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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 비해 공원녹지 역사가 긴 선진국들은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을 넘어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공원녹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공원

녹지와 관련된 정책 실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제도 대신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기준을 발표하면 이에 따라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공원녹지 지표도 정량적인 

지표보다는 방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면적 기준뿐만 아니라 접근성이나 공원녹지의 시민참여 등 

운영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Green Flag Award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공원

녹지가 물리적인 그린인프라를 넘어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원으로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등 환경복지를 고려한 공원녹지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원녹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조성’에서 ‘관리’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녹지의 질적인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공원의 질적 관리 방안의 하나로 영국에서 

시작하여 여러 나라로 확산 도입되고 있는 Green Flag Award에 대해 알아보고 서울시의 도입

가능성을 제안한다.

2. Green Flag Award 도입 배경과 과정1)

 1990년대 후반, 영국 신노동당 정부(The New Labour Government)는 공원녹지 혜택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원녹지의 질 저하에 대한 원인을 국가정책에서 찾았는데, 대표적인 공원녹지평가 정책

보고서2)를 통해 공원녹지의 관리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도시공원의 질 저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체계적인 공원녹지 평가지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앙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적 시도는 새로운 공원녹지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벤치마킹을 통해 기존에 검증되어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Green Flag Award 제도가 영국 국가 차원의 대표적 공원녹지 평가지표로 공식 선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 시작한 Green Flag Award가 2012년 영국의 대표적 공원녹지 평가지표로 발전한 것이다. 최초의 

1) 남진보 외(2019), 영국 녹지 정책과 녹지 평가 발달에 대한 이해 : Green Flag Award를 중심으로 내용을 인용, 재구성함

2) The Urban White Paper of 2000와 Public Parks Assessment, 2001

》  칼  럼

 공원녹지의 질적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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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인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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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원녹지 평가기준으로 승인된 것은 2012년 Keep Britain Tidy에 권한 부여와 함께 영국 중앙부처인 

지역사회·지방자치부(the UK Government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를 통해 5년간 승인되었으며, 이후 국가 공원녹지 평가지표로서의 우수함을 평가받아 2017년 추가로 

5년간 국가 공원녹지 평가지표로의 지위를 계속 인정받게 되었다.

 공원녹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정부 차원에서 공원녹지 평가 필요성은 두 영국 정부(신노동당과 연방

정부)에서 꾸준히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가장 중요한 맥락의 변화는 공원녹지 공간의 질적 관리수준을 

회복하고, 지방정부의 권리 강화와 함께 공원녹지 관리 부담을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공원녹지의 관리문제 중 하나인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 참여 확대가 가속화

되었는데, 이러한 정책 흐름은 새로운 정권인 연방정부의 의제 ‘Big Society’를 통해 더욱 강조되었다. 

지역사회 참여 강화와 정부정책의 방향은 영국의 공원녹지 평가지표에서도 두드러지는 항목이다. 

3. Green Flag Award 개요

가. 영국의 공원 및 녹지 공간에 대한 국가 표준기준

  Green Flag Award제도는 좋은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최고의 공원녹지를 알아내고 

보상하기 위하여 1996년 잉글랜드에서 시작하여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1997년 처음 상을 수여

하였으며, 이후 우수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원녹지의 질적인 수준을 측정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 지역단체, 시민 등 관련 주체들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7년 최초의 Green Flag가 수여되었을 때 영국의 공원녹지 부문은 혹평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수십 년에 걸친 예산부족으로 한 때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역사적인 도시 공원들이 버려졌고, 위험하고, 

출입금지구역이었으며, 많은 다른 녹지 공간은 무시되거나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다. 다양한 배경에서 자연

공간을 홍보하는 데 관심있는 전문가들이 공원녹지의 감소에 대응하여 모였다. 좋은 관리에 관한 합의된 

표준을 수립하고, 자금 조달을 정당화하고 평가하며 사람들을 공원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행히 효과가 있었다. 표준이 수립되면서 다른 녹색 공간이 상을 신청하기 시작했으며, 이제 Green 

Flag은 공원, 묘지 및 화장터, 휴양지, 운하, 저수지, 캠퍼스, 병원부지, 주택단지, 자연보호구역 등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부지 크기에는 제한이 없는데, 1헥타르 미만에서 수천 헥타르에 이른다. 

Green Flag Award제도는 공원녹지에 관한 영국의 벤치마크 국가 표준으로 인정받았으며, Green 

Flag Award 참가는 영국에 위치한 공원녹지에 공개되어 있는데, 현재는 네덜란드와 독일 등의 여러 

나라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Green Flag Award 운영주체와 유형

  영국 중앙부처인 지역사회·지방자치부(DCLG)는 Green Flag Award를 Keep Britain Tidy3)에 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다. Green Flag Award 유형은 크게 Green Flag Award, Green Flag Community 

3) Keep Britain Tidy는 1954년부터 쓰레기 없는 깨끗한 영국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로, Eco-school, 해변을 위한 

Blue Flag와 Quality Coast Awards 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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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Green Heritage Site Accreditation로 구분된다(그림 1,2,3 참고). Green Flag 

Community Award는 자원봉사나 지역 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좋은 공원녹지 공간에 수여되며, 

Green Heritage Site Accreditation은 지역 혹은 국가적으로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장소가 요구

되는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여되는데, 신청 대상지가 English Heritage Register of Historic Parks 

and Gardens에 등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조성된 지 최소 30년 이상 되어야 한다. 2019년 현재 

306개소의 Green Flag Community Award, 1,647개소의 Green Flag Award, 85개소의 Green 

Heritage Site가 지정되어 있다.

그림 1 Green Flag Award  그림 2 Green Flag Community 
Award

 그림 3 Green Heritage Site 
Accreditation

다. Green Flag Award 수상 혜택 및 효과

  Green Flag Award는 공원녹지 관리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인증제도 중 하나로 미디어와 대중 모두 

Green Flag가 펄럭이는 장소가 좋은 녹색 공간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상은 매년 시상되며 

Green Flag 지위를 갱신하기 위해 매년 재신청해야 하는데, 그 신청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상자는 Green Flag 또는 Green Flag Community Award(공식명칭 Green Pennant) 에 대해 

증명서와 사이트에 전시할 수 있는 포스터를 받게 된다. Green Heritage Site Accreditation과 

Special Innovation 수상자는 특별히 조각된 너도밤나무 명판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Green Flag Award 수상을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큰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Green Flag Award를 많이 수상할수록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에 좋은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Green Flag Award 수상은 공원녹지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재생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Green Flag Award 수상은 곧 매력적인 장소임을 증명

하는 것으로, Green Flag Award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 제공과 홍보가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 개선 보조금(improvement grants)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데, Heritage Lottery Fund가 대표적인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금이다. 지방정부가 

공원녹지에 대한 Beacon Status4)을 확보하는데 Green Flag Awards 수상이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상자는 문구, 홍보물, 자동차와 유니폼 등 모든 홍보 및 마케팅 자료에 Green Flag Award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Green Flag Award 웹사이트에 전용 페이지가 주어진다.

