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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신기술

 어느 날 스치듯이 지나간 장면 - 고슴도치 가족이 

도로 위를 지나는 - 을 보고 어떤 광고일까 생각했다. 

며칠 후 다시 그 광고를 보고 자동차가 피하는 모

습이 추가적으로 눈에 들어왔다. 자동차가 그만큼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인가? 광고를 몇 번 더 보고 

나서야, 자동차가 주변을 잘 감지하고 위험물체가 

있으면 피해서 가는 내용인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에 

접한 기사에 의하면,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자율주

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 즐겨보았던 SF영화나 미국 드라마 나이트라이

더(Knight Rider)에서 보았었던 키트, 그것이 실현

되는 것 같다.

 다른 광고의 한 장면- 어린아이는 아빠에게 공룡에 대해 묻는다. 말문이 막힌 아빠..., 그러자 아이는 

조그마한 어떤 물건에게 다시 물어본다. 그 질문에 그것은 척척 대답도 잘한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냉

장고에게 안에 있는 식품을 보여 달라고 하니 스크린을 통해 바로 보여주고 어떤 요리가 가능한지 추천

을 해줄 뿐만 아니라, 조리과정도 알려준다. 마치 일상을 관리해주는 똑똑한 비서와 같았다. 어느 결에 

이렇게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우리의 삶속으로 파고들었는지... ...

》  칼  럼

 영화, TV광고로 보는 4차 산업혁명과 조경분야 미래
   
   이 선 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지호디자인 대표

<현대모비스 자율주행“니로”광고, 2017>

<LG U+ “우리집AI” 2017> <삼성 “셰프콜랙션 패밀리허브” 광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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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라고 한다. 이 3가지 기술이 미래의 

일상과 사회진화 방향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우리는 이미 영화를 통해 그 시작을 보았고, 조경 

분야에 활용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2. 본론

가. 영화 속의 예고

1) 블레이드 러너 2049(2017作)

 2020년을 배경으로 제작된 블레이드 러너는 1982년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소재로 상영되면서 

획기적인 발상으로 인기가 높았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복제인간(AI)은 좋은 쪽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도 이용이 된다. 또한 그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

도여서 AI와 사랑에 빠지기까지 한다. 2017년 개봉된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인간과 AI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찾아내는 이야기로 새로운 종(species)의 탄생을 보여준다. 이런 스토리 라인에서 영화 속에 등

장하는 가상의 숲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공간의 규모, 거리의 이동과 

상관없이 자연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공연이 홀로그램을 통해 입체적으로 공간을 꽉차게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신기술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과거를 언제 어디서든 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블레이드 러너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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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트릭스(1999作)

 모피스가 이끄는 조직의 도움으로 가상공간 “매트릭스”에서 탈출한 네오(주인공)는 인공지능 AI의 지배

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네오의 뇌에 유술(주짓수), 쿵푸, 태권도, 취권의 데이

터를 업로드하고, 매트릭스 안에서 훈련한다. 가상공간은 육체를 통한 경험없이 정신(뇌)과 직접 관련된다. 

하지만, 정신이 다치거나 죽으면 몸도 피흘리고 죽게 된다. 네오 일행은 매트릭스 안에서 요원(프로그램)에게 

추격당하고, 현실에서는 센티널(기계)과 싸운다.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AI가 인간을 지배, 통제하며 에너

지원으로 사용한다. 이는 AI 기술발전이 가져올 수도 있는 어두운 미래를 경고하는 듯하다.

3) 토탈 리콜(1990作)

 인간의 기억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전제로 지구와 화성을 오가며 스토리가 전개된다. 퀘이드

(주인공)는 “가상현실 여행”을 제공하는 리콜이란 회사를 통해, 본인의 기억이 조작되었음을 알게 된

다. 과거의 그가 기록해 놓은 단서를 쫓아, 퀘이드는 화성에 가서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산소 발전소

를 가동시켜 화성을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행성으로 만드는 이야기이다. 육체를 통한 경험 없이 뇌

에 직접 작용하여, 체험하고 추억하는 여행을 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4) 에이리언 : 커버넌트(2017作)

 높은 지능의 AI를 소재로 한 몇몇 영화는 자연생식(自然生殖)이 가능한 2세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는 

반면에, 이 영화에서는 인간이 창조한 AI가 스스로를 자각하고 ‘창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종

(species)을 만들기 위해 인간과 에이리언을 이용한 실험을 한다. 유전적 진화를 위해 인간을 공격하는 

에이리언(포식자)과 희생되지 않으려는 인간, 인간을 지키려는 월터(AI)와 에이리언의 유전적 진화를 조

작하고 기대하는 데이비드(AI)... 생존을 향한 상충된 입장에서 싸우고, 쫓고 쫓기는 스토리이다. 미래에 

어떤 종이 어떤 방법으로 출현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무한 가능성을 갖고 여기저기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간처럼 행동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데이비드와 

상반되는 성격의 월터가 만나는 장면이다. 인간처럼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가치관이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오묘함을 느끼게 한다. 딥 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인공지능이 계속 진화하면 결국 

사람의 손으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그들은 우리가 편리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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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화 종합

1)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대전제

 사람의 편리에 의해 만들어진 AI는 결국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더욱 사람에 가까워지고, 나쁜 일에도 

쓰일 목적으로 개발되어 AI끼리 싸우게도 되고, 인간을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조경분야에서도 

힘든 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AI를 쓸 수 있는데, 이런 부정

적인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 피하면 안된다.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2017년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당면한 저성장을 기술적 진보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이 필요

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증강’시켜주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원칙을 정해 제품디자인 단계부터 적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실제 공간 이동 없이, 뇌에 직접적으로 기억이나 추억을 입력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계층과 고령자, 신체 부자유자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술보다 구식이지만 고향에 대한 시들지 않는 사랑을 생각했었다. 움직이기 힘든, 고향을 

그리는 고령자에게 그곳의 경관을 영상으로 준비하고 거기서 자란 실제 풀과 꽃을 화분에 심어 선물

하고자 했었다. 직접 가지는 못해도 서정적인 감정이 뇌를 자극해서 위안이 되고 편히 쉴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런 것이 좀 더 발전된 기술을 만나면 실제 고향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서 안정감을 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에이리언 : 커버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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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프지 않은 이별

 좋은 사람, 일이 영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게 될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 슬픔에 빠지지만 AI기술적 요소를 잘 활용하면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곁에 두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질문하고 답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슬픔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함께 

기쁜 미래를 열수 있을 것이다. 

4) 새로운 관광상품 탄생 예고

 인체 오감을 충분히 살려서 가고 싶은 곳의 냄새, 문화까지도 연구된 프로그램을 뇌에 직접 입력해

서 시간과 공간이 절약된 기쁨을 판매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문화경

제의 힘이 큰 역할을 하게 되고 판매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스토리텔

링이 경관, 조경계획에 빠짐없이 등장했었다. 계획이나 장소에 문화(스토리텔링)를 입혀서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사람들의 구매욕을 높이고 더 가고 싶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AI 기술이 더해져서 편리

하고 경제적인 추억을 주는 관광상품이 우리를 만족시킬 것 같다. 물론 핸드 메이드 쟈켓이 기성품보

다 더 고가이듯 기존 조경분야 기술자들이 해왔던 리얼은 여전히 그 가치로서 대접 받겠지만 새로운 

분야에 우리가 눈을 떠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결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몇몇 영화를 예로 들었지만 우

리주변을 둘러보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들이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우리가 덜 생각하여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경가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가. 자유롭게 상상하자.

