   12.5   31.3   18.8    6.3   12.5    .0    6.3     .0     6.3     .0    .0
  고    졸 (31)  19.4  29.0    9.7   45.2   12.9   16.1   16.1    6.5     .0   19.4    6.5   16.1     .0     .0      .0    .0
  대재이상 (553) 30.9  25.3   23.0   17.2   17.4   16.8   13.9   13.4   11.4    9.2    7.6    6.1    5.2    1.1      .4    .4
 
◎직  업  별
  화이트칼라 (196) 27.6  31.1  15.8  23.5   14.8   20.4   12.2   10.7   10.7   10.2   10.2    5.1    5.1    1.0     .5    .5
  블루  칼라  (66) 28.8  15.2  27.3  22.7   24.2   13.6   16.7   10.6   13.6   10.6    4.5    9.1    3.0     .0     .0     .0
  자 영  업   (49)  22.4  24.5  18.4  26.5  10.2   14.3   20.4   12.2   12.2   14.3   12.2    6.1    4.1    2.0     .0     .0
  주     부  (138)  27.5  28.3  23.2  16.7  18.8   14.5   18.8   15.2   10.1    8.7    3.6    7.2    4.3     .7     .7     .0
  학     생  (113) 40.7  15.9   35.4  8.8   14.2   17.7   10.6   15.0   12.4    6.2    5.3    7.1    7.1    1.8     .0     .9
  무직/기타   (38) 28.9  31.6  10.5  21.1   26.3   10.5   10.5   18.4     .0   15.8   10.5    7.9    2.6    2.6     .0     .0
 
◎소  득  별
  200만원미만(139) 28.1  22.3  27.3   18.0   18.7   13.7   19.4   12.9   11.5    8.6    5.0    7.2    4.3    1.4    .0     .0
  200- 299만원(206) 29.1  25.2  24.3   20.9   18.9   18.4   10.2   13.1   11.7   10.2    6.8    6.8    3.9    .5    .0     .0
  300- 399만원(165) 32.7  23.0  20.0   18.2   10.9   17.6   18.2   13.9   10.3    9.1    7.3    7.9    6.7    1.8    .6     
.6
  400만원 이상(88) 29.5  35.2  13.6   18.2   20.5   14.8   10.2   12.5    8.0   12.5   12.5    3.4    4.5    1.1    1.1    
1.1
  무 응 답(2) .0   .0   50.0   50.0   50.0   50.0     .0     .0     .0     .0     .0     .0     .0     .0     .0     .0

◎지 역 별
  서    울 (391)  27.6   26.3   22.8   17.4   17.6   14.8   16.1   12.3   12.5    9.5    8.4    6.4    4.9   1.5    .5     .5
  경    기 (110)  33.6   23.6   17.3   23.6   17.3   20.0    8.2   14.5    7.3   11.8    5.5    8.2    6.4    .9    .0     .0
  기타 지역 (99)  34.3   23.2   26.3   21.2   14.1   20.2   15.2   15.2    7.1    9.1    5.1    6.1    3.0    .0    .0     .0
 
◎방 문  빈 도
  처음방문 (375)  32.0  23.7   22.9   18.4   16.5   16.8   14.7   14.7   11.5   10.7    5.6    5.9    3.7    1.3     .3    .3
  재 방 문 (225)  26.2  28.0   21.3   20.4   17.8   16.4   14.2   10.7    9.3    8.4   10.2    8.0    6.7     .9     .4    .4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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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5 ] 향후 청계천 개선사항

 
-------------------------------------------------------------------------------------------------------------------
 응 답 내 용       사례수  편의시설 교통혼잡 접근시설 보행공간 안전대책 수질관리 상류지천  보행로  조경시설   없다
                                     해소및    확충     확충     보강              복원     포장     확충
                                     대중교통
                                       확충
-------------------------------------------------------------------------------------------------------------------

 [전        체]    (600)     60.5      7.5      7.3      7.2      7.2      6.0      3.8       .2       .2       .2

◎성        별
  남        자     (300)     61.0      7.7      8.3      7.7      4.0      7.3      3.7       .3       .0       .0
  여        자     (300)     60.0      7.3      6.3      6.7     10.3      4.7      4.0       .0       .3       .3

◎연   령   별
  10        대      (60)     46.7      8.3     11.7      6.7     11.7     11.7      3.3       .0       .0       .0
  20        대     (120)     51.7     10.8      5.0     11.7     10.0      4.2      6.7       .0       .0       .0
  30        대     (120)     59.2     10.8      8.3      7.5      4.2      5.0      4.2       .0       .8       .0
  40        대     (120)     62.5      8.3      6.7      5.8      3.3      9.2      2.5       .8       .0       .8
  50 대  이 상     (180)     70.6      2.2      7.2      5.0      8.3      3.9      2.8       .0       .0       .0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56.5      7.0      6.0     10.5      7.5      6.0      6.5       .0       .0       .0
  2    공   구     (200)     49.5     10.5      9.5      9.0     10.0      8.0      3.0       .5       .0       .0
  3    공   구     (200)     75.5      5.0      6.5      2.0      4.0      4.0      2.0       .0       .5       .5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87.5       .0       .0       .0     12.5       .0       .0       .0       .0       .0
  고        졸      (31)     74.2      3.2      9.7      3.2      3.2       .0      3.2       .0       .0      3.2
  대 재  이 상     (553)     59.0      8.0      7.4      7.6      7.2      6.5      4.0       .2       .2       .0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57.1      7.7      7.7      8.2      8.7      5.6      5.1       .0       .0       .0
  블 루  칼 라      (66)     66.7      9.1     12.1      4.5      3.0      4.5       .0       .0       .0       .0
  자   영   업      (49)     71.4      8.2       .0      6.1      2.0      8.2       .0      2.0      2.0       .0
  주        부     (138)     63.8      7.2      7.2      5.8      7.2      4.3      3.6       .0       .0       .7
  학        생     (113)     49.6      7.1      8.0      8.8     11.5      8.8      6.2       .0       .0       .0
  무 직/ 기 타      (38)     73.7      5.3      5.3      7.9       .0      5.3      2.6       .0       .0       .0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64.0      6.5     11.5      4.3      5.0      5.8      2.2       .0       .0       .7
  200- 299만원     (206)     63.1      9.2      5.8      4.9      7.8      6.8      1.9       .5       .0       .0
  300- 399만원     (165)     62.4      6.1      6.1      8.5      8.5      4.8      3.6       .0       .0       .0
  400만원 이상      (88)     45.5      8.0      6.8     14.8      6.8      6.8     10.2       .0      1.1       .0
  무   응   답       (2)     50.0       .0       .0       .0       .0       .0     50.0       .0       .0       .0

◎지   역   별
  서        울     (391)     63.2      5.1      7.2      6.4      7.7      6.1      3.8       .3       .0       .3
  경        기     (110)     50.0     11.8     12.7     10.9      7.3      4.5      1.8       .0       .9       .0
  기 타  지 역      (99)     61.6     12.1      2.0      6.1      5.1      7.1      6.1       .0       .0       .0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60.0      8.5      5.3      6.9      7.5      5.9      5.1       .3       .3       .3
  재   방   문     (225)     61.3      5.8     10.7      7.6      6.7      6.2      1.8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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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6 ] 청계천 복원이후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

                              
                              -------------------------------------------------------------
                              응 답 내 용       사례수  문화공간  주변부  문화유산 상류지천
                                                          확충    재개발    복원     복원
                              -------------------------------------------------------------