4) 모범이 되는 지방정부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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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een Flag Award 평가기준과 방법

가. Green Flag Award 평가기준

  Green Flag Award 평가 기준에는 8가지 중요 평가기준과 더불어 총 27가지 세부항목이 있다(표 1 참조). 

친근한 장소(A welcoming place), 건강과 안전(Healthy, safe and secure), 청결유지 및 쾌적성

(Well maintained and clean), 지속성(Sustainability), 보존과 문화유산(Conservation and 

heritage),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involvement), 마케팅 (Marketing), 관리(Management) 등 

8가지 기준으로 평가된다.
표 1. Green Flag Award 8가지 평가기준

  Green Flag Award가 다른 평가기준들과 구분되는 것은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involvement)의 

강조이다. Green Flag Award의 주요 평가에서 나타나듯이 지역사회 참여는 공원녹지 관리와 개선에 

이바지하며, 공원녹지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는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원

녹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하여, 전략적 공원녹지경영에 이바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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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원녹지를 경영하기 위한 예산 및 자본의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를 통한 노동비용 절감의 효과와 

함께 최종적으로 공원녹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했고, 그래서 Green Flag 

Award 평가지표 중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나. Green Flag Award 평가방법

  Green Flag Award 평가방법은 크게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은 공원녹지와 관련

된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 80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을 위해 1년 내내 심사위원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심사위원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심사위원에게는 Green 

Flag Award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상지에 2명씩 심사위원을 

배정하는데, 특히 경험이 풍부한 심사위원과 신규 심사위원이 한 팀을 이루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현장평가는 향후 계획보다는 방문 당일에 현장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데, 대개 신청자가 일정 기간 안에서 

평가 일을 선택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위원들이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5)스타일로 1년 중 

아무 때나 방문할 수도 있다. Green Flag Award 수상을 위해서는 적어도 서류평가 50%(15점 이상/30점) 

현장평가 60%(42점 이상/7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하며, 총점이 66점 이상 되어야 한다. 최종 수상

결정은 Green Flag Award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림 4 Green Flag Award 평가방법
  수상자들은 8가지 평가기준 각각에 대한 강점과 심사위원의 권장사항이 강조된 피드백 보고서를 받게 

되며, 만약 추후에 평가기준이 예상치 못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5) 서비스나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점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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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게 하거나 수상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탈락자들 또한 대상지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피드백 

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이 보고서는 심사위원들이 각 8가지 기준에 대한 강점과 권고, 그리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다음에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5. 다양하게 확장하는 Green Flag Award 제도

  Green Flag Award 제도의 발달과 신뢰성은 영국 전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Green Flag 

Award제도에 직접 참여하거나, 각 나라의 특성에 맞춘 독립된 공원녹지 평가지표를 위한 선행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Green Flag Award를 통한 공원녹지 평가는 전반적으로 공원녹지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검증되고 있다.

  최근 Green Flag Award 제도 적용은 영국 전역 그리고 유럽, 심지어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까지 

확대되었다. 2008년 영국 외의 국가로서 처음으로 네덜란드 두 곳의 공원녹지에서 Green Flag 

Award를 수상하였는데, 이후 2012년 독일, 2013년 호주와 뉴질랜드, 2015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2016년 핀란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바로 적용하는 사례와 다르게 벤치마킹을 통하여 Green Flag 

Award제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원녹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함께 참여하여 발전시킨 독립된 공원녹지 평가지표인 

Nordic Green Space Award(NGSA)이다. NGSA 평가지표는 3개의 주요 핵심항목, 10개 주요 평가

항목 그리고 41개 질문 형식의 하부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 과정은 Green Flag Award와 

거의 흡사하며, 전문평가위원에 의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실시된다. Green Flag Award와 

구별되는 점은 현장평가에서 나타난다. Green Flag Award의 경우는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는데, NGSA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공원 관리자와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시행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NGSA의 신뢰성은 공원녹지의 질을 평가하고 정의함에 있어 지역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며, 적은 비용을 통해 행정적, 문화적 그리고 구조적으로 실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NGSA가 Green Flag Award와 구별되는 또 다른 점은 지표 확립 및 발달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체계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정보 공유와 소통으로 볼 수 있다. 파트너십을 통한 

비전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과 공원녹지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일반인의 공원녹지 

이용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적용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6. 맺음말

 공원녹지는 국민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로써 동시대의 사회·문화 및 환경적 

트렌드를 반영해 제공해야 한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정책을 정비

해야 한다. 1980년 「도시공원법」이 시행되던 당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훼손 및 녹지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인당 공원녹지 면적, 공원녹지율 등의 양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양적 확충 정책을 추진한 결과 총량적으로는 법적 요구 수준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공원녹지 

정책 기준은 양적 확충을 넘어 지역주민의 방문만족도와 재방문율을 제고하기 위해 질적 개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공원녹지 면적이 크고, 공원녹지가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주민이 공원녹지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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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공원녹지 정책은 양적 확보에 치중하여 기존에 조성된 공간의 

유지·관리나 질적 향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여 다양한 공원녹지공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질적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도입이 필요한 시기이다.

 Green Flag Award제도는 공원녹지의 체계적이며, 질적인 관리와 경영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관리와 경영에 대한 시민관심 유도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동기부여를 

주는 것에 있다.

 이제 서울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질적인 공원녹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녹지의 평가를 통해 

녹색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측면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원녹지 관리와 경영 혁신을 위해 서울형 

Green Flag Award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서울형 Green Flag Award제도 도입을 통해 25개 자치구, 

지역단체, 시민들에게 공원녹지의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리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신력 있는 공원녹지의 질적 평가 및 관리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초기 

시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 공원녹지의 가치는 생각보다 많다. 자연을 만날 수 있고, 

돈을 내지 않고 몇 시간씩 앉아 쉬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 수도 있다. 또 문화공연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쉽게 잃어버리기 쉽다. 누군가는 공원을 빈 땅으로 여겨 무언가를 자꾸 지으려 하고, 

공원의 관리와 운영은 소홀해지고 뒷전에 밀리기 때문이다. 공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 시민이 공원의 주인으로 나서야할 이유이다.

그림 5 Green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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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등 독립운동가 7인 잠든 '효창공원' 

100년 기념공원으로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 · 이봉창 의사 등 조국 

해방에 삶을 바친 7인의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지만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던 용산구 ‘효창공원’

(총면적 16만924㎡)이 오는 2024년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일제가 훼손한 ‘효창원’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동시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고 

노후되면서 주민들에게 외면 받고 시민들에겐 

낯선 공간이 된 ‘효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추모행사 때 참배객 위주로 방문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7인의 묘역은 ‘일상 속 성소’로 

전환한다. 주변 연못을 개보수해 평상시에는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휴식처로, 기념일에는 엄숙한 추모

공간으로 가변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면철거,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던 ‘효창

운동장’은 공원과 하나 되는 축구장으로 거듭난다. 