 상상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다른 사람의 상상이 더해지기도 하고, 실험을 거듭하며 실현된다. 필자는 

고정된 경관이 사람에게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연

출을 위한 설계기법을 연구하여 동일 외부공간이라도 동선의 변화와 소재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경

관을 체험하게 하여, 이용자는 덜 지루하고 조경분야에는 일거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각을 했었다.

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조경분야만이 아닌 여러 분야와 협력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자. 

 필자는 조경분야가 예술, 디자인분야, 관광, 대규모 공간연출(무대연출, 파티플랜 등) 등 많은 분야

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그들과의 협력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조경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의 하나인 AI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발전을 추구

하되 좋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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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인공지능 미션의 민주화(Democratizing Mission of All)

       : AI의 미션은 인류대체가 아닌 인류의 역량 증진 및 성장 촉진임.

     -인공지능 접근의 민주화((Democratizing Access of All)

       : AI는 모든 기업, 공공기관, 사람에게 자율적, 지적 역량 개발수단을 제공,

         포용적 성장 달성에 기여

     -인공지능 활용의 민주화((Democratizing Usage of All)

       : AI는 인류와 기계가 상호 보완하여 인류 진보에 도움이 되어야 함.

        (인간의 창의성, 감성, 판단력 + 기계의 연산, 정보수집능력 조화)

 

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자.

 뇌에 작용하여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공간이동을 하지 않고도 

시간적, 경제적, 혹은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적은 비용으로 정원이나 여행상품을 만들어 만족

하게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 오감을 자극하는 정교한 기술로 사람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가 관건일 것이다. 

마. 우리가(창조계급) 21세기를 이끈다.

 토론토대학교 로트먼 경영대학원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미래변화를 주도하는 현대사회의 주역을 

창조계급이라고 명명하고, 지식과 문화적 영감으로 무장한 창조계급이라고 그 특성을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창조계급은 과학기술자, 작가, 미술가, 예술가, 배우, 디자이너, 건축가, 출판인, 분석가 등 지식

집약적인 노동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조경은 종합 과학예술이 아닌가? 

그렇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주도해서 끌고 나가야할 때임이 확실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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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부지 활용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서울시가 ’22년 6월까지 이전이 확정된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27,828㎡)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은 결과, 21개 작품을 선정하는 

공모전에 한 달 간 498개 아이디어가 쏟아져 

높은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시 도시재생 분야 시민 

아이디어 공모 중 역대 가장 많은 작품이 제출되

었으며, 2월 2일(금)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총 

상금 1,000만 원과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레미콘공장 부지를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형식으로 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레미콘공

장과 주변(서울숲, 응봉, 중랑천, 한강 등) 연계

방안, 서울숲 이용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제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산업화 역사를 품은 레미콘 공장을 완전 

철거하지 않고 ‘공기 공장’으로 재생하는 내용을 

제안한 <Seoul Air Factory>(신용환‧윤종호 팀)

가 선정됐다. 시멘트 사일로(저장고)를 공기정화

탑으로 만들고, 마치 시계 톱니바퀴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구조물을 통해 단절됐던 서울숲과 응봉동

(응봉역)을 잇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2팀)은 ▴기존 시멘트 사일로 내부를 

전시장으로, 집진기 설비를 공기 청정 타워로 개조해 

재생하는 <서울숲 미래 재생 문화공원>(이동원 

씨) ▴공장부지가 숲으로 천천히 전이하는 과정

을 볼 수 있도록 ‘생태복원 숲’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 각계 시민들이 서포터즈로 참여하는 내

용의 <서울시나브로>(고성화‧하형석 팀)가 각각 선정

됐다. 

 우수상(3팀)은 ▴<ENLIGHTEN SUNGSU_성수동 

예술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예술문화집단촌>(정은호 

씨) ▴<한강 놀이터>(이광훈‧유채린 팀) ▴<서울유

스파크 10-20>(송민원 씨)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도심 속 흉물 

취급을 받았던 시멘트 공장에 새로운 가치를 부

여해 재생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서울시는 21개 수상작을 비롯해 제출된 총 

498개 시민 아이디어 중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제안을 추려, 서울숲 일대를 아우르는 문화

명소 조성 기본계획(안)에 녹여낸다는 계획이다. 

 ’76년 건립된 성수동 레미콘공장은 40년 동안 

소음, 분진, 교통문제 등으로 지역 최대 숙원이

었다. 서울시는 '15년부터 공장 이전을 위해 운

영사인 ㈜삼표산업,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 

및 관계 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듭하고 설

득한 끝에 작년 10월 ’22년 6월까지 공장을 이전

하기로 합의(서울시-성동구-현대제철-삼표산업)했다.

  〔공공개발센터 (02)2133-8354〕

서울시, 도시관리에 최첨단

‘라이다(LiDAR)’ 측량 기술 도입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 전역에 ‘라이다(LiDAR)’ 

측량 기술을 새롭게 도입한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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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지표면에 레이저빔을 발사한 뒤 레이

저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반사된 지형 ‧ 
지물의 모양을 3차원(3D)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최첨단 항공 매핑 기술인 ‘라이다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고고

학자들이 숨겨진 유물을 찾거나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을 본뜨는 데 주로 활용되는 기술로, 최근

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눈’으로 불리며 그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항공사진과 레이저측량기술(LiDAR) 비교>

 서울시는 지난 1972년부터 항공기를 통해 시의 

지형지물을 촬영하는 디지털 항공사진 데이터와 

병행해 ‘라이다(LiDAR)’ 기술을 새롭게 도입해 

서울 전역에 대한 보다 정밀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행정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미지 방식의 항공사진을 활용해 불법 

건축물 적발‧관리를 했다면 앞으로는 ‘라이다

(LiDAR)’ 기술을 통해 사진 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숨겨진 지형의 높낮이나 수목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건물까지 수치데이터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불법 개발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

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항공사진의 경우 빛이 있어야 촬영이 가능

하기 때문에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라

이다(LiDAR)’는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촬영이 가능하다. 

 시는 항공 레이저 측량자료가 연도별로 축적되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개공지와 조경 면적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 관리가 가능하고, 서울시 

녹지면적 변화도 한 눈에 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목 등에 가려져 있어 항공사진으로는 확

인이 어려운 산림‧경사 지역에 대한 지표면 공간

자료 취득이 가능한 만큼, 지형‧지표면 변화량과 

산사태 전조 현상인 땅밀림 현상 등도 비교 가능

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포항 지진피해 

현황조사 당시 이와 같은 ‘라이다(LiDAR)’ 기술이 

활용된 바 있다. 

