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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공동체정원은 현 정부의 주요한 정책사업인 도시재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도심 속 
노후 주거 및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낡고 허름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장소성과 역사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존 도시정책에서는 이를 모두 허물고 새로운 건축물과 도시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성, 향수를 담은 장소의 기억을 상실해 왔다. 
반면 도시재생은 그 장소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성을 지키고 장소의 가치를 활용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정책에서 공동체정원은 매우 경제적이고 활용가치가 높은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원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농업보다는 
아름답고 주민들이 함께 가꾸어 나아갈 수 있는 마을정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많아
지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문제가 각 계층과 연령을 초월
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심의 유휴공간과 골목길을 중심으로 녹(綠)을 조성하고 가꿈은 
공동체성의 활력을 높이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대안이다. 현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 법제의 정비를 통한 정원관련법 제정 및 녹색
복지활동 또한 시민녹색운동과 더불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고는 첫째, 공동체정원의 개요와 국내외 흐름을 소개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둘째, 도시환경의 건강과 회복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큰 틀에서 생활권 녹지 확대의 주인공인 공동체정원의 효과와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공동체정원 알아보기
 1. 공동체정원이란?
 공동체정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울타리 등 영역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인정원 외에 
주민공동체에 의해 조성된 개방된 공간으로 식물요소와 조형물로써 공동체 의식을 키우거나 
행사나 이벤트가 열리고 놀이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정의를 인용하여 "생산적 활동을 기반으로 주민참여, 공동체 형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
으로 설명하고, "주민공동체에 의해 조성된 개방된 공간으로 식물요소와 조형물로써 공동체 
의식을 키우거나 행사나 이벤트가 열리고 놀이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공간"로 정의하였다.

》  칼  럼

공동체 정원(Community Garden)에서 건강한 도시·이웃 만나기
   이 애 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 교수



- 3 -

 Hashimoto(2017)는 관리주체 혹은 작업주체는 지역 주민으로 이들이 멤버를 모집하고, 일부 
지정된 활동 장소에서 활동하며, 활동 내용을 스스로 설정하고, 화단 조성 등 다양한 활동에 
대처한다고 정의한다. Urban Greenery Foundation(2005)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원으로서 경관미의 향상과 심신의 위로와 치유, 생활의 안전과 안심의 장이 되며, 만남과 
교육을 통한 배움, 커뮤니티 재생을 통한 지역의 애착과 지역의 힘을 기르는데 의미를 갖는다.
 개인정원과의 차이점은 첫째, 주민이 주체가 되어 파트너십으로 전개해가는 협동전개과정
이므로 정원 만들기의 프로세스를 즐기는 활동(지역창조 프로젝트)인 점이 다른 활동과 다르다. 
둘째, 주민이 주체적으로 커뮤니티의 자립화를 도모하는 점이다. 활동이 충실해지면 저절로 
지역력이 향상하고, 사회로부터의 평가에 동반하여 커뮤니티 멤버의 의욕도 촉진되어 간다는 
이점이 있고 결과적으로 커뮤니티의 자립화에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단발적이며 취미적인 
원예활동이나 채원 만들기의 즐거움만 있지 않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마을의 장래를 계획
하고 전개할 수 있는 꽃과 초록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이다.

 2. 공동체정원의 전개과정
 북미의 발상지인 미국의 경우, 뉴욕, 시카고, 시애틀, 디트로이트 등의 공동체정원이 널리 
알려져 있다. 초기 용도는 저소득층의 자급용 농원이나 전시 중의 식량증산용의 농원이었다. 
현재의 용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경기의 정체나 인종차별저항을 위한 공민권 운동 
등의 영향으로 사회가 불안정하고 거리가 황폐되고 있던 시대에 지구의 환경개선운동으로서 
시작되었다. 지역에 공유 정원을 만드는 일은 주민 상호의 노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의 쇠퇴를 
막기 위해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이 자주적으로 행동을 일으키고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흐름에 동참하였다. 시애틀시의 경우 피카르도의 이름을 따서 공동체텃밭을 
P-패치(P-Patch)라고 부르고 있다. 2013년 5월 기준 시애틀시에는 85개 P-패치 공동체
텃밭에 2,750개 구획과 경작자 6,300명이 참여하며, 마을공동체국이 관리한다. P-패치의 중심적인 
가치는 저소득 계층이나 소수 집단 지원에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원 내 호주 시드니 공터 활용 싱가폴 공동주택 녹지 활용