60여 년 간 자리를 지켜온 국내 최초의 국제축구

경기장이자 태극전사의 꿈을 키워온 ‘한국 축구

역사의 산실’이라는 가치를 살려 보존하기로 했다.

<운동장 하부 독립운동가(뭇별) 기념공간 조성 예시>

 일제가 이전하고 훼손시킨 옛 ‘효창원’의 공간적 

범위도 회복한다. 공원과 지역사회를 가로막았던 

담장을 없애고 주변의 역사‧문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기존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더해 효창

공원 북쪽으로는 암울한 시기에 민족의 혼을 되살린 

스포츠영웅 손기정 선수와 그의 조력자 남승룡 

선수를 기념하는 ‘손기정 체육공원’이 ’20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남쪽으로는 이봉창 의사 생가 터에 

‘이봉창 의사 기념관’이 내년 4월 문을 연다.

 효창공원의 새로운 공간 구상 방향은 ▴효창

운동장은 창의적 계획을 통해 변화 가능한 ‘다층적 

공간’으로 ▴독립운동가 7인의 묘역은 ‘일상 속 

성소’로 ▴주변 지역은 ‘확장된 공원’의 개념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폐쇄적이고 정적인’ 

공간이었던 효창공원을 ‘함께 기억하는 열린’ 

공간으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다.

<구상안 조감도 예시>

 첫째, 효창운동장은 창의적인 계획을 통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다만, 일부 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계 등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둘째, 독립운동가 묘역은 참배객 위주의 박제된 

공간이 아닌 방문객과 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일상 속 추모공간이 된다. 엄숙함과 정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접근성을 개선해 일상의 성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추모와 일상이 공존하는 독일의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 쇼팽, 오스카와일드 등 

유명인이 안장된 파리의 아름다운 도심 공원인 

‘페르라셰즈 묘지공원’ 같은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  지식정보



- 10 -

 셋째, 공원의 경계를 넘어 손기정 체육공원, 

식민지 역사박물관, 이봉창 의사 기념관, 경의선숲길, 

숙명여자대학교 등 주변에 위치한 거점들과 연결

하여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공원으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한다. 용산구의 ‘효창100년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와 공원을 단절시켰던 폐쇄적인 

담장이 사라지고 화단이나 잔디밭을 지나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년 6월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손기정 체육공원’은 효창공원 북쪽으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다. 독립역사 속 체육인의 항거정신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공원이다.

 마라톤 마니아와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87m 길이의 러닝트랙이 새롭게 깔리고, 공원 

후문에 신축 예정인 ‘체육센터’ 내부에는 탈의실, 

샤워실, 카페 같은 러너들을 위한 부대시설이 

마련된다. 공원관리사무소와 자재창고로 쓰였던 

공간은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 도서관’으로 재탄생

한다. 또한 이용객이 저조했던 ‘손기정 기념관’은 

손기정 선수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담아 리뉴얼

하고, 남승룡 등 숨겨진 영웅들을 위해 체육센터 

내에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손기정체육공원 조감도>

 이번 효창공원 구상(안)은 확정된 계획이 아닌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밑그림이다. 최종 계획안은 

서울시,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 독립운동 

관련분야, 축구협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효창

독립 100년포럼(가칭)’에서 토론회, 심포지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대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다.

 사업은 서울시,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 

4개 기관이 공동 추진한다. 묘역 일대 정비와 관리

· 운영은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전담한다. 효창운동장을 포함한 공원 전체 재조성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문화재 관련 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진행하여 ’21년 착공에 들어가 

’24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54〕

'정비+보존 공존' 재개발방식 첫 도입 

… 기본계획 재정비

 서울시가 개발과 보존 · 재생이 공존하는 주택

재개발 사업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도 높인다는 취지이다.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당초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강제철거 예방,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

건축구역 연계방안 등도 새롭게 수립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30 서울시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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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시는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15.11.26.자 

고시) 시행 5년을 앞두고 타당성 조사 시기가 

도래했지만, 지난 5년 새 있었던 상위법 개정과 

관련 제도의 변화,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해진 

시민요구를 담기에는 기존 기본계획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울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 ‘2030서울도시

기본계획(2030서울플랜)’과 그 후속계획인 ‘2030 

생활권계획’ 등 관련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으로 

시기를 맞춰 각 도시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가 5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 '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5 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평가지표’(주거

환경의 안전성 · 편리성 · 쾌적성 등)와 ‘주거정비

지수’(주거지 정비의 필요성)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일괄 재개발을 추진했던 방식에서 전환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신중성을 기하고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주거정비과 (02)2133-7206〕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 첫 지원대책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려야 

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 보상 등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을 하도록 한다. 이때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

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

한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

하고 있는 보증금 ·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 · 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으로 즉시 가동

하는 동시에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 ·

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 책 이 계 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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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인제 

위원장, 토론좌장 김재형 의원) 주관으로 열린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거사업과 (02)2133-7219〕

독산동 우시장 일대 중규모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로 첫 선정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지역이 정부의 중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17.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도시

재생뉴딜사업에서 배제되었으나 올해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 참여하여, 

중 · 대규모 사업 최초로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모델이 되었음에도 그간 도시재생뉴딜

사업 참여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었던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향후 도시재생뉴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독산동 우시장 일대’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한 사전단계인 도시

재생 후보지를 거쳐 2017년 2월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그간 100여 차례 이상의 

주민 · 상인 · 산업체 만남을 통해 거버넌스 역량이 

준비된 지역으로 시는 도시재생뉴딜 선도 모델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독산3락(樂)”, 

「독창적인 지역산업 재생으로 일을 즐기는 樂 , 

산해진미 우시장 재생으로 맛을 즐기는 樂“, 

동네이웃과 함께 문화·예술재생으로 멋을 즐기는 樂 」을 

비전으로 산업재생, 우시장(상권)재생, 문화재생에 

5년간 마중물 사업비 총375억원(시비 225억원, 

국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생정책과 (02)2133-8623〕

서울시, 집수리 ~ 소규모 정비 … 주거지

재생 밀착상담 '집수리전문관' 출범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을 고쳐서 더 오래 살고 

싶은데 공공 지원제도 중 어떤 집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고치는 데 비용은 얼마나 필요

할지, 신축이나 증축도 가능한지… 저층주거지 

재생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막상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막막한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맞춤 상담과 컨설팅을 

해줄 서울시 ‘집수리전문관’이 활동을 시작한다.