 이밖에도 주거단지, 공원, 도로 등 설계시 경사도 

분석, 종횡단도 제작, 사각지역 측정 등 다양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라이다(LiDAR)’ 기술을 통해 서울시내 

건축물 옥상과 지붕에 입사되는 태양광에너지 

잠재량도 산출 가능하기 때문에 시는 이 기술을 

활용해 ‘서울시 햇빛지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서울시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는 

서울시내 건물 지붕과 옥상의 태양광 입사 에너지를 

지도상에 표출한 것으로 ’12년부터 시가 구축‧운영 

중이며, 개별 건물에서 확보할 수 있는 태양광에

너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입찰공고문'을 2월 26일(월) 게시하여 올해 

항공사진 촬영과 항공 레이저 측량을 진행할 업



- 10 -

체를 모집 중이며, 참여 희망 업체는 3월16일까지 

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서울시 건축기획과 

건축지원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건축기획과 (02)2133-7120〕

서울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행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3월 15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효율 향상을 통해 녹색건축물을 조성

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5년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

립”을 계기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의 그린리

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16~’17년 동대문 창업지원센터 등 5

개소에 총 1.5억이 지원되었다.

 올해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총 3억 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창호, 

단열재, 쿨루프, LED조명 시공, 신재생에너지 도

입 등 녹색건축 요소를 반영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노후 

건축물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 및 자치구가 신청

할 수 있으며, 건물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 건물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요소를 

관리기관에  제안할 수 있는 시민참여가 가능하다. 

 사업 대상은 시, 자치구 공모를 거쳐 신청한 공공

건축물 중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노후 건축

물을 우선 선정하고, 기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추가 공

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에 대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모범 사례로 조성

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

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30%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으로 2등급(6등급 → 4등

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 

운영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그린

리모델링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의 전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56%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고 한번 건물을 지

으면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는 만큼,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온실가스와 에너지 

감축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사업시행절차>

 〔건축기획과 (02)2133-7106〕

서울시, 도로시설물 점검 및 보수·보강

으로 ‘B등급 이상’ 관리

 서울시 도로시설물 579개소 중 20년 이상 된 

시설물은 63%이며, 향후 10년 이내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약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히 살

피고, 예방적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등급 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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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도로시설물 총 579개소 중 345개소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실시, 

예방적 유지관리 체제로 전환해 시설물 안전관

리를 강화한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의무점검이며, 올해는 정밀안전진단 25개소, 

정밀점검 315개소, 하자점검 5개소를 실시한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

기관에서 점검을 시행하는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진단 및 점검 시행업체 선정을 위한 '통합

발주'를 실시한다. 

 시설물별 용역비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은 

여러 사업을 묶어 1억 원 이상으로 통합발주 하

는데 이는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

가에 의해 기술력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용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

수행능력평가 실시 

 둘째, 업체가 선정돼 용역 수행 중엔 시가 점

검반을 구성해 기술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지, 

시험장비 투입과 조사가 잘 이뤄지는지 등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불법하도급 방지와 용역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관리‧감독을 강

화하는 조치이다.

 셋째, 시는 시설물 안전점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기 1회 시설물별 '집중점검제'를 실시한

다. 한강교량 같이 규모가 큰 시설물은 구간별, 

부재별로 나눠 외부전문가, 감리, 용역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5년부터 지금까지 

총 201회의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역량 향상 

등의 실효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서울시 전체 시설물을 안전등급 B등급 이상으로 

관리한다. 시는 점검용역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 

안전성을 평가하고, 발견된 결함에 대해선 우선

순위에 따라 정비하고, 내구성과 기능저하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보수‧보강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한다. 

※ 안전등급(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

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다섯째, 전문 점검업체 외에도 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평소 접근이 

어려운 한강교량 등의 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특히 

토목공학과 등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점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경각

심을 높이고 있다. 

〔교량안전과 (02)2133-1946〕

강변북로에 1호 ‘태양의 도로’ 설치 추진
 서울시 강변북로가 교량부터 옹벽, 고가차도, 

가로등까지 태양광 발전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태양의 도로’가 된다. 특히 교량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강변북로 구간 7곳에 총 26.8km 규

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올 연말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발전용량은 총 2,330kW로 연간 272만kWh 전

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서울지역 약 8,800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 연간 전력생산량 : 2,330kW(발전용량) × 3.2시간

(일조시간) × 365일= 272만kWh

 태양광 설비는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어 대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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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267톤의 

CO2 저감효과도 있다.  

※ 근거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012), 온실가스 감축계수 0.466톤CO2/MWh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는 곳은 강변북로 ▴도로

시설물 6곳 9.8km(아차산대교, 서호교, 자양고

가차도, 서빙고동 앞 사면, 성수2가동 옹벽, 천호

대교 진입램프 옹벽) ▴가로등주 1곳 17km(마

포구 하늘공원앞 등)이다.  

 다만 가로등의 경우에는 올 8월까지 0.9km를 

시범설치 한 후 나머지도 추진할 계획이며, 교량의 

경우 측면 방호벽에 설치한다.

 ※ 강변북로 도로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규모

연번 위 치
부지
형태

연장
(m)

설치면적
(㎡)

추정발전
용량(kW)

설치예정

계 7개소 26,800 19,300 2,330kW

1 서빙고동앞 사면 1,500 3,000 300kW ‘18.12

2 성수2가동 옹벽 1,500 1,500 150kW ‘18.12

3 자양고가 교량 800 800 80kW ‘18.12

4
천호대교 
진입램프

옹벽 1,000 3,000 300kW ‘18.12

5 아차산대교 교량 2,000 2,000 200kW ‘18.12

6 서호교 교량 3,000 3,000 300kW ‘19.12

7 하늘공원앞 등
가로
등주

17,000 6,000 1,000kW
‘18.8까지 

0.9km 시범설치

 도로시설물 6개소는 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강변북로 부

지를 제공하고 서울에너지공사가 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약 10년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연간 약 3천3백만 원)를 부지임대 

사용료로 낸다.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태양광 설비의 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공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에너지공기업인 서울

에너지공사와 함께 추진한다.

 가로등의 경우 서울시가 약 1억5백만 원을 투

입해 추진한다. 마포구 하늘공원 앞 중앙분리대 

0.9km에 설치된 가로등주 30개에 개당 250W 

대용량 태양전지판 2개를 시범 설치한다. 주간에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보내고 야간에 다시 한전

으로부터 전력을 받아 가로등을 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정산

한다.

 현재 강변북로 상의 가로등주는 3,400개이며,  

이중 교량하부, 수목 지역 등을 제외하고 일조량이 

충분한 도로변 가로등주는 약 2,000개 정도다.