▲ 사진. 유럽과 동남아의 공동체정원의 다양한 사례(2018~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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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경우, 시민 농원이란 용어로 영국의 토지 인클로저(Enclosure, 중세에서 근대에 걸쳐 
영주나 지주가 돌담,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서 사유지한 것, 18~19C) 운동이나 산업 혁명기에 
공유지를 잃은 가난한 노동자에게 자급 농원을 대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독일에서는 
1832년에는 시민농원 제1호가 설치되고 1865년에는 의사 슈레버(Daniel Gottlob Moritz 
Schreber) 박사에 의해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농원이 제안되어 안전한 놀이터로 제시되었다. 
이 농원이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클라인 가르텐(Klein garten, 작은 정원이란 독일어로 시민
농원이라고도 불림)’이다. 클라인 가르텐은 ‘클라인 가르텐 협회’가 관리하며, 희망자는 협회원이 
되어 구획을 빌린다. 영국에서는 ‘얼라트먼트 가든(Allotment garden)’, 스웨덴에서는 ‘콜로니뜨
라드가르(Koloniträdgård)’, 네덜란드에서는 ‘호르크스튜인(Volkstuin)’, 프랑스에서는 ‘쟈르뎅 
패미리오(Jardins familiaux)’라고 불리고 있다. 이용목적은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시민농원마다 주제가 있어 건강유지를 위한 장, 커뮤니티 형성의 장, 보다 안전한 음식의 
실현의 장, 리프레시의 장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1926년에는 국제연맹이 발족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첫 시민농원은 1924년 교토에 개설된 분구(分区)농원으로 영국의 얼라트먼트 
정원을 모델로 하여 화훼를 통한 지역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1926년에는 
오사카와 도쿄에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을 모델로 한 시민농원이 개설되었는데 아동유희 시설로 
개설된 것까지 있다. 현재는 도시녹화기금이 운영하는 커뮤니티가든네트워크(이하, CGN)가 
NPO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의 목적은 각각 고령자의 삶의 보람 만들기, 
노후 도시시설 철거지의 재생, 장애자 복지와 고베대지진을 대표하는 지진이나 태풍 등 환경 
악화로의 대응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공동체정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의 한 형태로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서 실천되어 오고 있다.

 3. 공동체정원의 체계와 효과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는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 공유자산을 
통한 공동체적 가치, 텃밭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실현된다. 
첫째, 개인과 가족이 일상적 요구 뿐 아니라 활력 있는 삶, 자존감, 소비절약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다. 둘째,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하는 장소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식과 
기술을 나누고 이웃과의 접촉을 활성화한다. 셋째, 풀뿌리 지역운동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문화역량과 지역 활성화의 또 다른 요소들을 키워낸다. 넷째, 도시 내 생물서식지를 
만듦으로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경관을 향상시킨다. 끝으로 참여자들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다양한 수용력을 키우며, 참여가 늘어나면서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된 혜택을 제공한다. 
(Jeffrey Hou, 2009; 이강외 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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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커뮤니티가든의 활동시스템과 효과

Ⅲ. 공동체정원 만들어가기
 1. 정원의 유형
 공동체정원의 유형에 관하여 미국의 ACGA에서는 농원형, 커뮤니케이션형, 테마형, 교육형, 
갱생요양형, 복합형 가든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공동체정원의 개념에 대한 참가자 유형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인근거주자 공동시설이용자, 시민누구나, 유아/아동/청소년/교원, 
보호감호시설이용자이다. 기반환경으로 보면 첫째, 장소기반으로 주민들의 공사유지를 활용한 
경우로서 낙후지역이나 구도심 등 도움이 필요한 곳과 일반 주거지와 공동주택에 주민 스스로 
활동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둘째, 목적에 기반을 두어 교육복지시설의 학습 및 치유형 정원과 
공공녹지시설을 지역민들이 협력하여 조성하는 유형이 있다. 특히 유아/아동/청소년/교원의 
이용자형태인 교육체험형은 옥외활동프로그램으로 공간적 입지를 가지며, 텃밭 ․ 학습공간, 
어린이정원, 학교정원 등을 조성하며 농업과 생태환경, 정원관련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 그림. 공동체정원의 유형(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원 커뮤니티가든 관련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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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사례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험이 많은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의 확산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간하고 있었다.
 공통적 내용은 일반의 초보자들을 고려하여 대상지 여건, 이용자, 목적에 따라 다양성을 
전제하고 설명하였다. 활동주체는 개인, 집단,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면적과 참여인원 및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쉽게 그 예상 규모와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대상지는 대부분 
방치된 유휴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더 넓게는 공원, 보행로, 옥상정원, 학교, 종교시설, 병원, 
주택, 개인주택, 과수원 등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성공을 위한 비결로 참여자 유형, 대상지, 
정원 스타일, 구조(유지관리), 프로모션(이벤트와 행사) 등의 인자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 미팅에서의 훈련된 조력자의 참여를 통해 집단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구성해 나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었다.