 ‘집수리전문관’은 건축사부터 시공기술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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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집수리(소규모 

주택개량)부터 신축 ‧증축, 소규모 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주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

하는 ‘저층주거지 재생 주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집수리전문관 30명을 첫 위촉하고, 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 · 난향동,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 · 충현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꿈주택, 집수리공사비 융자지원, 

리모델링 활성화지역 선정, 도시재생 태양광 지원 등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 · 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집수리

전문관’ 출범으로 이런 지원제도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이끈다는 목표다.

   〔주거재생과 (02)2133-7179〕

월계역(1호선) 직접 연결하는 ‘한내교’ 개통
 서울시는 중랑천을 횡단하여 노원구 하계동과 

월계동을 연결한 보행 · 자전거 전용 다리에, 

월계역(1호선)까지 직접 연결하는 연장교량을 신설해 

개통한다고 밝혔다. 보행 · 자전거 전용 다리와 

연장교량을 함께 중랑천의 옛 이름을 딴 ‘한내교’로 

명명했다.

<한내교 전경>

 월계역 2층 승강장까지 교량이 바로 연결되어 

월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더욱 높아지고 

보행 · 자전거 전용 다리에서 내려와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 다시 역으로 올라가는 번거로움과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내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다리로 연장 

251m, 폭 4.5m로 중랑천 수변 생태공원을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랑천변 2개 등 총 4개의 

계단이 설치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학여울 청구아파트 앞, 중랑천 수변 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앞에 총 3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었다.

 또,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미려한 닐센아치

(Nielsen Arch)교로 아름다운 야간 조명으로 

꾸며져 노원구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79〕

서울시, 장비 걱정 없이 연구 전념하도록

‘바이오스타트업 전용실험실 ’ 문연다 

 서울의 바이오산업 육성 핵심거점 시설인 홍릉 

서울바이오허브(동대문구 회기로 117-3) 내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기초 연구 실험공간과 핵심 연구

장비 41종 57점 구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용

공간으로 구성된 ‘연구실험동’을 개관하였다. 

’17년 10월에 개관한 산업지원동에 이은 2번째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다. 

 바이오 의료 분야는 특성상 기초연구와 실험이 

핵심적이나, 초기 바이오 기업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연구시설 구축이 어렵고 고가의 실험장비 구매 

여력이 없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개관하는 ‘연구실험동’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안정된 연구실험 

환경에서 기술개발에 전념해 역량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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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험동은 지하 1층 지상 5층 3,216㎡ 규모로, 

다양한 실험실과 의료기기 시작품제작실 등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연구실험공간 안에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연구장비 41종 57점과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입주공간(20개)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연구실험동’ 개관에 맞춰 바이오 

분야 연구실험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KIST, 

고려대, 경희대, 한국과학기술대 등 홍릉일대 13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한다. MOU는 연구

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교류․양성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한다. 

 시는 홍릉 일대에 BT-IT 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등 바이오 기업 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연구실험동 운영을 통해 기업과 홍릉일대 대학 

연구기관들의 연구실험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서울시,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간 서울 소재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향서(LOI)를 체결하였다.

 이번 공동의향서 체결을 통해 한국노바티스는 

서울바이오허브에 한국노바티스 혁신 협력 오피스

(Novatis Korea Innovation Partnering Office)를 금년 

5월 설치한다. 또한 국내 바이오 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포함한 유망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 국제 기술교류와 

네트워킹 지원 등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산업거점조성반 (02)2133-8735〕

40년간 끊겼던 서초대로 완전 연결 … 

'서리풀터널' 개통
 서초대로 내방역~서초역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

하는 ‘서리풀터널’이 개통하였다. 서초동 서리풀

공원 내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로 인해 중간이 끊어진 

채 개통됐던 미완의 ‘서초대로’가 40년 만에 완전 

연결됐다.

<시점부(배방역 측) 입구>

 서울시는 서리풀공원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하는 

총연장 1,280m ‘서리풀터널’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6년여 간('02.06.~'08.12. 1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15년 군부대 이전을 완료

하고, '15년 10월 첫 삽을 뜬지 3년5개월(43개월) 

만이다. 총 사업비 1,506억 원은 전액 시비로 

투입됐다. 

 시는 서리풀터널 개통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이었던 군부대 이전과 관련, 서울시와 서초구 간 

긴밀한 협업과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어 국방부와

의 협상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리풀터널’ 개통되어 출퇴근 시간대 25분~35분이 

걸렸던 내방역~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5분~12분으로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만성 지 · 정체 도로인 남부순환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강남 동-서를 오가는 차량 이동이 

편리해지고 이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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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따르면 서리풀터널 개통 후 30년 간 

1,890억 원의 편익(차량운행비, 소음절감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서초구는 서리풀터널 인근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터널 상부 녹지공간 조성에도 착수한다. 

상부에 1.2km의 벚꽃길을 조성해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며, 2021년 건립 목표로 전국 최초 숲을 

테마로 하는 ‘방배 숲 도서관’도 지어 서리풀공원과 

어우러지는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

· 관리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 공포(‘18.12.18)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적용되는 공원시설을 확대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5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어린이 공원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의3)

 ㅇ 어린이공원 내 주요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 · 관리하려는 경우 주민과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안 제13조제2호)

 ㅇ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33㎡) 시설물(긴 의자 등 8종)을 나열

하는 방식에서 “이동 또는 설치가 용이한 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과태료 규정 정비 (안 별표4)

 ㅇ 도시공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나 출입

구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정해진 통행구간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의 입력률을 향상

시키고 건설기술용역 실적 및 건설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턴키 등 기술형 입찰제도와 

중복되는 건설기술 공모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을 삭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 제고 (안 제45조)

 ㅇ 조달청이 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부터 

계약 현황 정보를 송신받아 이를 건설기술

용역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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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 삭제 (제53조, 제54조 삭제)

 ㅇ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률 제16135호, ‘18.12.31)에 

따라 건설기술 공모제도가 폐지되어 시행령에도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 삭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7〕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방식을 

변경(대여계약별보증→현장별보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19.6.19. 시행)에 따라, 개정 

시행시기에 맞춰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는 건설기계 

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을 건설현장 여건변화 등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업종별 투입비율을 신설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조정

 ㅇ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ㅇ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ㅇ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나.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신설 

 ㅇ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ㅇ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ㅇ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설정(2016년7월1일

→2019년7월1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가정용 난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이 대도시 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특히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은 난방에 의한 오염도가 높아 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열효율에 초점을 

맞췄던 개별난방 열원설비 기준을 열효율과 미세

먼지 배출 저감을 동시에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별난방 열원설비 기준 개정(안 제7조제2항제3호)

 ㅇ 기존 개별난방 보일러의 난방열효율 기준에 

열효율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개정

나. 가정용보일러 기준 개정(안 제7조제3항제2호다목)