                               [전        체]    (600)     35.2     28.7     26.3      9.8

                              ◎성        별
                                남        자     (300)     34.0     27.0     26.0     13.0
                                여        자     (300)     36.3     30.3     26.7      6.7

                              ◎연   령   별
                                10        대      (60)     48.3     23.3     23.3      5.0
                                20        대     (120)     40.8     15.0     34.2     10.0
                                30        대     (120)     31.7     27.5     29.2     11.7
                                40        대     (120)     33.3     33.3     21.7     11.7
                                50 대  이 상     (180)     30.6     37.2     23.3      8.9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39.0     14.0     34.5     12.5
                                2    공   구     (200)     43.0     26.0     19.0     12.0
                                3    공   구     (200)     23.5     46.0     25.5      5.0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37.5     37.5     12.5     12.5
                                고        졸      (31)     35.5     29.0     22.6     12.9
                                대 재  이 상     (553)     35.1     28.4     26.9      9.6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32.7     26.0     31.6      9.7
                                블 루  칼 라      (66)     31.8     25.8     22.7     19.7
                                자   영   업      (49)     32.7     32.7     18.4     16.3
                                주        부     (138)     33.3     38.4     23.9      4.3
                                학        생     (113)     44.2     20.4     27.4      8.0
                                무 직/ 기 타      (38)     36.8     31.6     21.1     10.5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27.3     32.4     30.2     10.1
                                200- 299만원     (206)     38.3     29.1     22.8      9.7
                                300- 399만원     (165)     40.0     27.3     25.5      7.3
                                400만원 이상      (88)     31.8     25.0     29.5     13.6
                                무   응   답       (2)       .0       .0     50.0     50.0

                              ◎지   역   별
                                서        울     (391)     34.5     30.4     25.8      9.2
                                경        기     (110)     34.5     24.5     30.0     10.9
                                기 타  지 역      (99)     38.4     26.3     24.2     11.1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34.7     28.5     26.7     10.1
                                재   방   문     (225)     36.0     28.9     25.8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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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7 ] 청계천 재방문 의향

                     
                     -------------------------------------------------------------------------------
                     응 답 내 용       사례수    매우   있는 편  없는 편    전혀       종합평가
                                                 많다                       없다
                                                                                   -----------------
                                                                                    의  향   비의향
                     -------------------------------------------------------------------------------

                      [전        체]    (600)     46.2     51.8      1.7       .3     98.0      2.0

                     ◎성        별
                       남        자     (300)     45.7     52.7      1.7       .0     98.3      1.7
                       여        자     (300)     46.7     51.0      1.7       .7     97.7      2.3

                     ◎연   령   별
                       10        대      (60)     40.0     58.3      1.7       .0     98.3      1.7
                       20        대     (120)     48.3     46.7      3.3      1.7     95.0      5.0
                       30        대     (120)     40.8     55.8      3.3       .0     96.7      3.3
                       40        대     (120)     40.0     59.2       .8       .0     99.2       .8
                       50 대  이 상     (180)     54.4     45.6       .0       .0    100.0       .0

                     ◎조 사 지역별
                       1    공   구     (200)     61.0     39.0       .0       .0    100.0       .0
                       2    공   구     (200)     28.5     68.0      2.5      1.0     96.5      3.5
                       3    공   구     (200)     49.0     48.5      2.5       .0     97.5      2.5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6)     56.3     43.8       .0       .0    100.0       .0
                       고        졸      (31)     51.6     48.4       .0       .0    100.0       .0
                       대 재  이 상     (553)     45.6     52.3      1.8       .4     97.8      2.2

                     ◎직   업   별
                       화이트  칼라     (196)     46.4     51.0      2.0       .5     97.4      2.6
                       블 루  칼 라      (66)     59.1     39.4      1.5       .0     98.5      1.5
                       자   영   업      (49)     30.6     69.4       .0       .0    100.0       .0
                       주        부     (138)     44.2     55.1       .7       .0     99.3       .7
                       학        생     (113)     42.5     54.0      3.5       .0     96.5      3.5
                       무 직/ 기 타      (38)     60.5     36.8       .0      2.6     97.4      2.6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139)     56.1     42.4      1.4       .0     98.6      1.4
                       200- 299만원     (206)     42.7     55.3      1.9       .0     98.1      1.9
                       300- 399만원     (165)     35.8     62.4       .6      1.2     98.2      1.8
                       400만원 이상      (88)     59.1     38.6      2.3       .0     97.7      2.3
                       무   응   답       (2)       .0     50.0     50.0       .0     50.0     50.0

                     ◎지   역   별
                       서        울     (391)     47.1     51.4      1.3       .3     98.5      1.5
                       경        기     (110)     43.6     54.5       .9       .9     98.2      1.8
                       기 타  지 역      (99)     45.5     50.5      4.0       .0     96.0      4.0

                     ◎방 문  빈 도
                       처 음  방 문     (375)     36.5     60.8      2.1       .5     97.3      2.7
                       재   방   문     (225)     62.2     36.9       .9       .0     99.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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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7-1 ] 청계천 재방문하고 싶지 않은 이유

                   
                     ------------------------------------------------------------------------------
                     응 답 내 용                                                   사례수     %
                     ------------------------------------------------------------------------------

                      [전        체].............................................    (12)    100.0

                     거리가 멀어서...............................................     (4)     33.3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아서....................................     (2)     16.7
                     너무 복잡해서...............................................     (2)     16.7
                     관련 정보가 별로 없어서.....................................     (1)      8.3
                     휴식공간이 적어서...........................................     (1)      8.3
                     산책로 길이가 너무 길어서...................................     (1)      8.3
                     보행로가 너무 좁아서........................................     (1)      8.3
                     ------------------------------------------------------------------------------
 
                     ※BASE : 청계천 재방문 비의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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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8 ] 청계천 방문 관련 개선사항

                  
                     ------------------------------------------------------------------------------
                     응 답 내 용                                                   사례수     %
                     ------------------------------------------------------------------------------
                      [전        체].............................................   (600)    100.0