호주 시드니 Community Garden Guidelines, 2016 일본 관련서적

▲ 그림. 공동체정원의 지침서와 참고서적(일본, 도시녹화기금 저)

 3. 서울시의 공동체정원 확산 활동 
 3.1 ‘서울, 꽃으로 피다’ (2013~2017년, 서울시 푸른도시국)
 시민참여형 녹화운동인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은 지금까지의 시와 관 주도로 이루어진 
과거의 녹화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캠페인이다. 추진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우리 골목길 우리 손으로 가꾸기 
사업'은 5년 동안의 서울시민정원사교육과 연계하여 정원문화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낙후
마을이나 마을의 훼손된 나대지, 쓰레기투기지역 등을 주 대상으로 함으로써 녹색복지를 통해 
도시의 보건위생과 시민안전, 생활 속 그린 인프라로 확산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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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서울 생활권녹화 활성화사업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개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조성 유형
게릴라가드닝, 동네마당화 분놓기, 한평화단, 담장녹화, 녹색커튼, 옥상녹화, 공동체정원, 푸른마을가꾸기, 
꽃길 조성, 도시숲 조성 및 각종 녹화 및 홍보사업

사업방식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건강성을 살리는 보조금,  꽃․나무 녹화 재료 지원

참여방식 약 120만 명(5년), 약 1,600만 그루 꽃․나무 심기

프로그램 주민지원사업, 시민참여행사, 체계적인 교육(시민정원사 1,000명(200명/년)

우수사례선정 5년간 260개소(년 약 200개 응모, 수상 및 인증패 수여) 

중점사업 우리 골목길 우리 손으로 가꾸기 사업

의의
어둡고 칙칙하게 보이던 생활주변 마을 골목길을 주민들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어 가꾸고 골목길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웃 간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과 생활 주변 녹화 확산

규모 5년간 25개구 약 120여개 공간(연평균 24개소), 년 평균 15,000㎡ 3천 명/년

 3.2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 강북구 인수봉숲길마을
 인수봉자락에 위치한 본 마을은 2007년 담장허물기사업을 시작으로 좁은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택앞마당을 맞대어 공유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로 부상하였다.
 2016~2017년 '서울, 꽃으로 피다' 콘테스트에서 골목길분야의 2년 연속 수상을 하였으며,
150여 가구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을대표와 재능기부자들을 통해 숲마을 지도를 만들고, 
가구의 대표 수목을 심고 나무이름 문패를 만들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 1호 빗물
정원마을로 선정되어 투수성 포장과 마을행사를 겸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차장, 2018년에는 
시의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노후 주택 일부를 마을공동체센터로 착공하기도 하였다.

▲ 사진. 인수봉 숲길마을 담장허물기를 통한 개인정원의 공동체정원화

 3.3 2019 서울정원박람회 ‘어딜가든 동네정원’ 
  2019 서울정원박람회는 기존의 서울정원박람회와 달리 공원녹지 소외지역에 작지만 일상
생활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마을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 정원문화 
확산, 공원녹지 소외지역 해소에 기여하고자 2019 서울정원박람회의 주제로 ‘정원, 도시재생의 
씨앗이 되다’를, 슬로건으로 ‘어딜 가든 동네가든’을 추진하였다.



- 8 -

 해방촌이라는 구도심 마을재생의 대상지 변화를 통해 노후 공원의 재생을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박람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였다. 공원녹지 소외지역에 작지만 일상생활 가까이
에서 즐길 수 있는 마을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원 문화 확산과 함께 공원녹지 소외
지역 해소를 목표로 한다. 해방촌이라는 남산자락의 과거 1960년대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신흥시장과 골목길들에 작가정원, 포미터가든(4㎡) 등의 정원 공모 방식을 새롭게 구성하여 
마을 활성화와 동네 커뮤니티 구축 등을 꾀하고자 하였다.