 시는 시범 설치를 통해 발전량, 시스템 효율 등 

사업효과를 분석한 후 강변북로 전 구간으로 확대

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발전 사업으로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도로시설과 (02)2133-1679〕

서울시,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제6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구성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활동할 제15기 서울시 

건설기술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 24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 ․ 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市) 산

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시공기술의 적

정성 등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이며, 건설기술진

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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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으며, 제14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

원회 임기가 금년 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15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구성하는 위원은 턴키

공사 심의를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과 당연

직 2명을 제외한 총 248명으로 구성했다.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행정2부시장과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촉직으로 20개 전문분

야별로 교수, 연구원, 공기업, 시공회사, 설계용역

회사 등 골고루 안배하여 각계 전문가 248명을 

선임했다.

 위촉직 248명은 연임과 신규 위원의 조화와  

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제14기 위원 중 

83명을 다시 위촉하고, 나머지 165명의 위원을 

새롭게 선임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2일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 결과 총 779명이 

응모했으며, 3차례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65명의 신규위원을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

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 임기는 2018년 3월 1일~  

2020년 2월 29일까지이다.  

 또한 시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공사(100억 미만) 설계

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성 등을 심의·자문하는 

제6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 48명도 

구성하여 2018년 4월 1일 ~ 2020년 3월 31일

까지 운영한다.  

 위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http://infra.seoul.go.kr→건설기술→건설기술소식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와 관련, 

민간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에 있어 체불방지 노력을 한 건설업자에게 가

점을 우대하는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용어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에게 가점을 우대할 

수 있는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에 대한 용어 설명

나. 가점 우대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제1항)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

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

에서 가점 우대

다.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요건

(안 제10조의2제2항)

 건설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용시 대금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실시간 

확인, 인출제한 기능 등을 갖춘 시스템을 이용하

여야 함

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실적 활용 평가에 따른 서식 

제출, 변경 및 신설(제15조, 별표1 및 별표2)

 가점 우대 조항 신설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서식 변경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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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발주자·도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를 확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

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

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단말기 등으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

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과함

나.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함

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1)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ㆍ주입ㆍ가공

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함

 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할 수 없도록 함.

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1)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

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함

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하고, 건설

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

무를 신설함

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1)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및 괴롭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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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함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

 1)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가맹점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가맹본부

가 공급·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함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1)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대상을 국제기준과 같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양도ㆍ

제공하는 경우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

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

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

도록 함

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1)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

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

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해ㆍ

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ㆍ해체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함

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1)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한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의 벌금형을 가중함

 2)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

벌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

 3)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4) 사업주가 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파.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고 법 조문을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내

용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078호, 2017.11.28.공포, 2018. 

5.29.시행)됨에 따라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가 적용되는 조달

계약의 기준 금액 및 조달계약 시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에 대한 기준 마련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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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터널·공동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곳 안전대진단 실시

 국토교통부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

축, 주택 등 국토교통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

으로 구성하였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

공사,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산하

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 안전등급이 C 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 등이 해당되며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영향권(진도 4이상) 내 교량․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등급과 공용 

연수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중점 점검할 계획

이다.
<국토교통 진단대상 시설물 현황>

 점검 결과, 안전 위해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

지는 물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

수･보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안전대

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5〕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6)

함에 따라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강화 

(시행령 제24조의2, 시행령 별표1 제5호 등)

 ㅇ (관리공무원 배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

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

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의 배치를 의무화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17.8.9)에 따라, 

금번에 세부내용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 

구체화

 ** 관리공무원 배치 규정은 현재 국토부 훈령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규정)에 규

정되어 있으나, 법령으로 상향규정하여 관리

공무원 배치 강화  

 ㅇ (시․도지사의 관리권한 강화) ‘17.8월 개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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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역법 개정안이 금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

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

하여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허용 

(시행령 별표1 제2호, 제3호)

 ㅇ (전기차 충전시설 허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

 *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수소연료 공급시

설은 개발제한구역에 기허용 

 ㅇ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허용)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

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

였다.

③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 

(시행령 별표1 제3호) 

 ㅇ 그 외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

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되고, 

 ㅇ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

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류

창고 높이를 완화(8m→10m)하고, 

  -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하였다.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 완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현재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

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시장 과

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어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

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정비법 

제20조)

 ㅇ (현 황)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구조체 노후화․
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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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요청(10%이상 동의) → 현지조사(시장․군수) 

→ 안전진단 의뢰 → 안전진단(민간기관) → 판정 

(①유지보수 ②조건부 재건축 ③재건축 결정)

 ㅇ (개 선)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지조사의 

전문성․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하였다.

  - 안전진단 前단계에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 

냄으로써, 안전진단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몰비용을 줄

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

치가 조정된다.

 ㅇ (현 황) 현재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

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

하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ㅇ (개 선)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

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주거환

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

  -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주거환경 평가결과 E 등급 시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으로 판정

   

구 분
가중치

현행 개정

주거환경 0.40 0.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0.25

구조안전성 0.20 0.50

비용분석 0.10 0.10

③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

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ㅇ (현 황)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

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건

축”이라는 판정 유형을 두고 있으나, 

    * 안전진단 결과 ①유지보수 (총 100점중 55점 

초과) ②조건부 재건축 (55∼30점) ③재건축 

(30점 이하) 3가지 유형의 판정을 하며, 조건부 

재건축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가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판정 유형

  -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재건축’ 판정과 동일

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개 선)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

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

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

도록 하여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 전·후 절차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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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안

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하였다.

 ㅇ (현 황) 법률 별로 안전진단 절차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

등급 이하로 분류되어 안전상 문제가 지적

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

쳐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 되었다.

 ㅇ (개 선)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

건축하는 경우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

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

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

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 안전진단 신청(주민동의 10%) → 안전진단 실시 

결정(시장․군수) → 안전진단 의뢰(시장․군수 → 

안전진단 기관) → 안전진단 실시(안전진단 기관)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행정

예고를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18년 2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 바로가기(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 제12차 서울시 강한 비구름 유입경로 및 침수

위험도 예측 용역발주심의

○ 비구름 경로추정은 정확도나 활용 측면에서 

기상수치모델과 레이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국, 일본 

등 해외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실정에 적

합한 기술 개발 필요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유일한 기상자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서울시의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극심한 침수 피해가 예측되는 지역의 

강우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입을 검토

할 것

○ 서울시 전체지역의 관망자료를 이용하여 SWMM 

모형 입력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작업량이 많이 

소요되므로 서울시 UIS에 구축된 관망자료 

이용을 검토할 것 

 

■ 제13차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 기본설계심의

○ 본 시설물의 지하 외벽부 B1층 SLAB의 지지

점에 대하여 B1층 토압을 지지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보강계획을 수립할 것

○ 폐수처리설비 계획시 유입 원수 및 하수처리장 

유입 후 물질수지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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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처리방법의 선정 배제를 검토할 것

○ 부력방지 앵커는 시공단계별, 완공시 지하수

위와 안전율을 적용하여 재검토하고 방수층 

보호방안을 포함한 상세 도면을 추가할 것  

○ 본시설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신설 계획시 인접

하여 추진 예정인 환승주차장의 이용량, 시간 

등을 포함한 진출입도로 계획을 고려하여 검

토할 것

○ 물탱크, 펌프류는 지하1층, 지하2층에 주로 

사용하는 용도로, 상수도 직결타입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샤워실 및 화장실의 