                     화장실 부족.................................................   (209)     34.8
                     무응답......................................................   (100)     16.7
                     벤치 등 휴식공간이 많았으면.................................    (71)     11.8
                     휴지통 부족.................................................    (54)      9.0
                     보행로를 넓혔으면...........................................    (47)      7.8
                     편의시설 확충했으면.........................................    (40)      6.7
                     안전시설 보강했으면.........................................    (28)      4.7
                     화장실 안내표지판 있었으면..................................    (20)      3.3
                     수질관리 철저히 했으면......................................    (19)      3.2
                     계단이 더 많이 있었으면.....................................    (15)      2.5
                     계단 폭을 넓혔으면..........................................    (13)      2.2
                     주변 교통 혼잡..............................................    (13)      2.2
                     주변환경 깨끗이 했으면......................................    (12)      2.0
                     조경시설 확충했으면.........................................    (10)      1.7
                     도로 진출입구 확충했으면....................................     (9)      1.5
                     난간높이를 높혔으면.........................................     (9)      1.5
                     돌다리의 안전시설 보강했으면................................     (8)      1.3
                     물고기가 더 많았으면........................................     (7)      1.2
                     생태계 보존을 잘 했으면.....................................     (6)      1.0
                     대중교통을 보강했으면.......................................     (5)       .8
                     문화시설이 많았으면.........................................     (5)       .8
                     나무그늘이 있었으면.........................................     (5)       .8
                     안내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했으면..............................     (4)       .7
                     주차장이 있었으면...........................................     (4)       .7
                     물이끼가 끼지않게 청소 자주했으면...........................     (4)       .7
                     계단 경사를 완만하게 했으면.................................     (3)       .5
                     벽면을 콘크리트가 아닌 친환경소재로.........................     (3)       .5
                     인포메이션센터 있었으면.....................................     (3)       .5
                     자전거도로 있었으면.........................................     (2)       .3
                     화천,화단과 보행로간 경계가 있었으면........................     (2)       .3
                     보행로 포장해줬으면.........................................     (2)       .3
                     공연 등 행사를 많이 했으면..................................     (2)       .3
                     안내요원이 있었으면.........................................     (2)       .3
                     다리에 조명 설치했으면......................................     (2)       .3
                     장애인 위한 시설 있었으면...................................     (2)       .3
                     조명을 더 밝게해줬으면......................................     (2)       .3
                     음료자판기가 있었으면.......................................     (2)       .3
                     산책로를 흙으로 했으면......................................     (2)       .3
                     화장실이 깨끗했으면.........................................     (1)       .2
                     볼거리가 다양했으면.........................................     (1)       .2
                     진출입계단이 더 많았으면....................................     (1)       .2
                     문화재 해설내용을 게시했으면................................     (1)       .2
                     시설보호를 위한 푯말 설치했으면.............................     (1)       .2
                     체험학습장 실시했으면.......................................     (1)       .2
                     엘레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했으면........................     (1)       .2
                     식수가 있었으면.............................................     (1)       .2
                     음악을 틀어줬으면...........................................     (1)       .2
                     운동시설 확충했으면.........................................     (1)       .2
                     돌다리가 더 많았으면........................................     (1)       .2
                     물깊이가 더 깊었으면........................................     (1)       .2
                     안내책자가 있었으면.........................................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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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에 관한 서울시민 의식 조사 (05/11)

-청계천방문자 대상- 
ID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월드리서치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서울시 출연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의뢰로 지난 10월 개방된 청계천 복원

에 관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본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월드리서치 Tel : 561-9009

  SQ1. 선생님의 ‘연세’는 현재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만__________세〕

➡ [2005년 11월 현재 기준 만15세 이하는 면접 중단]

  SQ2. 성 별(※ 면접원 기재)      ① 남자       ② 여자

  SQ3. 조사지역(※ 면접원 기재)   ① 1공구      ② 2공구      ③ 3공구

▣ 청계천 이용실태

문1. 선생님께서는 10월 1일 청계천이 개방된 이후 오늘로 청계천을 몇 번째 방문하셨습니까?

① 처음 방문[▶ 문2로] ② 2번째 이상 (         번째)[▶ 문1-1로]

   문1-1.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느 요일에 청계천을 방문하십니까?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⑥ 토요일 ⑦ 일요일 ⑧ 특정요일 없음

   문1-2.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느 시간대에 청계천을 방문하십니까?

① 아침 (오전 6~9시) ② 오전 (오전 9시~낮 12시)

③ 오후 (오후 12시~6시) ④ 저녁 (오후6시~저녁 9시)

⑤ 밤   (저녁 9시~12시) ⑥ 새벽 (밤 12시~새벽6시)

문2. 선생님께서는 주로 누구와 함께 청계천을 방문하십니까?

① 혼자 ② 친구 ③ 연인

④ 가족 또는 친지 ⑤ 직장동료 ⑥ 기타                     

문3.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방문 시 평균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처음 방문 시 : 머물 예정 시간,  2번 이상 방문 시 : 평균 머무는 시간)

① 30분 이내 ② 30분~1시간 이내 ③ 1~2시간 이내

④ 2~3시간 이내 ⑤ 3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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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선생님께서는 오늘 청계천을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셨습니까?

① 조깅 등 운동하기 위해서 ② 휴식, 산책하기 위해서

 ③ 약속 등 만남이나 교제 장소로 ④ 생태체험을 위해서

  ⑤ 보행통로로 ⑥ 관광 차원에서

⑦ 기타                  

문5. 선생님께서는 청계천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① 신문·잡지 ② 텔레비전·라디오

 ③ 안내문(현수막,간판,포스터,광고 등) ④ 인터넷(청계천 홈페이지 제외)

  ⑤ 청계천 홈페이지(http://cheonggye.seoul.go.kr) ⑥ 서울시 홍보/간행물

⑦ 주변사람 ⑧ 기타                  

▣ 교통 수단

문6. 선생님께서 청계천에 오실 때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지하철 ③ 시내(마을)버스

④ 택시 ⑤ 자가용 ⑥ 기타               

문7. 선생님이 계신 곳(집, 직장)에서 청계천까지 오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십니까?

① 10분 이내 ② 10~30분 이내 ③ 30분~1시간 이내

④ 1~2시간 이내 ⑤ 2시간 이상

▣ 청계천복원사업 평가

문8.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서울의 역사, 문화, 환경을 잘 복

원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업 취지에 맞게 매우 잘 복원된 사업이다

② 대체로 잘 복원된 사업이라 생각한다

③ 별로 잘 복원되지 못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④ 전혀 복원되지 못한 사업이다

문9. 선생님께서는 도심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킨 청계천 복원사업이 서울시 도심 환경 개

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기여했다 ② 대체로 기여한 편이다

③ 별로 기여하지 못한 편이다 ④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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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이미지

문10.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 이전과 이후에 다음의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쁘다’를 0점으로, ‘매우 좋다’를 10점으로 하여 점수를 적어 주십시오.

       

                          보통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10-1. 도심의 이미지 : 청계천 복원 이전 (   )점 ⇒ 청계천 복원 이후 (   )점  

   문10-2. 인근지역 환경 : 청계천 복원 이전 (   )점 ⇒ 청계천 복원 이후 (   )점  

   문10-3.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으로서의 청계천 이미지 :

                            청계천 복원 이전 (   )점 ⇒ 청계천 복원 이후 (   )점  

문11.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이후 청계천 주변의 다음 각각의 환경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원 : 항목별로 각각 물어볼 것)

복원 완공 후 주변환경 매우 개선됨 개선된 편 변화 없음  악화된 편 매우 악화됨

 1) 대기상태 1 2 3 4 5

 2) 수질 1 2 3 4 5

 3) 소음 1 2 3 4 5

 4) 악취 1 2 3 4 5

 5) 일조량 1 2 3 4 5

 6) 바람길 1 2 3 4 5

▣ 청계천 만족도

문12. 다음은 청계천의 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

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면접원 : 항목별로 각각 물어볼 것)

이용시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접근시설(도로진출입구, 계단 등) 1 2 3 4 5

2) 편의시설(휴지통, 화장실, 안내시설 등) 1 2 3 4 5

3) 청계천 관리상태(청소, 시설관리 등) 1 2 3 4 5

4) 조명 1 2 3 4 5

5) 산책로 1 2 3 4 5

6) 안전시설 1 2 3 4 5

7) 청계천 복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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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역사’, ‘도시’, ‘생태’를 대표할 만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을 조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 및 공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만족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면접원 : 항목별로 각각 물어볼 것)

시설 및 공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역사 (광통교, 정조반차도, 수표교터, 옥류천,
  오간수문터 등)

1 2 3 4 5

2) 도시 (청계광장, 리듬벽천, 소망의 벽, 터널분수,
   존치교각 등)

1 2 3 4 5

3) 생태 (버들습지, 갈대밭 등) 1 2 3 4 5

문14. 선생님께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및 공간 중 가장 인상적인 곳이 어디

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순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① 광통교    ② 정조반차도   ③ 수표교터 ④ 옥류천