신흥시장 내 초청작가정원 동네작가정원 - 해방촌마당

어딜가든 동네정원- 해방촌 동네정원사정원 - 노을언덕 시장상인참여정원 - 모듈화단

▲ 사진. 2019 서울정원박람회 중 해방촌 동네정원부문 정원 작품

Ⅳ. 건강한 이웃 · 지속가능한 그린인프라를 향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공동체가 해체됨에 따라 점차 공동체가 함께하는 커뮤니티정원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고자 지자체마다 다양한 공동체정원의 조성과 
시민정원가 양성을 함으로써 정원 교육과 정원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속적인 정원문화확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반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시민
주도형 녹화운동은 아직 시작단계이며 정원조성 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원의 이해와 조성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에서는 토지이용가능성과 
보조금지원, 시민교육의 질적 향상노력과 지속적 운동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동체정원은 국외사례의 복사본이 아니다. 대상지의 역사문화라는 기억과 
장소를 사는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성 있는 사례를 도출하고 홍보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전문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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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창의어린이놀이터 

대상지 21개소 선정
 서울시가 시민공모로 신청 받은 ‘2020년도 창의

어린이놀이터’ 최종대상지 21개소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시민공모에는 총 69건에 460명이 참여하여 

직접 이용하는 동네 놀이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서울시는 1차 자치구 심사를 통과하여 접수된 

총 37개소에 대해 현장조사와 사전평가, ‘서울시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21개소가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21개소는 2019년 10월부터 공모 

제안서를 신청한 시민을 중심으로 놀이터별 주민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함께 놀이터 디자인 

및 설계를 통해 내년에 새로운 창의놀이터로 재조성 

된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주민과 아이들로 구성되는 

‘놀이터 주민운영협의체’는 설계전문가와 함께 이용자가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부터 함께 하며, 

공사 후 놀이터 이용 모니터링과 관리에도 참여하여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놀이터를 만들게 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설물 위주의 놀이터를 

놀이 활동 중심의 놀이터로 재조성하는 창의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0년 

놀이터 조성부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

협약으로 아동과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7〕

서울시, 공원 기록을 주제로

<2019 공원학개론> 개최
 서울시는 10월 18일(금)부터 11월 9일(토)까지 

매달 2차례씩 보라매공원과 서울숲에서 <공원학

개론>을 총 4회 실시한다.

 <공원학개론>은 서울의 공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고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공원을 이용하는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것만

으로는 공원의 사회적 의미와 공간적 함의를 담기

에는 부족하다는 성찰을 토대로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은 공원 및 아카이브 분야의 전문가의 

발제 후 발제자와 청중이 함께 담론을 나누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10월에 1~2회차, 11월에 3~4회차가 

진행되며 매회 약 50명씩 2시간 내외로 소요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46〕

연번 자치구 놀이터명 면적
(㎡)

1 종로구 연지1어린이공원 450
2 중구 다산어린이공원 1,500
3 성동구 응삼어린이공원 1,647
4 동대문구 미리내어린이공원 800
5 중랑구 구릉근린공원내놀이터 1,340
6 성북구 삼선어린이공원 1,700

연번 자치구 놀이터명 면적
(㎡)

7 강북구 한빛어린이공원 1,192
8

노원구
연촌어린이공원 1,050

9 종달새어린이공원 1,500
10 서대문구 다람쥐어린이공원 200
11

양천구
무지개어린이공원 1,400

12 해태어린이공원 600
13 강서구 은행나무어린이공원 1,058
14 구로구 애경어린이공원 2,106
15

금천구
해태어린이공원 750

16 무궁화어린이공원 800
17 동작구 까망돌어린이공원 1,904
18 관악구 까치어린이공원 1,601
19 강남구 대치목련공원 1,400
20 송파구 영풍어린이공원 1,500
21 강동구 안말어린이공원 900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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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때 최대 1천만 원 보장
 서울시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20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되며,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지난 9월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되었으며, 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

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02)2133-8046〕

서울시, ‘부지활용’ 공공주택 공급계획 

순항 중…47곳 모두 사업 착수
 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와 3차례에 

걸쳐 공급계획을 발표한 '부지활용 방식 공공주택' 

사업지 47곳(3만2천호)이 각 사업별 공정목표대로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47곳 모두 현재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13곳)를 밟고 있거나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34곳)에 착수한 상태다.

 부지활용 방식은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도로, 

빗물펌프장, 차고지 등 저이용 유휴부지를 복합화

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개별사업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19년 행정절차 이행 → 2020년~2021년 사업

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 2022년 6월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

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본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주택

공급혁신 TF’에서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47곳 가운데 5곳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은하어린이집(20호), 양녕주차장(40호)은 

2020년 준공되고,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200호)는 

2023년 5월 차례로 준공, 실제 주택공급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부지는 8곳이다. 최근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연희‧증산유휴지(600호)를 

비롯해 청석주차장(40호),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

(230호), 구의자양(1,363호), 빈집 활용(400호), 

마곡R&D센터 도전숙(230호)이다. 시는 이 가운데 

대규모인 구의자양(2023년 준공)을 제외한 7곳 

모두 2022년 이내 준공한다는 목표다. 