동시 사용률을 감안하여 관경을 검토할 것

■ 제14차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 체육시설, 생태공원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 분석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유수지 활용현황을 조사하도록 보완

할 것

○ 기 수립된 유수지 활용계획에 따른 정비추진

현황 및 문제점 분석하도록 보완할 것

○ 유수지 시설 도입에 따른 기존 유수지에 대한 

치수안정성을 검토하도록 보완할 것

○ 식재계획 수립시에는 활엽수 등 낙엽에 의한 

펌프시설의 흡입 장애가 우려되므로 제진기 

등이 추가 필요하지 않는 수종 및 주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방향성 수종 등을 다각

적으로 검토하도록 보완할 것

■ 제15차 행주대교(하류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본교는 과거 붕괴이력이 있는 시설물로 붕괴 

당시 존치 구간(S1~S4, S10)에 발생한 펀칭

파괴 및 균열 손상 등에 대한 외부텐던 보강은 

시설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

설물이므로 시설물점검 및 진단시 면밀히 조사

하고, 적극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사장교 케이블 장력측정시험에 따른 케이블 

전구간에 대한 평균 장력은 허용하중(장력) 

내의 값을 유지하고 있으나, TP4 상류측 케

이블 No.3001은 설계장력 2,967kN에서 

2007년 2,571kN, 2017년 2,412kN으로 조

금씩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케

이블 허용장력을 제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제17차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공사 

설계심의

○ 기계실, 물탱크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동일 

바닥 level로 되어있어 저수조 및 배관 누수 

사고 시 전기실과 발전기실 침수의 우려가 

있으니 전기실과 발전기실의 바닥 level을 

약 600mm 정도 높여 조정할 것

○ 방재실은 적절하게 조정되었으나 청소용역원

실이 주차장내에 설치되어 접근 및 환기에 

불리한 바 적정성 검토 필요

○ 정화조 최종 방수를 VE의견을 반영하여 FRP로 

수정하였으나 정화조와 같이 오폐수가 있는 

부위에 FRP 방수가 내구성 측면에서 지장없

는지 검토 필요

○ 건물 지상1층 필로티 부분이 동해를 입을 가

능성이 높아 수도배관 등 보온 대책이 필요

하고, 띠철근 배근 등 내진관련 내용이 취약

하니 설계 보완하고 매트기초가 암반까지 도달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제18차 서계동 청파공원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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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 7017, 서부역, 공항철도 등 입지적 

잠재력을 고려하여 문화․역사 재생과 더불어 

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변 녹지

와의 연결, 생성, 확보방안을 추가토록 할 것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예상 문

제점(민원 등) 및 대안이 도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경제성 분석 시 사후 유지관리비 등이 비교,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19차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외 1개

소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 설계기준에 ‘민감도분석에 의거 사업비증액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지는 사업비(이하 

한계사업비라 한다)를 제시하여 추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사업비와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를 

추가 반영할 것

○ 예정공정표에서 중간보고→1차자문→2차자문 

순서로 되어 있으나 중간보고 이전에 1차 자

문을 통해 각종 계획 및 타당성검토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정을 

변경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항목에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공공측량 

계획’을 추가할 것

○ 하도급 사항에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

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할 것 

■ 제20차 창동·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보완

할 것

  - 경량지붕 철골부재의 해석 결과와 설계 자

료를 계산서에 추가

  - 유리창 하부에 작용하는 무게에 따른 샷시 

또는 유리 좌굴 등 위험방지 검토

○ 경량지붕 거터의 신축팽창 등 거동으로 누수

하자 발생 가능성 있으니 조치할 것

○ 주거시설 실외기실 내 가스보일러의 겨울철 

동파방지 조치 요하며, 가스보일러 하부 급수 

급탕 난방배관의 열선시공 검토

○ 흙막이 구조안전성 및 설계적정성, 구조계산의 

적정성 등 검토 요함

■ 제21차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실시설계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

○ 지장수목 조사 관련 중복 내용은 삭제하고 

벌채수목을 활용한 생물 서식처 조성, 파쇄목 

활용 등 재활용계획 수립과 수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내용을 추가할 것

○ 공사시방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제시하도록 할 것

○ 성과품에 손해배상보험(공제)증서 및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설계안전성검토

(DFS) 보고서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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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차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발주심의

○ 우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

드라인’에 따라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지능형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적용 등에 관한 내용과 ‘장애인 등 편익 증

진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적용 실무매뉴얼’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BF 인증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것

○ 본 과업내용서 전반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관

련 기준 중 건축구조기준은 2018년부터 건설

기준코드로 통합 운영되므로 향후 검토되는 

내용은 상기 기준으로 검토할 것

○ 토목계획 내용 중 지장물 조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니 추가할 것

○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할 것

○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을 하는 부위

는 집중호우에 따른 토양 내 강수 하중과 

조경 식재에 따른 생육 하중, 이용자 하중 

등을 추가 고려할 것

■ 제24차 을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제25차 퇴계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유턴, 좌회전 등 회전 교통 처리계획은 연계

도로 및 인접도로와 연계하여 처리될 수 있

도록 할 것

○ 지장물 이설시 굴착과 되메우기 등 토공공정이 

필요하며 사토장 등 공사용 재료 적정성 판

단시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자료 필요하므로 

적절한 지반조사 내용을 추가할 것

○ 도심부 보행친화공간 내 녹지대(띠녹지, 벽면

녹화 등) 설치 관련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관수시설 계획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수전지점은 부하의 중심부와 가장 가까운 위치

에서 수전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할 것

○ 경제성 분석시 편익 항목은 운행시간의 절약

대신 보행환경개선에 따른 편리성 및 쾌적성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건부가치

측정법’에 의한 ‘지불의사액’을 산정하여 적용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 제26차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개선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서울로의 야간 이용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휴게 공간 제공”의 과업 목적을 추가할 것

(전기 분야)

○ 도시공간에서 Art와 Technology를 결합한 

빛 관련 아티스트들의 작품 사례조사와 도시

경관의 Light Art Installation 사례조사를 

추가할 것.(전기 분야)

○ 조명연출로 인해 운전자 시야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인근 아파트 주민 및 

보행자,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는 내용 추가할 것(경관조명 분야)

○ 서울시 전반의 도시 품격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서울로 7017 주변 장소별(시가지, 역사문화

공간 등)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조성할 것

(경관조명 분야)

○ 국‧내외 관광객의 흥미 유발, 근‧현대사 관점

에서의 역사적 의미부여 및  야간명소로서의 

스토리텔링까지 접목한 야간경관 모색할 것

(경관조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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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제826호)

(보호기간 :  2017. 08. 25. ～ 2025. 08. 2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활성탄의 흡착력을 이용한 수처리 현장에서 활성탄의 흡착성능이 저하되면 자체 흡착여과시스템

의 재생공정을 가동한다. 증기보일러에서 발생된 100℃이상의 스팀(Steam)을 히터에 의해서 400

∼600℃의 과열수증기(Superheated steam)로 변화시켜 흡착탑 내부에 구성된 조사관을 통해서 

활성탄에 분사하면, 과열수증기로 인해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 및 오염물질을 탈착, 휘발 및 분해

과정에 의해서 제거함으로써 활성탄 재생이 완료된다.