⑤ 오간수문터    ⑥ 청계천 빨래터   ⑦ 청계광장 ⑧ 리듬벽천

⑨ 소망의 벽     터널분수    존치교각  버들습지

 갈대밭     기타               

▣ 개선점 및 재방문 의향

문15. 선생님께서는 향후 청계천에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편의시설(화장실, 휴지통) 확충 ② 수질관리

③ 접근시설(도로진출입구, 계단) 확충 ④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 확충

⑤ 보행공간의 확충 ⑥ 상류지천의 복원

⑦ 안전대책 보강 ⑧ 기타                         

문16. 선생님께서는 청계천 복원 이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① 주변부 재개발 ② 문화유산의 복원

③ 도시문화공간의 확충 ④ 상류지천 복원

⑤ 기타                  

문17. 선생님께서는 청계천을 다시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방문 의향이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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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체로 방문 의향이 있는 편이다

③ 별로 방문 의향이 없는 편이다

④ 방문 의향이 전혀 없다

   문17-1. 선생님께서 청계천을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문18로 ]

문18. 끝으로 청계천 방문과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으시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

▣ 통계 처리 문항

DQ1.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졸 이하     ② 중졸(재/중퇴) ③ 고졸(재/중퇴)      ④ 대재 이상

DQ2.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① 전문/자유직 ② 사무/기술직 ③ 경영/관리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일용/작업직 ⑥ 생산/운수직

⑦ (전업)주부 ⑧ 학생 ⑨ 자영업

⑩ 무직  농림축수산업      기타_____________

DQ3. 선생님을 포함한 선생님 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상여금, 부수입 등을 모두 포함해서 월 평균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49만원 ③ 150-199만원

④ 200-249만원 ⑤ 250-299만원 ⑥ 300-349만원

⑦ 350-399만원 ⑧ 400-499만원 ⑨ 500만원 이상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주소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

응답 일시 2005년     월     일     시 검 증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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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청계천복원사업 참여자 명부

▎ 서울시  ▎
간찬기 강경원 강경한 강교원 강미혜 강수학 강승규 강윤규 강정훈 강종삼 강창구

강한수 강형우 고인석 고진영 고형철 고홍석 공성국 곽범구 곽영시 곽정순 구봉서

구아미 구현민 국윤호 권승미 권영규 권영호 권오국 권완택 권종수 권태환 권혁제

길혜경 김건태 김경숙 김경애 김경오 김경용 김경제 김경태 김경호 김경화 김계호

김광래 김교붕 김근섭 김기산 김기윤 김기춘 김기호 김길식 김남중 김대호 김덕영

김동일 김란희 김린태 김만수 김명섭 김명희 김문현 김민영 김배식 김병곤 김병일

김병하 김봉찬 김삼현 김상범 김상범 김상용 김상현 김상환 김석종 김성남 김성도

김세율 김수영 김순직 김승일 김승진 김애자 김연섭 김연홍 김영걸 김영관 김영철

김영호 김영흠 김옥희 김용암 김용완 김용준 김용진 김우림 김우석 김욱경 김운수

김웅락 김윤규 김윤정 김은경 김은순 김은향 김인철 김일기 김장건 김장렬 김장열

김재민 김재범 김정선 김정호 김정호 김종락 김종로 김종민 김주형 김진구 김진기

김진만 김진효 김창식 김천수 김태두 김태희 김하국 김해정 김현국 김현상 김현섭

김현수 김현식 김현정 김호식 김홍국 김홍기 김홍식 김회중 김훈익 김훤기 김흥수

나채욱 남원준 남춘미 노미용 노석태 노성광 노재윤 도경승 도일환 라진구 마국준

모완수 목영만 문유식 민병찬 민선희 박구서 박노산 박만헌 박명현 박문규 박상빈

박상원 박성근 박소현 박수진 박영곤 박영석 박영훈 박원발 박은경 박은진 박인선

박일현 박일형 박종국 박종식 박종암 박종웅 박  준 박중권 박진기 박진용 박창호

박파랑 박  향 박현욱 박호영 박후경 박흥수 박희균 박희수 박희수 박희진 배광환

배기백 배문정 배용호 배일상 배형우 백명호 백상희 백윤기 백종문 변민근 변봉섭

사창훈 서강원 서점덕 서정협 석용배 선현규 손기봉 손창익 송경재 송도효 송두석

송득범 송상영 송석준 송웅기 송준서 송진화 송홍규 신경애 신대현 신덕영 신동우

신동호 신만철 신봉호 신삼수 신상철 신수용 신욱재 신정식 신종환 신진호 심재홍

심주현 안남선 안석수 안세갑 안승일 안윤기 안장호 안재오 안준호 안진섭 안흥규

양사선 양완수 양윤재 엄규용 연갑수 연병섭 오달영 오병훈 오석률 오세영 오재영

오종석 오현정 오현종 오형철 오희선 옥덕천 원세훈 유기운 유미숙 유석윤 유성수

유승성 유영남 유영선 유영팔 유종산 유철응 유택상 유현식 윤기찬 윤수길 윤영권 

윤영대 윤영민 윤영석 윤영선 윤영용 윤유환 윤인식 윤재철 윤종철 윤종현 윤희천 

음성직 이경수 이경연 이경재 이광만 이광석 이광환 이규종 이근옥 이금선 이길연

이남형 이덕수 이동근 이동욱 이동원 이동호 이동훈 이만기 이명박 이무림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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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이비오 이상근 이상근 이상배 이상열 이상용 이상용 이상현 이상훈 이상희

이상희 이수진 이순희 이승균 이승우 이시종 이연수 이영복 이영선 이영우 이완섭

이용민 이용우 이용의 이용태 이원탄 이은숙 이은영 이익주 이인근 이인배 이재덕

이재성 이재철 이정섭 이정호 이정화 이제원 이종길 이종도 이종상 이종운 이종한

이종현 이준규 이준해 이진우 이창영 이창학 이춘식 이해선 이형복 이형우 이형우

이형재 이혜경 이홍범 이  황 이후관 이훈상 이희신 임광빈 임록화 임상국 임승재 

임예순 임우진 임재오 임태성 임학본 장광식 장명호 장상호 장석명 장석효 장성욱 

장수철 장인규 장인호 장종환 장태종 전기성 전동순 전상무 전수호 전재식 정  권 

정기영 정기원 정남기 정남용 정도훈 정두언 정만근 정미경 정미숙 정방헌 정병일 

정병학 정보희 정수용 정순구 정연찬 정유진 정은선 정의근 정재용 정정수 정정은 

정종흡 정중규 정진우 정태근 정태옥 정현정 정홍선 정효성 정훈모 정희정 조규원 

조남준 조동철 조병준 조석주 조성길 조성호 조영미 조영호 조오영 조완석 조용상 

조홍식 주병준 주용석 주창식 주창오 지명숙 지우선 지이현 진용황 진익철 진재훈 

진철훈 차도연 차장훈 차정윤 채수현 채수훈 천대기 천민호 천승훈 최광진 최규환

최동윤 최  령 최명자 최병도 최성옥 최연우 최원규 최원석 최인석 최재범 최종선 

최진규 최진석 최태근 최해자 최혁수 최흥순 표지은 하종현 하현석 하형만 한경희 

한국영 한금주 한기백 한문철 한상주 한영택 한영희 한재호 한정수 한정훈 허광호 

허  동 허  영 허항록 홍성완 홍영두 홍영철 홍현구 황경영 황문연 황보연 황윤기 

황종화 황치영

▎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
강동주 강민이 고지애 국우각 김갑성 김경배 김광중 김기범 김미경 김상우 김상일