 특히, 서울시는 연희‧증산 빗물펌프장, 북부간선

도로 상부, 강일‧장지차고지 등 도심 저이용 유휴

부지를 활용해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시 직접 시행 방식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달 북부

간선도로 입체화사업 등 12곳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 면제결정을 받아 사업 속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34곳도 당초 공정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와 수색역 일대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부지는 기획검토용역,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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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도 타당성

조사(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심사, 시의회 승인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개포동 재건마을, 구의유수지 등 반대민원이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 

 한편, 시는 ‘주택 8만호 추가공급’ 가운데 상업‧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 도심형 주택공급과 정비 

사업을 활용한 민간 공급사업도 제도개선과 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공공주택과 

(02)2133-7014, 7070〕

서울시, 제4회 건설상 수상자 선정 발표

 서울시는 '제4회 서울시 건설상' 수상자 총 12명을 

선정, 4일(금) 발표했다. '건설상'은 서울시 기반

시설 건설과 기술 발전에 기여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는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7명 모두 

개인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토목분야 4명, 건축분야 5명, 설비분

야에서 3명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된 셀파이엔씨(주) 곽정하 

대표(51세)는 서울시의 도심 노후화로 인해 지반

침하 및 동공이 빈번히 발생되어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던 2015년부터 서울시 도로하부 동공

탐사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하며 2018년

까지 1,012개소의 동공을 발견하여 사전복구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공공안전과 서울시 도로시설물 

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생소한 차량형 3D GPR 탐사기기를 

최초로 도입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탐사기법 연구는 

물론, 지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지층 판단장치, 

지표투과 레이더를 이용한 지반 변경 예측시스템 

등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기술개발에도 기여

하였다.

 건설상 수상자 심사는 수상 후보로 접수된 20명

(토목 7, 건축 8, 설비 5)을 대상으로 한국건설안전

협회 안무영 회장(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 언론인,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2019년 서울특별시 건설상 공적심사위원회'가 맡아서 

진행했다.

 한편, 최우수상은 ▴서울시 하수관로 노후도 평가

방법 기준 마련 및 반포천 침수해소에 기여한 조현석

(55세) KG엔지니어링 전무 ▴서울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구조물 균열방지를 통한 고품질 건축물 건설에 

기여한 조정호(54세) 두산건설 부장, ▴서울시 건설

기술심의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하며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설비기술 보급에 기여한 변운섭

(59세) 우원엠앤이 대표, ▴서울 고덕 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현장소장 등으로 참여하며 에너지

분야 기술발전에 기여한 조강식(62세) SK건설 팀장이 

선정되었다.

 우수상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등에 참여하며 지하 및 주변시설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 양구승(57세) 다산이엔지 전무, 

▴지하철 5호선연장(하남선) 건설공사 등에 참여

하며 시공품질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주동수

(56세) 한신공영 상무, ▴서울시 품질관리 적정성 

위원 등으로 참여하며 건축물 품질 및 안전관리에 

기여한 곽동삼(53세) 원우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SH공사 품질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건축물 분야 품질 및 안전관리에 

기여한 김공숙(58세) 토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축물 품질 및 안전관리에 기여한 

박태희(58세) 광장건축사사무소 이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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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위원, 품질점검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하며 서울시 건축품질 및 안전한 건물 구축에 기여한 

장덕배(61세) 동양대학교 교수, ▴서울시 공익감사단 

전기부문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설비분야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병철(41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문원이 선정됐다.

 '2019 서울시 건설상' 시상식은 10월 8일(화)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진희선 

부시장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 공적심사위원, 수상자 

소속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서울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통신기본권 전면보장
 2022년 서울은 누구나 어디서든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data free) 도시’가 

된다. 공공 사물인터넷(IoT) 망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IoT 센서를 활용한 공유주차, 스마트가로등, 

실종방지 같은 시민 체감형 서비스가 서울 전역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민 1인당 월 52,000원, 1년이면 

최대 63만 원의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로는 연간 3조 8,776억 원의 사용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을 방문하는 연간 1,200만 명의 외래 

관광객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여행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여행 편의와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촘촘

하게 구축하는 내용의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S-Net) 추진계획｣을 발표, 보편적 통신복지를 실현

하고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3년 간

(2020~2022) 총 1,027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스마트폰이 시민 삶의 필수재가 된 상황

에서 데이터와 와이파이가 공기 같은 존재인 만큼,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 인프라 수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통신비 

부담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서울 전 지역에 총 4,237km에 

이르는 자가통신망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를 

구축한다. 행정업무나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기관별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한 사례는 기존에도 있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 전역에 구축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자가통신망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공공이 직접 구축하는 통신망(광케이블)이다. 