 ㅇ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열효율 

91%)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에서, 열효율 

92%를 만족하고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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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 산하

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

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 · 관리하여,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

으로써 토석의 구매 · 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09〕

“안전 건설환경 조성, 발판부터 튼튼하게 

만든다”

 정부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작업 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는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하였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2층~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 가설·

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신설

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토록 하는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도입하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불시

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

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가칭)국토

안전감독원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건설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고양하고, 특히,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 건축주에게는 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안전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상향,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

하고,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 생활상 등을 교육하여 근로자의 공감과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에는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하여 금번 대책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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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정제도 기준 마련 …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 강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건축

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

(이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자문단에서 앞으로 검토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건축자재 성능시험을 신청하면 공장설비 등 품질

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

현장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화재 환경을 재현하여 붕괴 여부 등을 시험

하는 ‘실대형 화재시험방식”을 연구개발(R&D)을 

통하여 개발 중이며, 이를 샌드위치 패널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건축물 시공자, 감리자 등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044)201-4988〕

’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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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차 하수관로 수리환경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 용역발주심의

○ 모니터링 시범사업 시 실시간 계측은 수위/

유량과 수질을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하고, 동일

지점의 채수방식 계측값과 비교를 통해 실시간 

계측기를 활용한 효율적 계측 및 자료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장기간 축적된 자료의 변동성(계절적 특성, 

장기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상치(결측, 비정상 

측정자료) 판정 방법을 도출하고, 이상치에 

대한 보정 방법 도출 필요

○ 수위, 수질 등 계측시에는 강우로 인한 퇴적토, 

협잡물 및 초기고농도 오염물질에 의한 센서 

작동오류 등 예측불허의 환경조건에 따른 문제 

극복방안 검토 필요

○ 스마트 하수관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추진 

중인 ‘하수관로 수리특성평가 및 수리분석방법 

개선 용역’과 연계검토하고 ‘내수재해위험지구 

실제 방재성능 검증’ 등 본 용역의 과업중 

상호적용 가능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 보완 필요

 

■ 제63차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설계심의

○ 순환산책로 조성에 따라 기존의 등산로와의 

연결, 일부 폐쇄 및 노선조정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식생복원 계획을 반영할 것

○ 경사진 지반에 시공시 강우시 비탈면 활동으로 

인한 기초 침하, 기초하부 토사유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제시할 것

○ 대상지 전 구간내 식재수종이 5개 내외로 한정

되어 있어, 계절별 경관을 고려한 구간별 특화

식재 방향을 수립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 19 -

○ 지반조사 및 구조계산에 따른 지지력 확보, 

공사시기, 시공가능성,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설계에 반영할 것

○ 방향표지판 등 안내시설에는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여 촉지안내를 병행할 것

○ 영축산 내 시설물 교체·설치 시 사유지 구간은 

토지 소유자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정비토록 할 것

■ 제64차 두모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라멘교 상부구조 상행 P4~P6의 곡선구간은 

탄성받침의 지속적인 이동이 발생하고 있고, 

받침 이동량의 여유가 부족하니 이동 방향과 

함께 좌, 우측 유간의 폭을 보고서 및 도면에 

기재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수립 필요

○ 하행교각 P48, P61 위치의 균열 손상은 

0.3~0.5㎜(1.0~2.5m) 균열이 기존 3개소, 

신규 균열(0.4~.5㎜)이 5개소, 0.3㎜이상 

균열이 5개소 등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타교각에 

비해 신규 균열이 현저하고 대부분 수직방향 

균열이므로 하부구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기초부와 함께 검토 필요

○ 종조인트부 및 신축이음부의 단차와 편기, 

세그먼트부 균열의 주요 원인으로는 교량받침의 

교체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니, 전반적인 

원인을 재분석 필요

○ 모든 신축이음에서 발생하고 있는 누수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보수가 필요하며, 배수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제65차 현충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지형 및 경관 분석’에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

 (1) 작성된 지형도에 의거 고도 ž 경사도 등 지형 

분석을 실시한다.

 (2) 공원 경계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에서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을 선정하고 주요 

경관 현황을 분석한다.

 (3) 공원 내 주요 동선과 활동 공간을 고려한 

조망점을 선정하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경관 

현황을 분석한다.

○ 추진계획의 추진방향에는 공원일대 이용주민 

수요 조사·분석과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공원이용 활성화 제고 및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으나, 본 과업내용서에 

이용주민 수요 조사·분석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추가하기 바람 

○ 숲길에 대해 노선선정과 시공관련(자재, 

구조물 등) 검토

○ 과업내용서에서 기본설계 항목은 제외 검토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에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를 추가할 것

■ 제66차 서부간선도로변 장미정원 조성 설계심의

○ 차수벽 설치를 위한 호안블록 철거 및 터파기로 

제방사면 불안정을 초래하여 강우 및 침수시 

호안블록 · 토사의 유동성으로 제방안전과 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차수벽 구조 및 상부토압 

등에 대한 구조 계산 및 재검토 필요

○ 트랠리스가 탈부착 가변형 구조로 기초부가 

약하고 자체 하중과 풍압 등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므로 구조 계산 후 재검토 필요

○ 트랠리스 구간은 신중히 검토 후 꼭 필요시 

경량소재의 다른 시설물 교체 및 제방사면 

식재 등 다양한 경관조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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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단 산책로에 장미터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불가피성이 있다면 추가 확폭없이 

가능한 한 제방사면 안정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천변 식재에 따른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비료주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방안 마련

○ 사면부 산책로변에 추락 방지 등을 위한 안전

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

■ 제67차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신축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안전교육센터 각 체험관의 세부적 규정이나 

내용이 미비하므로 각 체험관별로 설계시 요구

되는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도록 보완

○ 안전이라는 개념에 맞는 조경 및 경관설계 필요

○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기계

설비(예, 수조, 열원기기, 냉각탑, 배관)에 대해서 

내진설계 반영

○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는 ‘각종 심의 및 협의기간’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할 것

○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시에는 조경분야 자문

위원으로 서울시 ‘공공 조경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68차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기본설계내용 중 “8) 규격별 10개 특정노선 

상세 표준화 설계 (사양및규격, 수량및사업비)”는 

10개 특정노선을 발주부서에서 목적과 타당성에 

맞게 노선과 기준을 제시 할 것

○ 미래 사회의 스마트한 사회 공공 안전성, 위급 

재난 대비 상황을 위한 가로등 통신 단말기

(와이파이 등) 설비 가능성을 검토하여 전력량, 

LED 밝기제어(디밍) 고장 판별과 고장수량 

파악을 하도록 설계가 요구됨

○ 실제 전력소비량 (시간대별, 계절별 등) 분석 

및 시범노선에 따라 시스템 성능 및 운영 장·

단점 등을 제시 할 것

○ 현재 운영중인 남산통제소(가로등 점·소등 및 

원격 감시)와 운영관리부서인 구청별, 시설관리

공단, 사업소등과의 운영주체 및 연계 운영의 

전반적 검토,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 할 것

○ 시범노선에 따라 시스템 성능 및 운영 장·단점 

등을 제시할 것.