김  성 김세신 김신정 김영란 김운수 김정아 김정필 김종한 김진영 김태림 김태한

김호정 나태준 라도삼 박년배 박민진 박은경 박현찬 변미리 손기민 손은경 손장호

손정석 신동천 신창호 심경미 유나경 윤혁렬 이광훈 이기완 이무용 이상경 이승철

이승희 이영성 이조영 이준미 이호영 이희정 임희지 장영기 정병순 정우성 정  석

조덕훈 조용모 조용학 조용현 지은희 한인영 황기연 황성환

▎ 시민위원회  ▎
강명헌 강병기 강영숙 권숙표 권오상 권용우 권지향 권태선 김경화 김광일 김민기

김병국 김봉렬 김선아 김설주 김성수 김수근 김영규 김영복 김영수 김영욱 김영주

김영주 김용구 김은희 김인동 김일중 김재범 김재옥 김재현 김정배 김정화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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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 김준경 김진홍 김충현 김형기 김혜정 김홍석 김효선 나선화 노수홍 노응근

島谷辛宏 도규만 류현순 문애란 문홍길 민만기 민선주 박석순 박선규 박승자 박연심

박영신 박용성 박인주 박진열 박창호 배명철 배종판 배형민 백명진 백용호 변주선

서무전 서은경 설희관 손양훈 송영섭 송준상 신병식 신용선 신종원 신종호 신혜경

안병옥 여무의 원제무 유상오 유인촌 유장희 유정식 윤영민 윤인숙 이  건 이동근

이동우 이명진 이무춘 이성훈 이승재 이인모 이재후 이정수 이창미 이철영 이춘호

이학동 이혜경 이희덕 임삼진 임정희 임종건 임창복 정동양 정양희 정창무 제타룡

조광권 조인숙 진민자 차미례 최광호 최도영 최맹호 최승담 최  열 최영미 최용록

최정한 최종현 최창조 최회균 한견우 홍성태 홍은희 황상규 황철민 Andre-Marie BOURLON
Erik Pasche Tim Higham

▎ 시의회  ▎ 

강영원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명숙 김문태 김  민

김배영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춘수 김충선 김황기

김흥식 나종문 류성열 명영호 문진국 민연식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박  현 백의종 부두완 서승제 서인종 서종화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심재옥 안병소 유대운 유상두 유선목 유승주 유재운 윤학권 이강일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성구 이은석 이일희 이임주 이정선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진식 이치화 이한기 이해식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임승업 임한종 장기만

장수원 장영호 전대수 전명환 정동일 정병인 정선순 정승우 정연희 정창희 정호동

정홍식 조규성 조봉기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차정인 채갑식 최계락 최근희

최미란 최재익 최홍우 하종삼 하태종 한기웅 한명철 한명철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허명화 황명선 황을수

▎ 공사(시공, 설계, 감리)  ▎
간영문 강경은 강국신 강남경 강대철 강문규 강병훈 강  봉 강봉재 강상식 강상우 

강상운 강상의 강석영 강석조 강석현 강  성 강성길 강성만 강승우 강신구 강신명

강양희 강영종 강영철 강원필 강유미 강은식 강인식 강인철 강재욱 강정율 강정추

강종규 강진기 강천복 강천성 강춘길 강태관 강태석 강현식 강호봉 강홍열 강휘남

강희원 경석팔 고광진 고기영 고몽주 고미진 고복귀 고상규 고성태 고승주 고영운

고윤환 고창근 고태희 고한신 공석민 공재실 공정명 공현석 공흥채 곽동염 곽명수

곽상문 곽수정 곽순득 곽재은 곽정기 곽호철 구본관 구본성 구상용 구원일 구은모

구자현 구자흡 구진회 국재석 권대식 권대오 권명헌 권문현 권선문 권세봉 권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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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부 권순태 권영달 권영선 권영세 권영순 권영호 권오봉 권오석 권오식 권오재

권오환 권오훈 권용걸 권용근 권용희 권장호 권재선 권재열 권정완 권철순 권태구

권혁일 권형석 권형준 권혜진 권호정 기재호 기주형 길병도 길창훈 길환섭 김갑년

김갑렬 김갑성 김강영 김강환 김경구 김경남 김경수 김경시 김경식 김경윤 김경태

김경호 김경환 김경희 김경희 김광덕 김광모 김광복 김광석 김광수 김광익 김광태

김광현 김광호 김광호 김광호 김규중 김규창 김근여 김기부 김기성 김기주 김기중

김기철 김기철 김기호 김길원 김낙석 김남석 김달경 김대근 김대수 김대훈 김덕구

김덕성 김덕용 김도경 김도원 김도훈 김동규 김동범 김동섭 김동수 김동수 김동완

김동욱 김동욱 김동조 김동준 김동현 김동현 김동훈 김동희 김두수 김두영 김두환

김득환 김만석 김만수 김만수 김만용 김명남 김명석 김명석 김명선 김명섭 김명수

김명식 김명철 김명환 김무룡 김무정 김문현 김문홍 김미경 김미라 김미령 김미영

김미정 김민석 김민세 김민수 김민수 김민정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홍 김병국

김병길 김병수 김병욱 김병일 김병재 김병진 김병찬 김병헌 김보건 김보석 김보형

김복일 김봉구 김봉석 김삼섭 김상겸 김상기 김상록 김상배 김상수 김상주 김상철

김상태 김상환 김서권 김석균 김석수 김석용 김석운 김석태 김석훈 김석희 김선구

김선기 김선영 김선일 김선중 김선희 김선희 김성국 김성권 김성규 김성균 김성덕

김성룡 김성섭 김성연 김성완 김성원 김성인 김성일 김성일 김성일 김성일 김성재

김성주 김성주 김성철 김성태 김성택 김성호 김성환 김성회 김성훈 김성훈 김세열

김세용 김세진 김수복 김수일 김수철 김승권 김승규 김승대 김승익 김승호 김승호

김승환 김승환 김승회 김승회 김  신 김양섭 김연수 김연태 김연호 김영걸 김영경

김영관 김영규 김영규 김영근 김영대 김영덕 김영돌 김영민 김영석 김영세 김영수

김영숙 김영용 김영욱 김영욱 김영원 김영일 김영재 김영찬 김영철 김영춘 김영태

김영태 김영태 김영표 김영홍 김영환 김완수 김완종 김용권 김용권 김용근 김용남

김용만 김용석 김용선 김용성 김용인 김용주 김용진 김용진 김용철 김용호 김용호

김용호 김용화 김우연 김우현 김욱준 김운재 김웅범 김원기 김원복 김원섭 김원철

김원태 김유일 김유천 김유환 김윤승 김윤재 김은몽 김은미 김은하 김은호 김응돈

김응래 김의태 김이남 김이덕 김이환 김익기 김익준 김인기 김인배 김인식 김인종

김일규 김일선 김일수 김일호 김장환 김재건 김재경 김재곤 김재구 김재근 김재근

김재순 김재신 김재연 김재우 김재혁 김재현 김재환 김재휘 김정견 김정기 김정기

김정섭 김정수 김정우 김정호 김정호 김정화 김정훈 김정훈 김제규 김종국 김종국

김종만 김종면 김종문 김종복 김종성 김종수 김종수 김종식 김종안 김종우 김종원

김종일 김종진 김종창 김종창 김종학 김종현 김종환 김주경 김주영 김주원 김주현

김주호 김  준 김준길 김준배 김준배 김준태 김중곤 김지연 김지영 김지웅 김지혜

김지호 김지회 김지훈 김지훈 김진겸 김진권 김진남 김진두 김진보 김진성 김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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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김진영 김진용 김진태 김진태 김진호 김찬우 김창규 김창균 김창배 김창용