임대망 대비 통신비용이 저렴하고, 한번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모든 행정 분야에 무제한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축되는 자가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현재 생활권 면적 31%에서 100%로 

전면 확대한다. ‘공공 사물인터넷(IoT) 망’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대동맥에 해당하는 자가통신망과 

모세혈관처럼 뻗어나가는 공공 와이파이와 사물 

인터넷(IoT)망이 구축되면 모든 사람과 사물이 네트

워크에 연결되는 ‘초연결(Hyper-connected) 도시’가 

완성된다.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 계획｣의 주요 

사업은 ①자가통신망 구축 ②공공 와이파이 조성 

③사물인터넷망 구축, 3가지다. 

 첫째, S-Net(Smart Seoul Net, 총 4,237km)은 

2003년부터 산발적으로 구축된 기존 자가통신망

(2,883km)을 통합‧연계하는 ‘1단계’ 사업과 신규 

통신망(1,354km)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다.

 새롭게 확충되는 자가통신망 1,354km는 서울 

전역의 생활권으로 모세혈관처럼 뻗어나가는 방식

으로 구축한다. 와이파이 커버리지 면적을 감안해서 

직경 100미터 간격으로 ‘ㄹ’자 모양으로 구축, 효과는 

극대화하고 설치비용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도입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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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공공 와이파이는 기존 주요 거리와 지하철, 
공원 등 인구밀집지역 중심에 더해, 복지시설, 커뮤
니티 공간, 마을버스 등 시민 생활권 구석구석으로 
확대돼 와이파이 소외 없는 서울을 만든다. 현재 
7,420개인 AP(무선송수신장치)를 2배 이상으로 
확대(2022년 23,750개)해 서울시 생활권 면적 
100%(현재 31%)를 커버한다.
 추가 설치되는 공공 와이파이 AP(16,330대)는 
버스정류소, 교통시설물, CCTV지지대, 자치구 자가망 
등 시‧구의 기존 시설물에 우선 설치해 비용을 절감
하고 시민 체감을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요금제 이용자가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평균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1인당 약 월 5만원, 
서울시 전체로는 연간 3조 원의 사용편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이번에 확대 구축되는 총 4,237km의 
S-Net(Smart Seoul Net)에 사물인터넷 기지국
(LoRa통신) 1,000개소를 신규 구축해서 향후 스마트 
도시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IoT) 기반을 아울러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바닥에 부착된 IoT 센서를 활용한 
‘공유주차’, 위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
하는 ‘스마트가로등’, 치매어르신와 아동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IoT 실종방지’ 같은 ‘스마트시티 서울’ 정책이 
서울 전역에서 실행될 수 있다. 시민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데이터 수집‧활용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구 간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연계, 공동 활용해 
정책 활용도도 높인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을 적용해 각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통신방식
으로 운영 중인 사물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형식을 
일원화한다. 또, 센서 암호화, 네트워크 방화벽 설치, 
서버 보안 체계 등 보안대책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스타트업이나 산‧학 연구기관에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해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서울시의 공공 사물인터넷망과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1352〕

서울시 홍릉 일대 등 7곳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
 서울시는 10월 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서울시 7곳이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중 동대문구 홍릉 일대는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사업으로, 서울시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2017.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에서 배제되었으나, 2018년도부터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가능 자치구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9년도 하반기 서울시 최초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동대문구 홍릉

일대를 포함하여 저층주거지 소규모 사업 6곳 등 

총 7곳이 선정되었다.