    흡착성능이 저하된 활성탄의 신탄으로 교체 또는 대형 재생시설로 운반하여 재생 후 재충진시키는 

과정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기존 활성탄 흡착탑보다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활성탄의 교체시기를 연장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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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 사 명 양평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발 주 처 양평군 환경사업소 시공규모 1,600m3/일

공사기간 16.03.07 ∼ 16.06.05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특    징 하수처리수를 조경용수, 소각장공급용수, 비산먼지제거용수 등으로 재이용   

                                                이외 마을상수도, 하수처리장, 우수·중수처리용으로 다수 설치

 나. 향후 활용전망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건설공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는 2015년 대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모두 2016년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물부족 국

가에서의 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건설공사중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활성탄 흡착여과 시설 중 유일하게 재생공정을 포함

하고 있으며, 녹색인증과 성능인증을 확보한 신기술이 다방면에서 활용될 전망이 높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활성탄 흡착기술로 경쟁 상태에 있는 활성탄 흡착지와 흡착탑은 재생공정이 포함되지 않아 별

도의 재생시설에서 재생을 하여 사용하거나 전면 교체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재생기술로 

사용되는 로타리킬른 및 다단로는 원수를 처리하는 공정없이 활성탄 재생시설로만 구성된다.

     신기술이 과열수증기를 사용하여 활성탄 pore내에 오염물질을 탈착, 휘발 및 분해시키는 재생

방식이라면 로타리킬른 및 다단로는 활성탄을 고온에서 탄화시키고 수증기를 유입시켜 활성화시

키는 재생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신기술은 평소 여과기로 사용하다 재생시점 도래시 활성탄

의 별도 운반없이 재생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에서 재생하므로 활성탄 흡착지와 흡착탑보다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장점을 보유 하고 있으며, 로타리킬른 및 다단로보다 활성탄 수율이 

높고 에너지 손실이 절감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유지관리 및 경제적인 면에서 신기술의 경쟁 

상태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실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도 초기비용보다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기존 정수, 하

수, 폐수처리장에서 사용되었던 흡착기술과 재생기술이 별로도 운영되는 기존 기술보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수 및 재생이 가능한 신기술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기술의 상용화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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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기존 기술이 각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만 운영 및 경제적인 면과 활성탄 원료를 구하

기 어렵고 신탄의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성탄 재생사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

아지고 있어 신기술의 적용이 활발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신기술은 국내 유일한 활성탄 재생공정을 포함한 흡착여과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개

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현장에 적용되어 기술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

용되고 있는 활성탄 수처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해외수출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신기술은 흡착탑 내부에서 바로 재생이 가능한 재생시스템의 보일러, 라인히터 및 이에 따른 

배관공사, 보온공사, 전기공사가 설치공정에서 추가 되므로 기존기술에 비해 248,870,620원의 

공사비가 증가한다.

구 분 신 기 술 기 존 기 술

재 료 비 413,270,086원 246,068,390원

노 무 비 62,660,090원 49,232,156원

경    비 54,411,099원 34,003,347원

간 접 비 70,787,718원 45,579,083원

총 원 가 601,128,993원 374,882,976원

부가가치세 60,112,899원 37,488,296원

합    계 661,241,892원 412,371,272원

  (2) 공사기간

     신기술은 재생시스템 추가에 의해 초기공사기간이 기존기술보다 6일 증가하나, 활성탄 재생(2

개월 재생주기 및 2년 교체주기)을 위한 추가공사기간까지 고려하면 신기술이 기존기술보다 

21.5일 (약 27%)의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구  분
신 기 술 기 존 기 술

비  고
초기공사 추가공사 초기공사 추가공사

총 공사기간
34일 24.5일 28일 52일 현장재생으로 

신기술의 총 

공사기간 단축

58.5일 80일

 ▶ 신기술이 기존기술 대비 21.5일 (약 27%)의 공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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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지관리비

     신기술은 기존 재생방식을 사용하는 기존기술보다 취득원가 및 폐기원가가 높으나, 활성탄의 재생

시점 도래시 신기술은 별도의 재생시설로 활성탄의 이송 없이 재생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활

성탄의 운반에 따른 인건비, 기계비 및 운반비가 발생하지 않고, 과열수증기를 사용하여 활성탄의 

재생효율을 향상시키므로 사용원가의 비용절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구 분 신 기 술
기 존 기 술

방식 1 방식 2 방식 3

제 품 수 명 15년 15년 15년 15년

취 득 원 가 661,241,892원 412,371,272원 412,371,272원 412,371,272원

사 용 원 가 1,906,423,711원 6,644,948,738원 3,676,997,609원 2,577,068,17원

폐 기 원 가 11,941,375원 7,328,956원 7,328,956원 7,328,956원

합    계
2,579,606,978원 7,064,648,966원 4,096,697,837원 2,996,768,402원

100% 273.87% 158.81% 116.17%

      ※ 기존기술 방식 1 : 재생시점 도래시 활성탄을 재생하지 않고 전량 교체하는 방식

      ※ 기존기술 방식 2 : 재생시점 도래시 2회 재생 후 전량 교체하는 방시

      ※ 기존기술 방식 3 : 신기술과 동일하게 2개월마다 재생하며, 2년 후 전량 교체하는 방식

     LCC 비용 분석결과 신기술은 <방식 1>과 비교하여 63.5%, <방식 2>와 비교하여 37%, <방식 

3>과 비교하여 14%의 비용절감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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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처리를 통한 먹는물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미량의 유기물, 맛·냄새물질, 소독부산물 등을 제

거하여 맑고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물부족 문제해결, 환경생태계 보존 및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통수, 역세, 재생공정이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관련 자재납품업체, 외주업체, 활성탄 업체, 보온

업체 등 여러 중소기업의 이윤창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의 여러 분야에 인원편승이 가능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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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사 시 근로자 위치 및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제828호)

(보호기간 :  2017. 09. 05. ～ 2025. 09. 0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터널공사현장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근로자 위치측위 장비, 터널근로자를 

위한 착용형 장비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터널 내 환경정보 모니터링 설비로 터널근로자 출역상황 

및 현재위치의 파악과 환경정보(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획득이 가능한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실시간 터널작업 공정분석에 기초한 위험성평가 및 위험예측을 구현하기 위하여 터널근로자 식

별을 위한 착용형 장비, 터널내부에 설치되는 무선신호 송수신 및 터널 내 환경정보획득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 터널근로자 출역상황,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실시간 위험성평가를 위한 시스템 및 

터널 내 근로자 위치 및 작업 현황파악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안전 관리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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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의 시공절차는 총11가지 공정으로 나누며 터널 내부시공(H/W)설치, 터널 외부 시공

(S/W)설치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터널 내부는 무선통신 환경조성, 근로자 위치파악