김창현 김창환 김  철 김철민 김철수 김철지 김춘섭 김충언 김태견 김태경 김태균

김태범 김태우 김태중 김태진 김태평 김태헌 김태현 김태현 김태호 김태희 김태희

김풍진 김하영 김학보 김학영 김학인 김한겸 김한식 김해주 김현겸 김현관 김현규

김현규 김현민 김현성 김현수 김현식 김현찬 김현호 김형기 김형수 김형식 김형우

김형일 김형준 김형태 김혜미 김혜미 김혜주 김홍경 김홍남 김홍룡 김홍배 김홍식

김홍식 김홍철 김회준 김효석 김효성 김효식 김효정 김효정 김효종 김흥기 김희경

김희열 김희재 김희정 김희정 나기보 나석환 나성수 나현덕 나형근 남경수 남광희

남궁혁 남기숭 남기정 남대희 남동열 남두일 남명중 남상관 남상균 남성희 남순성

남용운 남장학 남종우 남태호 남택진 남현우 노광수 노규일 노석홍 노영준 노일상

노정호 노진수 노창숙 노치환 노현수 노흥준 류명식 류명찬 류여진 류인영 류정수

류정일 류지용 류학렬 류호석 리출선 마규진 맹정영 모기원 문경식 문광호 문  권

문규남 문남철 문병석 문상현 문석래 문선근 문성호 문승필 문영학 문유강 문의만

문인기 문일환 문재만 문정수 문철화 문평곤 민병복 민병헌 민병호 민상기 민선학

민영석 민호기 박  건 박경길 박경섭 박경운 박경준 박계병 박광노 박광수 박광훈

박근영 박근욱 박기홍 박기환 박나락 박남구 박노순 박노엽 박달현 박대권 박대병

박대원 박두희 박면규 박명효 박문혁 박문호 박민철 박범수 박범주 박병권 박병오

박보현 박봉수 박상규 박상기 박상길 박상섭 박상용 박상욱 박상일 박상준 박상준

박상진 박상태 박상현 박상후 박석수 박선락 박성균 박성민 박성배 박성식 박성웅

박성진 박성철 박성화 박성후 박세웅 박세윤 박세진 박세흠 박세흥 박수억 박순태

박순태 박순흥 박  숭 박승원 박승희 박언주 박연호 박영도 박영만 박영온 박영일

박영준 박영철 박영호 박영훈 박영훈 박완서 박용곤 박용길 박용대 박용성 박용우

박우명 박우석 박우영 박욱근 박원전 박유재 박윤규 박윤형 박은기 박은영 박은영

박인규 박인규 박일용 박장표 박재길 박재옥 박정규 박정근 박정림 박정수 박정욱

박정익 박정호 박정호 박정환 박조영 박종고 박종관 박종국 박종길 박종남 박종남

박종득 박종승 박종우 박종익 박종찬 박종철 박종철 박종현 박종화 박주석 박주양

박주완 박준일 박준혁 박중순 박지운 박진범 박진우 박  찬 박찬선 박찬수 박찬용

박찬일 박찬주 박찬주 박찬진 박창수 박창영 박창용 박창환 박창희 박철균 박철수

박춘성 박충복 박태성 박태호 박하율 박한영 박현식 박현주 박현준 박형순 박효범

박흥석 박흥수 박흥식 박희경 박희목 방극정 방노성 방동수 방영석 방창희 배건덕

배경석 배규환 배도환 배문호 배병휴 배보현 배복환 배영호 배영환 배정현 배진환

배홍기 백경호 백광원 백님금 백미진 백선용 백승철 백영순 백옥석 백재상 백정훈

백지흥 백철기 백홍렬 변근주 변금산 변문주 변병윤 변봉주 변윤주 변종각 변종희

봉병옥 상병찬 서경민 서계호 서구원 서대원 서동삼 서동승 서립규 서민석 서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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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환 서봉수 서상용 서석구 서성영 서성윤 서승범 서영수 서영철 서용범 서용원

서우교 서우교 서원준 서원준 서유미 서인홍 서일원 서정군 서정권 서정석 서정열

서정일 서정호 서준원 서준희 서중석 서충진 서태교 서현옥 서형석 서홍규 석재덕

석현태 설종수 성원규 성익환 성태규 소  도 소일영 소형권 손문영 손문찬 손석대

손석훈 손세관 손승주 손영달 손영진 손영찬 손용석 손웅찬 손원표 손종덕 손창국

손충희 손희준 송관표 송금동 송기성 송기종 송말영 송명호 송무영 송민섭 송민호

송방선 송병선 송병준 송상현 송서우 송성걸 송성재 송성현 송승렬 송영권 송영상

송영일 송운종 송유진 송임평 송재경 송준광 송지호 송창호 송충호 송화경 송흥섭

송희영 신기섭 신동남 신동렬 신동수 신동주 신두식 신명일 신배호 신병우 신봉식

신부섭 신성철 신성호 신수아 신숙자 신순호 신영미 신용우 신익수 신인섭 신점돌

신정성 신정성 신지연 신현돈 신현동 신현범 신현성 신홍식 신효순 신훈영 신희종

심교성 심대민 심동관 심득구 심명보 심문식 심미성 심상우 심상철 심현정 심형택

심호진 안경자 안계동 안광명 안광성 안대수 안동철 안동휘 안두기 안명수 안병기

안병제 안병태 안복현 안상진 안석승 안선근 안영모 안용구 안용호 안인건 안일섭

안장학 안재용 안정용 안창호 안택종 안형식 안형준 안황기 양강석 양대일 양만기

양병열 양성춘 양소열 양승권 양승기 양의목 양인철 양제열 양진오 양창문 양창석

양창석 양하영 양현모 양희재 엄기업 엄성렬 엄윤정 엄정헌 엄주태 엄주희 여영락

여진구 연상수 염병대 염영식 염태웅 오경수 오경창 오기영 오길종 오동목 오두환

오명석 오미정 오민욱 오민호 오성규 오성근 오성표 오세양 오세창 오세호 오순대

오순택 오승영 오승천 오승택 오신탁 오양교 오영석 오영철 오용수 오점탁 오정환

오종관 오종목 오주영 오창근 오창헌 오충수 오태용 오평열 오현석 오형우 오홍문

왕재흠 용환준 우덕화 우도영 우재경 우진기 우효상 원상익 원용준 원인섭 원종명

원종은 원종진 위대필 위성표 위성필 위정규 유경선 유경희 유광구 유길상 유남식

유달영 유덕수 유동철 유동현 유병환 유병훈 유상남 유상원 유상천 유상헌 유성훈

유수열 유승룡 유승우 유영구 유영선 유영순 유영열 유영춘 유완수 유용운 유우열

유재룡 유재문 유정상 유제남 유종문 유중섭 유지상 유지은 유지호 유창재 유천복

유태석 유하나 유한상 유현아 유호민 유홍준 유효곤 유희욱 유희정 윤경미 윤경인

윤계춘 윤관수 윤광원 윤금중 윤대수 윤명철 윤미선 윤미화 윤병만 윤상만 윤석재

윤석준 윤성혁 윤성호 윤세영 윤세의 윤여준 윤여창 윤여필 윤영준 윤용남 윤용현

윤우영 윤웅노 윤원희 윤일남 윤재갑 윤정현 윤정환 윤종규 윤종일 윤종춘 윤종필

윤종현 윤주열 윤주열 윤주일 윤준상 윤치호 윤한유 윤홍문 윤홍석 윤흥협 이강균

이강무 이강수 이강원 이강진 이강학 이강헌 이강현 이건철 이건희 이경구 이경남

이경동 이경래 이경봉 이경북 이경우 이경재 이경훈 이관수 이광규 이광선 이광욱

이구봉 이국형 이규만 이규명 이규주 이규표 이규현 이규환 이근동 이근수 이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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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택 이금산 이금선 이기석 이기열 이기영 이기철 이기철 이기청 이기호 이기홍