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 기준 (2019년 하반기)
▸ 2017.8.2.이후 누적 상승률이 서울 평균 이하 (13개區)
- 광진·동대문·중랑·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강서·구로·
금천·관악·서초(全유형)

▸ 2018.9.13.이후누적상승률이서울평균이하 & 2017.8.2. 이후
누적 상승률이상위 20%에 속하는자치구제외 (4개區 추가)
- 양천, 동작, 강남, 강동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
동네살리기만 가능)

 이에 따라 시는 그간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에 

일부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도시

재생사업이 향후 도시재생뉴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홍릉 일대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2017년부터 사전조사, 기본구상 수립,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 

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준비해왔다. 특히 2018년 

11월 수림문화재단 내 홍릉 도시재생 현장지원실을 

개소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경희대학교, 수림문화

재단, 한국국방연구원, KAIST, KIST, KISTI 등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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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최초로 선정된 홍릉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 뉴딜사업은 산·학·연·병의 기관과 주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바이오 산업혁명의 심장’을 구축하는 

비전하에 지속가능한 R&D 혁신 인프라 구축, 

R&D 맞춤형 다양한 생활환경 조성, 역사·자연 및 

지역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 창출을 위한 총 625억 원

(시비 375억 원, 국비 250억 원)의 마중물사업이 

6개년(2020~2025년)에 걸쳐 추진된다.

 소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일반

근린형 2곳 - 양천구 목동, 동작구 사당4동 · 주거

지지원형 1곳 –도봉구 도봉2동 · 우리동네살리기 

3곳 - 관악구 은천동, 동대문구 제기동, 동작구  

본동 등 6곳으로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은 250억 원

(국비 100억 원, 시·구비 150억 원), 우리동네살리기는 

125억 원(국비 50억 원, 시·구비 75억 원)을 투입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공공재생과, 주거재생과 

(02)2133-8618, 8644, 7167〕

서울시, 을지로·세종대로 2~4차로 

줄여 보행로 확대…2020년 완공
 서울시의 도로 공간 재편사업이 퇴계로 등 주요 

5곳에서 순차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사대문 안 도로

다이어트가 본격화, 서울시민의 보행권이 대폭 확대

된다.

 선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온 퇴계로 2.6km구간을 

6~8차로→4~6차로로 줄이는 사업이 내년 5월 완공

된다. 도심 핵심부인 을지로‧세종대로 2~4차로를 

과감히 축소하는 사업도 2020년 착공, 완공된다. 

충무로, 창경궁로 도로재편도 막바지 설계에 한창

이다.

 차가 사라진 거리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유교통

공간을 확보해 보행자와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보행로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나눔카 

주차장 마련 등을 추진한다. 

 특히, 수문장 교대식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가 된 대한문 앞 보도는 최소 5m 이상 넓어

지고 숭례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횡단보도의 신설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광화문에서 숭례문, 나아가 

남산과 서울로7017까지 보행으로 단절 없이 연결

되는 관광·보행 명소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전역에 대한 도로 공간 

재편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을지로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밝혔다. 

 핵심적으로 을지로 시청삼거리~동대문역사문화

거리에 이르는 2.5km 구간은 6차로가 4차로로, 

세종대로 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km 구간 

10~12차로가 6~8차로로 차도 몸집을 축소한다. 

일방통행으로 운영 중인 충무로(1.0km), 창경궁로

(0.9km)도 1개 차로를 축소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도로공간재편사업’ 중 퇴계로 2.6km 구간(6~8

차로→4~6차로)은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은 퇴계로 공간재편 2단계(퇴계로

2가~광희동사거리, L=1.5km)구간이다. 회현역~

퇴계로2가까지는 퇴계로 1단계 사업으로서 ’18년 

기 완료한 바 있다. 

 퇴계로, 을지로, 세종대로 등에 이어 오는 2025년

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21개 주요도로에 대한 공간

재편을 완료하면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 공간이 

총 156,810㎡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청광장 

1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도심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시,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거듭

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7.9km의 자전거 네트워크도 완비되어 명실상부한 

녹색교통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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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걷는 도시, 서울’의 핵심 사업인 ‘도로공간

재편’ 사업을 도심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중심으로 

그 이후엔 지역 생활도로, 나아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이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02)2133-2420,2437〕

서울시, ‘2019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

심포지엄’ 10일부터 사전등록
 서울시가 11월 8일(금),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하는 ‘2019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의 

사전 등록을 10월 10일(목)부터 시작했다.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은 아동의 놀이권 

향상과 도시환경에서의 놀이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가 함께 하는 자리로 

서울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캐나다, 덴마크, 영국, 싱가포르 

등 국내외의 민·관·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놀이와 놀이터 전문가들이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다양성을 말하다(Playful City Seoul, Pursuing 

the Diversity of Playground)’를 주제로 놀이

활동, 놀이공간, 놀이정책 등에 대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심포지엄 뿐만 아니라 플레이워커(Playworker) 

워크숍과 팝업(Pop-up) 놀이터가 부대행사로 열려 

놀이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심포지엄 다음날인 11월9일(토)에는 문화비축기지

에서 서울시 놀이활동가 등 놀이활동에 관심이 있는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영국 플레이워커 정책가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야외마당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팝업놀이터-놀이만세’가 열린다. 