용 장비 설치, 환경센서 설치 등으로 이루어지며, 터널 외부는 모니터링 환경(Web, App., DID) 

조성, 시스템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신기술의 시공절차]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확인주체 기관명 기관주소 및 연락처 담당부서

1
장항선 개량 2단계 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주)한라 (주)한라

(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02) 3434-5114

장항선 3공구

2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제9공구

두산건설(주) 두산건설(주)

(우)055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02) 510-3272

상주영천

고속도로 9공구
 

 나. 향후 활용전망

  ○ 안전관리비 예산 의무 배정과 관련제도 시행으로 안전관리 산업이 형성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으며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1862호, 2013,6,12공포, 20151.1.시행)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로 

공사비 대비 1.2%~3.4%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내 주요 거점간 고속 이동서비스 제공(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으로 2025년까지 고속철도 수

혜지역 확대와, 수도권 순환 철도망 건설(GTX) 및 복합개발로 인한 터널, 지하구조물 증가로 

신기술 적용 현장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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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에서 개발된 위치기반 서비스와는 달리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현장의 환경, 근로자

의 업무, 나이, 성별 등 조건에 따른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장점을 갖는 기술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건설현장에 따른 다양한 시스템 구조 변경으로 도입현장의 무한한 확대가 가능하며, 다양한 

IoT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안전한 건설 근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국내, 국외 위치기반 서비스 중 건설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개발된 최초의 시스템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 안전시장 확산에 따른 북미, 중국, 영국 등 글로벌 서비스 제공 진행 

중에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 단위 : 원 ]

비 목 금 액

순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46,770,325

일반관리비(6%) 2,806,219

이윤(15%) 3,384,019

총원가 52,960,563

부가가치세 5,296,056

합계 58,256,619

       터널길이: 1km, 규모: C군

 (2) 공사비     

  [ 단위 : 원 ]

구분 신기술 비교기술

합계 48,858,497 61,719,369

       터널길이: 1km, 규모: C군, 기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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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4) 유지관리비     

                                                                         [ 단위 : 원 ]

  

구분 신기술 비교기술

12개월 62,481,162 269,326,798

60개월 135,731,274 1,122,199,918

  터널길이: 1km, 규모: C군, 기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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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사무소 이동 횟수 감소, 종이문서 감소로 인한 탄소배출 저감 효과.

   ○ 미래지향적 Industry 4.0 건설기술로 건설, 산업분야의 다양한 확장성 기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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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체별 자율주행 기술개발 현황 Ⅱ

배경

 이번 호에서는 저번 호에서 다루지 못한 Contender 

그룹 중 나머지 회사와 Challenger 그룹의 회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현황

■Contenders(경쟁회사들)

 Delphi는 1999년 GM으로부터 분리된 후 자사

의 핵심사업을 집중 육성했으며 자율주행 기술 

역시 주요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2015년 Delphi는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미국 횡단(Palo 

Alto to New York)에 성공하였다.

 Delphi는 Intel, Mobileye와 손잡고 자사의 자

율주행 소프트웨어 Ottomatika를 개발했으며 

2021년 자율주행자동차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 

자사의 소프트웨어, 센서, 전자부품을 2019년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자사의 자율주행자동차를 

2020년대 초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최근 차량은 Ioniq EV 

차량으로 보행자 검지, 차선유지, 교통신호 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2017년 CES에서 

차량을 집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스마트홈 컨

셉을 발표, 고령자나 장애인이 집에서부터 목적지

까지 어떠한 제약없이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Peugeot, Citroën, DS automobiles를 소유

한 PSA 그룹은 2015년 Citroën C4 Picasso 

차량을 이용해 파리-보르도 구간을 운전자의 조작 

없이 주행 완료했다. 2016년에는 동일한 차종을 

이용해 파리-암스테르담 구간을 주행 완료했으며, 

전자지도 업체인 TomTom사의 HD지도를 이용

하였다. 2018년 양산될 Peugeot 508에는 SAE 

level 2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까지 

SAE level 3 또는 4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발

표했다.

 Tesla는 2014년부터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SAE level 2 주행기술을 선보였

으며, 2015년 10월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Tesla 차량 중 일부 모델에 적용했다. 현재 

가장 진보된 상용화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Lidar 센서를 이용하지 않는 특징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날씨에 따라 자율주행 기능이 

오작동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Condliffe 

2016). 실제로 2016년 자율주행자동차와 트럭 

사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때문에 Tesla는 기존 

이미지처리 업체인 Mobileye와 결별하고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한 독자적인 이미지처리 기술을 개발·

장착하였다. Tesla는 2019년 경 SAE level 4 

차량을 개발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Lambert 

2017), Navigant Research에서는 Lidar 센서

의 부재를 이유로 Tesla에서는 SAE level 4 이

상의 차량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Toyota 역시 2014년 SAE level 2 주행기술을 

선보인 이후 스탠포드, MIT와의 연구협력을 통

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Toyota는 다른 회사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SAE level 4 차

량의 상용화 시점을 2020년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Toyota는 자사의 2018 Camry 세

단 모델에 adaptive cruise control, 보행자 

감지, 차선유지 장치를 기본 옵션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2018 Lexus LS 모델에는 보행자 감지와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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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시 자동 핸들조작을 통해 보행자와의 사고

를 예방할 수 있는 능동조향 기술을 탑재한다. 

또한 카쉐어링 업체인 Getaround와 ride- 

hailing 업체인 Uber에 투자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비제조업체 ZF는 2015년 

TRW Automotive를 인수한 후 중요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업체로 부상했다. ZF는 최초로 

NVIDIA의 Drive PX2 플랫폼을 적용, 여러 센서

에서 수집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딥러닝 기

술을 통해 장애물 검지 및 분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ZF 역시 자율주행 기술 

적용을 2020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Challengers(도전회사들)

 Challenger 그룹 중 유일한 자동차 제조회사인 

Honda는 Toyota처럼 SAE level 4 이상의 자

율주행 기술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다. 대신 낮은 레벨의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 

2015년부터 자사의 주요 차량에 비상정지, 차선

유지, CACC 등의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ADAS)인 Honda sensing

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Ride-hailing 회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Uber는 2015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Uber의 연구개발 시설은 피츠버그에 

위치해 있으며 Carnegie Mellon University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Ford사의 

Fusion을 이용한 첫번째 모델은 2016년 9월 피

츠버그에서 시험주행을 마쳤으며 그 후 Volvo와 

파트너십을 체결, 샌프란시스코에서 Volvo 

XC90을 이용한 자율주행 시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Uber의 자율주행 차량이 적색 신

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사건 때문에 시험주행이 

중단되기도 했다(Davies 2016). 2017년 Uber는 

Daimler와 파트너십을 체결, Daimler 차량을 

Uber 플랫폼에 적용하기로 했다.

 보스턴에 거점을 둔 nuTonomy는 MIT에서 파

생된 스타트업 기업으로 2013년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다.