이길성 이길연 이길옥 이길주 이길준 이난희 이남현 이대문 이대성 이대영 이대현

이덕경 이도경 이동기 이동랑 이동선 이동수 이동식 이동영 이동주 이동하 이동호

이동훈 이동훈 이동훈 이동흡 이두석 이두희 이두희 이  만 이만희 이면식 이명규

이명기 이명성 이명수 이무성 이문규 이문정 이민경 이민완 이방기 이방주 이병근

이병금 이병득 이병열 이병인 이보순 이보연 이봉구 이봉석 이봉선 이봉수 이봉재

이부원 이삼수 이삼희 이상식 이상엽 이상용 이상우 이상우 이상우 이상욱 이상운

이상율 이상주 이상출 이상훈 이석구 이석우 이석준 이석준 이석준 이석표 이석호

이선미 이선오 이선진 이선행 이성근 이성근 이성근 이성민 이성석 이성식 이성일

이성표 이성호 이순구 이순영 이순화 이승기 이승남 이승래 이승언 이승우 이승원

이승재 이승철 이승철 이승한 이승훈 이승희 이신재 이신호 이양훈 이양희 이언제

이영근 이영란 이영석 이영수 이영우 이영철 이영화 이영휘 이오복 이용권 이용승

이용엽 이용정 이용주 이용필 이용훈 이우림 이우열 이우영 이우진 이우진 이우형

이욱경 이욱재 이  웅 이웅범 이원규 이원기 이원섭 이원순 이원영 이원영 이원종

이원태 이윤봉 이윤식 이윤호 이은미 이은영 이응석 이응천 이응호 이의천 이이희

이익중 이인제 이인천 이일규 이임화 이장덕 이장원 이재석 이재식 이재열 이재영

이재영 이재용 이재용 이재웅 이재원 이재원 이재유 이재윤 이재춘 이재학 이재헌

이재현 이재현 이재호 이재흔 이재희 이재희 이정노 이정식 이정우 이정택 이정하

이정한 이정현 이정훈 이정희 이제광 이종근 이종민 이종배 이종원 이종은 이종주

이종진 이종찬 이종필 이종혁 이종호 이종화 이종희 이주민 이주옥 이주현 이주호

이  준 이준근 이준재 이준호 이준호 이중구 이중근 이지송 이진갑 이진규 이진균

이진수 이진형 이진호 이찬홍 이창석 이창성 이창주 이창현 이창형 이창호 이창환

이창훈 이천한 이천희 이철구 이철호 이철훈 이청재 이충섭 이태수 이태식 이태연

이태화 이평원 이하용 이한림 이한수 이헌정 이  현 이현구 이현기 이현범 이현우

이현재 이현채 이형강 이형규 이형석 이형주 이혜선 이호근 이호남 이호석 이호창

이홍구 이후호 이훈구 이휘성 이흥구 이흥기 이흥식 이흥식 이희갑 이희광 이희문

이희서 이희수 이희수 인장환 인종욱 임광수 임기웅 임대홍 임도인 임동인 임동탁

임무성 임병덕 임봉래 임부천 임부호 임상근 임상혁 임승록 임승호 임시내 임영배

임오택 임요섭 임원길 임재균 임재신 임재학 임재현 임재홍 임종덕 임종만 임종민

임종선 임종아 임종호 임종호 임준규 임창건 임천호 임태경 임태호 임해욱 임현빈

임현택 임호섭 장경분 장경식 장경재 장경천 장광훈 장기복 장기욱 장남규 장도진

장동호 장명남 장병희 장상수 장서일 장석근 장선일 장세주 장세창 장세홍 장수열

장수홍 장승범 장승호 장양수 장영규 장영두 장영철 장우성 장욱진 장원호 장익식

장인환 장재석 장재일 장종진 장진수 장진영 장진욱 장창명 장창호 장현문 장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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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태 장호달 전갑배 전강수 전덕준 전동운 전동호 전동휘 전만규 전명수 전명자

전병호 전상용 전성국 전성용 전성환 전송배 전영수 전우표 전장훈 전정환 전종순

전종열 전준길 전지호 전창갑 전형근 전형순 전형진 정경원 정계용 정광식 정광조

정국진 정권영 정규봉 정기수 정길홍 정덕연 정덕희 정동규 정동순 정동진 정두례

정두영 정두용 정두인 정명우 정명훈 정무현 정병수 정병운 정상준 정석우 정석환

정선길 정성봉 정성수 정성안 정성헌 정수기 정승환 정양종 정연순 정영진 정영호

정영호 정영호 정영환 정영환 정완균 정우성 정운겸 정운서 정운옥 정운익 정운진

정유균 정윤석 정윤호 정응진 정의용 정의원 정의중 정익희 정인미 정일권 정일성

정일형 정재만 정재욱 정재홍 정재희 정정균 정종권 정종호 정주현 정준모 정준영

정지문 정지석 정지성 정지순 정지혁 정진교 정진달 정진보 정진석 정진성 정진영

정진우 정진혁 정찬구 정창섭 정창연 정창화 정철권 정철운 정철웅 정청외 정하영

정한영 정해동 정현구 정현목 정현식 정현우 정현철 정형식 정형용 정호선 정화택

정회석 정회준 정흥모 정희덕 조강희 조경숙 조경제 조경진 조광현 조규남 조규남

조규상 조기전 조동엽 조동희 조명래 조명제 조미진 조미현 조백일 조병도 조병철

조병화 조병훈 조상래 조석규 조석진 조성근 조성도 조성연 조성용 조성인 조성일

조수원 조영균 조영요 조영철 조영철 조영호 조영훈 조영훈 조옥진 조용성 조용옥

조용호 조운희 조원철 조윤성 조은주 조의관 조재연 조재유 조재인 조재희 조정빈

조정숙 조정희 조종규 조준희 조철구 조충기 조충현 조충호 조태숙 조필규 조한민

조현혁 조형근 조형진 조효남 주경성 주광빈 주석찬 주세정 주재형 주정섭 주  철

주한식 주환석 지민관 지병근 지상욱 지성훈 지정민 지종호 지학송 진근용 진상문

진상환 진성자 진양교 진양훈 진정대 진정호 진정훈 진훈인 차달성 차상목 차상환

차영채 차은상 차재석 차재언 차현남 채경석 채금철 채제묵 채준병 천민재 천상식

천성길 천용환 천정식 최강일 최경돈 최경욱 최경호 최광기 최광수 최규봉 최규순

최기병 최기선 최길오 최낙기 최대식 최대호 최돈규 최동수 최동영 최동필 최동호

최동휴 최명근 최명웅 최명철 최문철 최민석 최민호 최방길 최범일 최병기 최병옥

최병환 최상귀 최상규 최상범 최상학 최상현 최상희 최석호 최석환 최선만 최선배

최선용 최성식 최성욱 최성욱 최수권 최수웅 최승렬 최승석 최승신 최시덕 최시인

최애자 최연식 최연준 최영규 최영길 최영은 최영재 최영준 최영현 최영호 최영화

최오규 최용덕 최용묵 최용현 최용호 최우석 최운진 최운호 최원만 최원석 최원섭

최원진 최윤식 최윤호 최  은 최인식 최인옥 최재복 최재성 최재영 최재용 최재원

최재응 최정권 최종기 최종설 최종세 최종원 최종진 최준기 최준열 최지선 최지은

최진규 최진만 최진영 최진우 최진호 최창석 최철호 최충남 최칠봉 최태영 최학철

최해곤 최현우 최현욱 최현진 최호동 추강호 추교룡 추길선 팽정현 표범렬 하갑식

하상구 하수용 하진철 하태중 하현민 한경구 한경옥 한금섭 한만재 한명식 한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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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호 한상두 한상운 한상천 한상현 한상환 한상환 한상희 한석희 한성부 한성희