■ 제69차 위례신도시 8호선 추가역 건설 정보

통신설비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열차기관사 승강장화면 감시용 모니터 연동

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작성 

반영 필요, 종합관제센터에 모니터 되도록 연동

하는 것인지 여부 확인 할 것

○ 통신장비 지진대책관련 내진설계기준 적용과 무선

통신 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규정 적용 필요함

○ 영상저장장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역무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화재설비 및 비상

통화장치 연동이 필요하며 IP카메라는 영상감시기기 

국제 표준 프로토콜인 ONVIF Profile-S 지원이 필요함

○ 8호선 추가역의 승차권 판매 및 승하차 승객의 

통제 그리고 운송수입금 회계자료와 승하차 

통계자료 등 효율적인 역무운영을 위한 역무

자동설비(AFC)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 CCTV 설치시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정산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할 것



- 21 -

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 슬래브(FPCS) 및 

내화격벽(FPP) 제작과 스윙베드 가설 장비를 이용한 시공기술 (제856호)

(보호기간 :  2019. 01. 16. ～ 2027. 01. 1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터널 대형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터널 구조물의 

풍도슬래브 하면에 친환경 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 슬래브(FPCS) 및 내화

격벽(FPP, 횡류식 풍도 내부에 급기와 배기 구분) 제작과 스윙베드 가설장비를 이용한 시공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횡류식 내화풍도슬래브 시스템의 제작 및 시공법

프리텐션 방식 공장 제작

전문시공 장비 개발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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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 절차

①이동식제작대(거푸집)설치 ②-1내화몰탈 도포 ②-2내화패널 설치 ③철근조립 및 강연선 배치

④강연선 인장력 도입 ⑤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⑥강연선 릴리즈/절단후 이적 ⑦현장으로 운반

⑧스윙베드장비로 가설 ⑨단부 및 이음부 몰탈충진 ⑩경량내화격벽 설치 ⑪횡류식 환기시스템 완성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비고

1
고속국도제60호선동홍천∼양양간건설공사

제14공구 중 풍도슬래브 설치공사
한국도로공사 대우건설(주) 15.07.30.∼

17.06.30.
풍도슬래브

연장 825m
강원도
인제군

2
동부간선도로확장(2공구) 중 풍도슬래브

제작 및 설치
서울특별시 도시
기반시설본부

한라건설(주)
15.09.01.∼
17.12.31.

풍도슬래브

연장 984m
서울시
노원구

3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제9공구 금정터널)

한국도로공사 대림산업 17.07.31.∼
18.03.31.

풍도슬래브

연장 421m
부산시
금정구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장대터널의 수요가 증가하고 시공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내화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환기시스템 방식도 기존에 젯트팬 등을 사용하던 종류식 방식에서 풍도슬래브가 

적용되는 (반)횡류식 환기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도심지 장대터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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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의 경우 기계환기시스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도 및 고속도로의 산악터널과 달리 상시 

정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재시 화재위치전후로 차량이용자가 존재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시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경제적인 환기 · 방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슬래브 공법 외에 대안공법이 없기 때문에 이 신기술의 수요전망과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내화풍도슬래브(FPCS)

(신기술)
현장타설 RC슬래브 Precast 중공슬래브

형 상

내화성능 및
보강방식

슬래브 제작단계에서
RWS 내화성능 확보

내화성능 무/
후설치(내화뿜칠: RABT 성능)

내화성능 무/
후설치(내화뿜칠: RABT 성능)

구조성능
최대 가능지간장

25m↧ 최대 가능지간장 15m↧ 최대 가능지간장 16m↧ 

시공방법

스윙베드 전용장비 동바리설치 현장타설방식 크레인 가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존 공법에 비해 공기단축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터널 및 지하차도의 공사를 조기에 완공

하여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기개통에 의한 물류비용을 저감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저비용의 내화환기시설을 구축할 수 있으며, 내화기준을 강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내화 건설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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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국내·외 최대화재강도인 300MW급 RWS화재시나리오에 대한 내화성능을 갖는 풍도슬래브와 

스윙베드전용가설장비를 이용하여 환기시설을 구축하는 기술로 시공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킨 

기술로 구조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킨 독보적인 기술로 터널 및 지하차도 

화재로 인한 재난 예방 및 저감에 매우 우수한 기술로 해외에서도 세계적 내화기준에 경쟁력 

있는 기술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원)

슬래브 제작설치 내화보강 계

내화풍도슬래브(FPCS) 202,385원/m2 107,078원/m2 309,463원/m2

※내화패널 20mm적용 시(RABT기준 설계)

  (2) 공사비

PSC 내화풍도슬래브
(신기술)

PSC 중공풍도슬래브
(비교기술)

RC 풍도슬래브
(비교기술)

슬래브 제작/설치
202,385원/m2

(1.00)
182,828원/m2

(0.90)
142,484원/m2

(0.70)

내화보강

107,078원/m2 219,160원/m2

내화패널 내화뿜칠 & 내화코팅재

계
309,463원/m2

(1.00)
401,988원/m2

(1.30)
361,644원/m2

(1.17)

※비교기술에 적용된 내화방식은 FRM공법(건설신기술 제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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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공법/현장명 현장타설공법 프리캐스트 PSC 공법(신기술)

시공전경

시공속도 2.8m/日 (20m 동바리 4조 운영) 30m/日 (크레인 1대 운용)

  (4) 생애주기비용(초기공사비+유지관리비+처리비용)

PSC 풍도슬래브
(신기술)

PSC 중공풍도슬래브
(비교기술)

RC 풍도슬래브
(비교기술)

초기공사비(직접+간접비) 333,063 425,588 414,144

유지관리비(70년)
0.5만원/m2×70년=

350,000
0.5만원/m2×70년=

350,000
2.5만원/m2×70년=

1,750,000

처리비용(철거+폐기비용) 213,478 213,478 213,478

생애주기비용 896,541 (1.00) 989,066 (1.10) 2,377,622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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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도슬래브 하단에 피복되는 내화재의 주요 소재는 산화마그네슘, 진주암 등의 친환경적인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무석면 제품으로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전혀 포함

하지 않고 있고, 화재 시에 유독성가스가 발생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기존 

RC 슬래브 타설 시에는 동바리, 거푸집 등을 사용함에 따라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공장에서 반복공정에 의해서 제작되는 PSC 풍도슬래브는 폐기물 발생이 거의 없어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친환경적인 내화풍도슬래브 건설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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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장치를 이용한