 2016년 8월 싱가포르의 Land Transport 

Authority 아래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주행

하고 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보스턴에서 시험

주행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기

술에 딥러닝을 이용하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nuTonomy는 자사의 특별한 알고리즘을 적용, 

딥러닝에 비해 정확한 이미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IT 업체인 Baidu는 2014년

부터 2016년까지 BMW와 파트너십을 체결, 운

전자 지원 기능을 연구하였으며 2015년에는 중

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운행 하였다. 

 Baidu는 2018년 상업용 자율주행자동차 생산을, 

2021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대량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Lidar회사인 Velodyne, 

그래픽 프로세서 메이커인 NVIDI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기타 회사들

 Navigant research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 중에도 자율주행자동차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들이 다수 있다.

 Apple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소식은 베일에 

감춰져 있었으나, 2017년 11월 카메라와 Lidar, 

머신러닝을 이용한 영상인식시스템인 VoxelNet을 

발표하며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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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David 2017). 그래픽 프로세서 회사인 

NVIDIA는 딥러닝을 위한 NVIDIA DGX와 차량

주행을 위한 NVIDIA Drive PX를 320여개가 넘는 

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SAE Level 5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 

탑재용 컴퓨터 NVIDIA Drive PX Pegasus를 

발표했다(Adabi 2017). 다음은 여러 회사에서 

전망한 SAE Level 3 이상 차량의 상용화 도입 

시기이다.

시사점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센서, 이

미지처리, 머신러닝, 전자지도 등 자율주행 지원

을 위한 기술과 이를 공급할 서비스망이 복합적

으로 필요한 복합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자

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IT, ride-hailing 업체 등

이 함께 공생하며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에 대

한 법령, 시험주행 시설 등 인프라의 구축도 필

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는 ride-hailing 서

비스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간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대한 활

발한 논의와 여러가지 시도가 가능하다. 반면 국

내의 경우 정부 주도의 ride-hailing 서비스(택

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량을 이용

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해외보다 다소 제한적

일 수 있다. 활발한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이를 

이용한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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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8년 2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2
서울시 강한 비구름 유입경
로 및 침수위험도 예측용역

․ 서울시 행정구역 단위 실황강우 및 
예측 강우 실시간 추정 

(390)
조건부
채택

토목

14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 유수지 52개소 (433)
조건부
채택

토목

18
서계동 청파공원 재생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문화거점 공간
으로 조성

10,200
(285)

조건부
채택

조경

19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외 1개소 타당성조사용역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 봉화산길 확장

64,000
(288)

조건부
채택

토목

21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
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도로확장(B=12m, L=780m)
․ 주차장 건설, 체육시설 이전 등

15,080
(426)

조건부
채택

건축

22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
공사 설계용역 

․ 지하2층/지상6층
․ 연면적 29,740㎡

55,000
(2,278)

조건부
채택

건축

24
을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을지로 보도확장, 자전거도로 및 
조업 정차구간 조성 등

5,364
(277)

조건부
채택

토목

25
퇴계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을지로 보도확장, 자전거도로 및 
조업 정차구간 조성 등

6,578
(299)

조건부
채택

토목

26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개선계획 수립 용역

․ 서울로에서 보는 야경의 근경, 중경, 
원경에 대한 야간경관 개발 등

200
(100)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3
광진구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대지면적 7,102㎡
․ 지하2층, 연면적 8,851.97㎡

36,352
(1,099)

조건부
채택

건축

17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4,999.63㎡

13,679
(523)

조건부
채택

건축

20
창동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건립공사 설계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7,608.66㎡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39,556
(1,765)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15

행주대교(하류) 정밀안전진단
용역

․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338)
조건부
채택

토목

입찰방법
심의

16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360톤/일
․ 재활용품 선별시설 70톤/일
․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 200톤/일 등

157,100
(100)

일괄입찰
공사

기계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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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8년 2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8.02.

건     축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등 
22건

3,124 3,031

교 통
2018년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7건

204 186

기 계 설 비 노후난방배관 교체공사 설계용역 등 3건 163 107

도 로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3건

1,986 1,882

도 시 계 획
미래서울 도시비전 공간전략 기본구상 수립 
용역 등 8건

2,811 2,570

상 하 수 도
대방천 침수저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3건

1,384 1,243

소 방 
남부도로사업소 제설 전진기지 소방시설 
감리용역

5 5

전 기 통 신
시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9건

973 919

정 밀 진 단
강서시장 청과물동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4건

304 290

조 경 장지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등 82건 1,356 1,323

지 하 철
6호선 급행열차 운행 타당성검토 용역 등 
5건

5,977 5,929

하 천
마포빗물펌프장 외 11개소 정밀점검용역 
등 4건

1,814 1,674

기 타
20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9건

664 623

 계 190건 20,765 1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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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8년 제114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1.05~1.11 2.04 3.16 3.19~3.28 4.14~4.21 5.18

< 2018년 제63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3.16~3.22 3.31 4.13 4.16~4.19 5.26~6.08
6.15
6.29

< 2018년 제1회, 2회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2.02~2.08 3.04 3.16 3.19~3.22 4.14~4.27
5.04
5.25

3.30~4.05 4.28 5.18 5.21~5.25 6.30~7.13
7.20
8.17

< 2018년 제1회, 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1.05~1.11 1.20~1.28 2.02 2.05~2.08
3.10
~3.23

3.30
4.13

3.16~3.22 3.31~4.08 4.13 4.16~4.19 5.26~6.8
6.15
6.29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www.q-net.or.kr]

☞ 원고를 받습니다 !
서울기술이야기에 게재할 각종 건설관련 신기술, 신정보, 법령 
및 제도의 제ㆍ개정 및 공사 관련 체험담, 기타 여러 종류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기술심사담당관실(담당자 : 김은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04524)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  
 E-mail : lucid@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긱 경제(gig economy)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말한다. 노동자 입장

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돼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임시직 경제’를 가리킨다.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형태의 임시직이 급증하고 

있다. 택시는 물론 주차대행이나 쇼핑도우미 가사도우미 

안마사 요리사까지도 모바일로 호출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해 경제가 주도되는 것을 ‘긱(Gig) 경제’라고도 얘기한다.

 원래 `긱'이란 용어는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

에서 연주자를 섭외해 짧은 시간에 공연에 투입한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하룻밤 계약으로 연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후 1인 자영업자로 기업과 단기간 계약을 맺고 

일한다는 의미로 확장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긱(Gig) 경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 개

념의 기업 봉급체계가 무너지고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

득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스턴트(instant) 급여’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2016년 7월 4일 뉴욕타임스(NYT)).

 NYT는 “성장 속도가 빨라 임시직 등의 직원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에서 인스턴트 

급여 방식이 퍼지고 있다”며 “공장, 병원, 콜센터 등 유연한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합한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차량 공유서비스업체 리프트에 고용된 운전자들은 

급여체계에서 일반적인 1~2주 단위의 봉급을 기다리지 

않고 그날그날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리프트는 2015년 

11월부터 이 방식을 도입했다. 전체 운전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일(日) 지급식을 적용받고 있다. 

 리프트의 경쟁회사 우버도 2016년 3월 운전자에게 직불

카드로 수시로 급여를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