한승헌 한시형 한  신 한신덕 한영욱 한영재 한왕수 한우현 한욱수 한재호 한재흥

한재희 한정일 한정훈 한정훈 한준상 한창용 한창희 한철환 한태진 한태호 한택수

한형도 한형동 함광섭 함병환 함승석 함재선 함창훈 허경석 허경회 허규영 허기회

허남학 허미란 허복행 허소은 허승도 허승범 허승효 허영일 허우영 허  재 허  정

허  홍 현인환 홍경석 홍경아 홍경우 홍권희 홍근표 홍기섭 홍사성 홍사승 홍석길

홍석오 홍석호 홍성주 홍성표 홍성하 홍순상 홍완택 홍용운 홍용표 홍원진 홍의기

홍일선 홍재달 홍재성 홍정석 홍종문 홍종택 황귀남 황규용 황규제 황명제 황미란

황병철 황보종구 황석률 황석창 황선석 황선희 황성원 황영범 황용연 황원중 황의철

황인건 황인희 황장하 황재호 황정호 황제돈 황제성 황창조 황춘익 황태인 황태형

황하석 황한석 황환구 Amedeo Schiattarella Andre Tammes Michel De Bruyn

▎ 청계천문화관, 홍보관  ▎
고민규 곽광순 곽병운 권도웅 김  균 김대수 김동룡 김명호 김명환 김문수 김상우

김오영 김용훈 김윤홍 김점한 김정철 김정훈 김종섭 김지윤 김진구 김진헐 김치운 

김환기 문진호 문홍국 박승홍 박영규 박재범 박종아 박해웅 서동범 송순강 송요권

송종진 신재혁 신재형 심상보 양한용 여혜진 오세진 위성장 유성희 유치성 윤백룡

윤성봉 이경남 이권욱 이상두 이원기 이은식 이종효 이효준 이희돈 임회술 장귀환

전세덕 정봉구 정연식 정종태 정철교 조은정 차중호 채호경 추두련 하성한 한경희

황영범 황현수 황혜진

▎ 상인대책  ▎
강대홍 강은화 강인석 강태선 고광휴 고영소 고재원 구철홍 김갑수 김기태 김동우

김명기 김명주 김명호 김복동 김선필 김시약 김영곤 김옥중 김원식 김장기 김종식

김진두 김태구 김희석 나승혁 나재암 류동규 마숙작 명성근 박건수 박경범 박수윤

박수호 박영헌 박영현 박재구 박전자 박진영 박찬상 박창기 박필근 박현창 배철현

백남춘 백상현 성하삼 소강윤 손근석 송금섭 송기백 송달석 안규호 안용호 여인길

오병성 우성근 유상열 유재현 유종재 윤경진 윤근창 윤용식 윤정한 이경원 이관우

이근규 이길섭 이대종 이덕성 이동욱 이맹우 이무열 이문성 이병희 이봉구 이상근

이상철 이석권 이영식 이영환 이용진 이웅재 이윤정 이재광 이종국 이종억 이중민

이창승 임용혁 임재정 장기식 장병학 전명환 전성근 전유석 정석연 정인호 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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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희 조인옥 조정환 주영일 지흥선 차재덕 최대진 최돈분 최병조 최인범 하성기

한민석 허영완 홍종성 황의진

▎ 문화재복원  ▎
고주환 김도진 김동현 김석환 김선욱 김우웅 김재홍 김정기 김종린 김종윤 김주태

김중소 김지현 김진덕 김창열 김현정 김현정 김홍식 노현균 박기만 박명현 박상곤

박진숙 박태수 박호승 배기동 백용진 변영환 서승우 서윤희 설지은 손영식 손인배

송재우 신채홍 심광수 심대섭 심정보 안봉원 염경웅 염영래 오준혁 윤관영 윤세영

윤원규 윤정화 윤홍로 이강승 이건무 이경남 이근형 이상명 이상복 이선복 이현규

이혜민 이효정 장경호 장명학 장순용 장승필 정부형 정양모 정영화 정재훈 정춘화

조길환 조상기 조용라 조유전 주남철 주대용 지건길 차영리 최계식 최병현 최영희

최재성 최종규 최지연 하성철 하  헌 한보만 한영우 홍기선 홍대선 홍지윤 황상용

▎ 교통대책  ▎
권지연 김영찬 박성희 손봉수 손의영 신치현 안계형 오영태 이영인 이용재 이의은

지남주

▎ 주변개발  ▎
김대훈 김도년 김동욱 김창수 김형묵 박병욱 송인석 신근창 심양섭 윤중경 이기천

이용익 이운란 이인성 이재원 이학렬 임동빈 전병창 전호근 제상우 최막중 최승원

최용석 최희철 허  진 홍찬표

▎ 홍보  ▎
강도연 고미향 공연희 곽보윤 권민정 권혁성 김경운 김관식 김기주 김남미 김도형

김복실 김성천 김수자 김옥현 김유원 김윤경 김은경 김점구 김종현 김진남 김청희

김평일 김흥기 노영숙 문광식 문무순 박강부 박경희 박민아 박숙희 박옥근 박월선

박정선 박정숙 박행자 배태미 백영환 백한수 손영애 송순덕 신금랑 심선례 안정열

오명훈 오병권 유병훈 윤수임 윤정희 이경출 이규숙 이민산 이부화 이상진 이  순

이승현 이영화 이은실 이인구 이재도 이종옥 이종하 이준상 이팔성 이혜갑 인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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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정상용 정옥순 정인희 정재욱 정종영 정태원 조숙경 조재원 조희왕 진정자

최군성 최종인 최창희 추종순 한태금 허정회 황우숙 황정자

▎ 유지관리  ▎
강재복 구인수 권명준 김동만 김동엽 김명진 김병규 김수훈 김양수 김영호 김윤종

김정준 김정한 김정호 김정희 김지호 김진규 김학선 김호영 노경호 노태성 문창주

민경남 박성래 박순옥 박영진 박태문 박효진 배덕효 서정호 송원근 송철호 신상명

안후승 여창건 오진모 용대중 원종석 이건왕 이상기 이상식 이석민 이석화 이성기

이승형 이  업 이영후 이용민 이재성 이재옥 이정동 이  현 이희철 전대성 정희철

조상혁 조성호 조인희 최인호 최준원 한병규 한일규 홍기주 홍선희 황원섭

▎ 인근 4개구  ▎
고경인 고재득 김광우 김덕부 김병선 김봉현 김영철 김재전 김중현 김진수 김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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