 토석류 완충형 방호시설과 시공 방법 (제857호)

(보호기간 :  2019. 01. 21. ～ 2027. 01. 20.)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와이어로프에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장치를 연결하여 만든 완충형 와이어

로프 네트를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고 이것을 지반에 설치한 록볼트나 지주에 설치하여 토석류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완충형 토석류방호시설과 이의 시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개념도 및 상세도

개념도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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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절차

1. 천공작업 2. 락볼트 및 오픈소켓 설치 3. 지주 설치

4. 링형 충격완충 장치 설치 5.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 조립 6.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 설치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현장명 발주처 규격 시공기간 위치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10공구

한국

도로공사
H:2.0m*L:8.5m 외 다수

17.04.01∼

17.05.31

경상북도

상주시∼영천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공사(9, 14, 15공구)

한국

도로공사

하장 3.5m 상장10.0m

높이 2.0m 외 다수

17.06.07∼

17.06.3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원주-강릉 철도건설 2공구,

3-1공구, 6공구, 11-1공구

한국철도

시설공단
H:4.0m*L:14.0m 외 다수

17.07.01∼

17.08.31

강원도

평창∼강릉

사방사업(광명1공구)
시흥지역

산림조합
H:2.0m*L:30.0m

18.04.01∼

18.04.20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계-웅상1, 2

국도건설공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하장 10.0m 상장17.0m

높이 2.6m 외 다수

18.10.01∼

18.10.31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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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토석류 피해가 증가하므로 이에 따른 

예방대책 및 공법이 증가될 전망이다.

    이 신기술은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술이며, 국내기술 및 자재로 

시공하여 시공비용이 기존 기술에 비해 경제적이며, 해체ㆍ조립이 가능하여 토석류 및 낙석이 퇴적

되었을 경우 효과적으로 제거 가능한 제품으로 추후 낙석방지시설에도 적극 활용될 것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공법 신기술 기존공법

충격흡수기능

- 1차 :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

- 2차 : 링형 충격완충 장치

- 3차 : 전체 시스템

- 1차 : 링 네트

- 2차 : 브레이크 링

- 3차 : 전체 시스템

시공성

-공장에서 제작하여 구성품별 경량화

로 인력운반이 용이하며, 국내자재

사용으로 응급복구능력 향상

-구간별로 조립되어 인력운반이 쉽지

않으며, 순수 수입자재를 활용하여 응

급복구능력 저하

유지관리성

-탄력성 와이어로프의 해체ㆍ조립이

용이하여 파손된 구간 교체가 가능,

유지관리성 향상

-부재별 해체ㆍ조립이 용이하지 않으

며, 수입제품으로 유지관리성 저하

경제성 -국내 기술개발로 경제성 매우 양호
-해외기술과 수입자재 사용으로 외화

유출 및 경제성 저하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술에 대한 2차에 걸친 Mock-up 실험을 통해 토석류 방호시설의 충격흡수 능력 및 구조 

안전성을 검증하였으며 시험적용과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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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자재의 국산화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 및 현장조립이 가능한 토석류 완충형 방호시설과 

시공법의 개발에 의한 산림지에서의 시공 편리성 및 환경친화성 향상에 의해 기술적, 경제적 및 

환경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1차, 2차, 3차 시스템으로 충격흡수능력을 향상 시켰으며, 국내기술 및 국산화 자재 사용으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며 또한 경량자재 사용으로 하상굴착 없이 최소의 장비를 사용하고, 인력시공 

및 인력운반이 가능하여 환경 훼손 저하 및 경제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하장8.0m 상장12.0m 높이2.6m 기준단가임)                     (단위 : 원)

규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하장8.0m 상장12.0m 높이2.6m

식 14,769,520 12,336,271 310,596 27,416,387

m2 568,058 474,472 11,946 1,054,476

  (2) 공사비                                                          (단위 : 원/m²)

　 구분
비목　

기존기술 신기술
비고

VX12S 2.5H 하장8m 상장12m 높이2.6m

재료비 930,434 568,058

노무비 738,258 474,472

경비 27,227 11,946

합계 1,695,919 1,054,476

대비(%) 16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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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신기술 시공절차 기존기술 시공절차 비고

⓵ · 천공작업 · 천공작업 신기술은 기존기술과 비교 시

⓷ 와이어로프 앵커 설치, ⓸번
공정인 지면판 설치, ⓼번 공정인
와이어 메쉬 설치 공정이 생략

됨에 따라 비계 설치, 드릴 사용

등이 제외되어 공정이 단순화됨에

따라 최대 7일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기술과

관련된 자료 획득의 어려움으로

기존 기술 홈페이지 및 문헌수집을

통해 당사에서 검토한 결과임.

⓶ · 락볼트 및 오픈소켓 설치 · 락볼트 설치

⓷ · Baseplate 및 지주설치 · 와이어로프 앵커 설치

⓸ · 링형 충격완충 장치 설치 · 지면판 설치

⓹ · 완충형 와이어로프 및
네트 조립 · 지주 설치

⓺ ·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
설치 · 지지로프 장비설치

⓻ · 링네트 장비설치

⓼ · 와이어 메쉬 설치

  (4) 유지관리비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표와 같이 신기술은 

네트의 보수비용과 토석류의 제거비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항목 신기술 기존기술
유지관리

경제성

네트의 부분
보수공

압축코일 스프링의 부분해체
와 보수 후 재조립

네트의 부분 철거 또는 전체 철
거와 보수 후 재설치

네트의 보수비
절감

퇴적 토석류
제거

압축코일 스프링의 부분해체
와 토석류 제거 후 재조립

네트의 부분 철거 또는 전체 철
거와 토석류 제거, 재설치

토석류 제거비
및 경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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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토사 및 유목을 분리할 수 있어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며, 록볼트에 의한 고정시스템으로 

하천 굴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성을 향상 시킨 기술이다. 이 신기술은 여러 분야에 접목이 가능

하며, 낙석방지관련 시설 및 저수시설의 사방시설과 댐의 생애주기와 적ㆍ녹조 현상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확대 효과로 고용창출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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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의 해외 정책사례

배경

 국내에서는 과거 2010년 초반 한번 충전시 100∼

150km정도가 주행 가능하였던 전기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 보급에서 최근 들어 한번 충전시 

약 400km 정도가 주행 가능한 전기자동차가 등장

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연기관차처럼 도로변 주유소를 통해 쉽고 

빠른 시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의미의 급속충전기

(약 1시간 소요, 60Kwh 배터리 기준) 보다는 완전히 

충전하는 데 8∼9시간이 소요되는 완속충전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급돼 이용자의 충전인프라 환경에 

향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에서 

2018년에 발간한 Global EV Outlook(Policy 

Support: Key updates 섹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과 관련한 해외 정책사례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전기차 충전소 보급과 관련해 국내에 적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현황

 국내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2014년 

2,946대에서 2018년 49,825대로 16.9배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전체 충전기수는 2014년 708기에서 2018년 

14,027기로 19.8배 증가하였다. 외형적으로 성장

하였지만 전체 충전기수 대비 급속충전기는 37.8%인 

반면 완속충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62.2%를 차지

하며, 도로주행 중 급하게 충전하거나 지방의 시군구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적시에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정책수단 1 : Deployment Targets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충전기 보급 목표치의 설정은 

많은 전기차 보급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적 

수단이다. 중국의 경우, 2020년까지 12,000개의 

충전소를 구축하고 430만 민간충전기, 50만 공공

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역적으로 활성화 

목표가 다른데 서부는 촉진 지역(Promotion area), 

중부는 시범 지역(Demonstration area), 동부는 

가속화 지역(Accelerating area)로 구분하여 보급 

및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고 있다. 중국은 충전기 

한 대당 전기자동차 '8~15대'라는 목표를 유지하려 

하며, EU 집행위원회 회원국들이 충전기 한 대당 

전기자동차 '10대'라는 목표가 2020년 내에 달성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중국, 유럽

연합, 미국 등의 전기차 보급 선진국은 국도(Highway) 

간선도로망에서 달리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소 간격을 

줄이기 위한 목표치로 평균적으로 45∼115km의 

최소간격을 제시하며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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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2 : Fiscal Policies

 재정정책의 수단은 금융 인센티브, 세금 감면, 직접 

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공공급속충전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재정정책의 수단이 인도, 일본,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Electrify America는 2017∼2027년 기간 동안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단기적으로 2019년 

7월말까지 2,500개 충전소를 구축, 독일은 3.3억 

달러를 2020년까지 투자해 15,000개 충전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책수단 3 : Building Codes

 현재까지 유럽, 미국 등의 전기차 소유주들은 주로 

주택 등 개인소유의 주차 공간에 충전시설을 구축

해왔으나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확대를 

위해서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물 관련 규제 또는 법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적인 구축으로 법·시행령·규칙 등에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노르웨이는 신축 건물에서 최소한 

6% 이상의 주차면적은 전기자동차에 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유럽연합은 행정명령(European Directive)을 

통해 10개 주차면을 초과하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거주용 건물은 1개 이상 충전기와 5개 주차면 마다 

1개 이상 전선이 설치되어야 하며, 거주용 건물은 

모든 주차면에 전선 설비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2017년 개정하였다.

정책수단 4 : Regulatory Frameworks on Electricity 

Distribution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시스템과 관련되기에 전력

부문의 규제와 유사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기시스템은 국영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충전소 사업의 경우 민간기업들이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NDRC(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에서 운용 면허를 발급

하고 지역정부가 전기충전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에 충전시설을 전력 유통(Electricity 

Distribution)의 형태로 법에서 규제하여 면허제로 

과거 관리하였지만, 면허제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아 2018년 전반기에 

우선적으로 충전소 구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없이도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변경

하였다. 미국의 경우, 소매업자는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진입이 불가능하였는데, 2017년 9월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관련 인허가 과정을 변경

하고 충전소 사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후 일리노이, 콜로라도 등의 10개 주 

이상에서 함께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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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다양한 정책수단이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충전소 구축 목표치 설정, 재정 지원, 

건축물 주차장 관련 법제도 개선, 규제체계 혁신 등의 

방안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거주자가 도로변

(노상주차장)에 충전시설 구축을 요청하면 지자체 

심의 및 검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검토한 해외

사례 중에는 이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존재

하나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다. 지면 관계상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향후 관련된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추진하여 전기차 충전1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 Global EV Outlook 2018

2. 전기차충전서비스, 2019 (https://evc.kepco.co.kr:4445/main.do)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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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9년 4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60
하수관리 수리환경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 용역

․ 하수관리 계측 방안 및 주요지점 
계측 등

(2,540)
조건부
채택

토목

65 현충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
․ 면적 : 1,106,365㎡
․ 공원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등

(200)
조건부
채택

조경

67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신축
공사 설계용역

․ 연면적 : 3,6005㎡
․ 규모 : 지상3층

10,407
(544)

조건부
채택

건축

68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용역

․ 서울지역 전역 시스템 구축 (200)
조건부
채택

전기

69
위례신도시 8호선 추가역 건설 
정보통신설비 실시설계용역

․ 지상3층, 승강장, 연결통로 등
․ 역사 신설 정보통신공사 등

2,080
(143)

조건부
채택

전기

설  계

심  의

63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 규모 : 1.83km
․ 무장애 데크로드 설치 등

3,700
(36)

조건부
채택

조경

66
서부간산도로변 장미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 규모 : 약 1km(안양천 사면)
․ 장미 45,335주 식재 등

1,199
(19)

재심의 조경

정밀안전

진단심의
64 두모교 정밀안전진단

․ 본선 : 8,298m
․ 램프 : 795m

(1,053)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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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9년 4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9.04.

건     축 빈집 활용 시범사업계획 설계용역 등 49건 6,687 6,324

교 통
광화문광장 주변 교통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5건

334 315

기 계 설 비
제2처리장 침사지 및 반류수 탈취기 설치 
환경개선사업 설계 용역 등 6건

6,104 6,101

도 로
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6건

27,677 23,097

도 시 계 획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8건

1,537 1,532

상 하 수 도
송파구 하수도분야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5건

536 530

소 방 
양천소방서 소방안전교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등 5건

168 157

전 기 통 신
2019년 상수도관 전기방식공사 감리용역 
등 15건

715 707

조 경
응봉근린공원(용산구 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2건

1,350 1,315

지 하 철
2019년도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3건

1,003 995

하 천 상계1수분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3건 215 215

기 타
서울함 하부 보수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등 20건

561 543

 계 157건 46,887 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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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9년 제117 · 118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04~1.10 1.27 3.08 3.04~3.13 4.13~4.22 5.03

4.12~4.18 5.05 6.14 6.17~6.20 7.13~7.22 8.02

< 2019년 제65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25~1.31
3.09~
3.10

3.14 3.15~3.21 4.13~4.26
5.03
5.24

< 2019년 제1 · 2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25~1.31 3.03 3.14 3.15~3.21 4.13~4.26
5.03
5.22

3.29~4.04 4.27 5.17 5.20~5.23 6.29~7.12
7.19
8.16

< 2019년 제1 · 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1.04~1.10 1.19~1.27 2.01 2.18~2.21
3.23~
4.05

4.19
4.26

3.22~3.28 4.06~4.14 4.19 4.29~5.03
5.25~
6.07

6.21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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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무교별관 6층( 04520)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  
 E-mail : songsam100@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패스트트랙 (안건 신속처리제도)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

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례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유치원 3법’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

http://www.q-net.or.kr
http://ter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