 ‘팝업놀이터-놀이만세’는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찾아다니고 자유로운 상상과 몸짓이 가능하도록 

창의·전래·예술 등 20여 개의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운영된다. 

 심포지엄과 부대행사의 사전 등록은 홈페이지

(http://news.seoul. go.kr/ env/)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등록자에게는 행사 당일 발표자료 책자가 

제공된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7〕

서울시, ‘새로운 광화문광장’ 연말까지 

전 방위 시민소통 나선다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시민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연말까지 온

‧오프라인을 망라한 전 방위 시민소통에 나선다. 

 시민소통의 3대 기본방향은 ‘경청‧토론‧공개’다. 

시민이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주인이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생산

적인 토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전 과정은 온‧
오프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 

 10.18(금) 제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4회에 걸친 ‘전문가 공개토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두 차례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인근 5개 동별로 직접 찾아

가는 ‘현장소통’에 나서고, 연말엔 그 쟁점을 모아 

‘합동토론회’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오프라인 소통과 병행해 ‘온라인 토론’에도 

나선다. ‘민주주의 서울’,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모바일 엠보팅’ 등 다각도의 채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사성, 보행성, 시민성을 회복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 우선 연말까지 시민의견을 

이와 같이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 

시민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소통은 크게 4가지로 진행된다. ①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민 대토론회’ ②의제별 ‘전문가 공개

토론’ ③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광화문광장의 모습을 

나누는 ‘온라인 소통’ ④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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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시민 대토론회’는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주요의제 가운데 장시간 토론으로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총 300명을 모집해 
12월7일(토) DDP, 12월15일(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총 2차례 열린다. 
 둘째, ‘전문가 공개토론’은 시민 대토론회에 앞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10월18일(금) 첫 번째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1차에서는 
논의주제를 열어두고, 4차까지 토론의 쟁점을 정리
해가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광화문시민
위원회, 시민단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
하고 시민 누구나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개토론과 별도로 ‘찾아가는 전문가(학회 등) 
토론회·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 공개
토론이나 시민 대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관심 
있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온라인 토론’은 시민 일상과 가까운 생활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해 새로운 광화문
광장에 대한 시민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어
간다는 목표다. 역사성 같은 거대담론은 오프라인 
토론회에서 다룬다면 보다 손쉽게 참여하는 온라인
에서는 ‘내 생활 속 광화문광장’, ‘출근길로서의 
광화문광장’ 같이 체감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제의 중량감에 따라 ‘민주주의 서울’(분야별 
주요주제) →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분야별 세부
주제) → ‘모바일 엠보팅’(시민 체감형 주제) 3개 
채널을 활용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이 직접 광화문광장 일대 
지역으로 찾아가 주민과의 ‘현장소통’에 나선다. 
인근 5개 동(삼청, 사직, 청운효자, 평창, 부암동)
별로 시민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동주민
센터 등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을 한 번에 듣는 청책
토론회도 갖는다.

 또, 현장방문에서 수렴한 의견 중 더 많은 지역

주민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쟁점사항을 모아 올 

연말에 ‘지역주민 합동 토론회’를 실시한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주재하고 광화문 인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해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토론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02)2133-7714〕

서울시, ‘태양의 도시, 서울’로 C40 

블룸버그 어워드 수상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이 혁신적인 

기후 리더십을 발휘한 도시에 매년 수여하는 

「C40 블룸버그 어워드」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4년에 이은 두 번째로, 국제

사회에서 ‘태양의 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C40 시장총회가 개최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0일(목) 18시 30분(현지시각)에 

열린 시상식에 서울시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이 

참석했다.

 ‘태양의 도시, 서울’은 2022년까지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1백만 가구에 보급하고, 설치 가능한 공공

부지 100%에 태양광 설치, 태양광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총 1GW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한편 서울시장은 C40 부의장·동아시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번 시상식이 개최된 

‘C40 시장 총회(Mayors Summit)’와 C40의 리더십 

그룹인 비공개 ‘운영위원회의’에도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번 총회에서 향후 C40의 핵심 의제로 

선정된 ‘글로벌 그린 뉴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대기질 개선 선언’과 ‘지구건강식단 선언’에도 참여

하여 야심찬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한 식단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도 약속했다.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02)2133-3539, 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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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 위해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

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되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되어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 

3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하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은 

2018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

시설 총 74개소이며 이 중 약 67.5㎢가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시대에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

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10월 

15일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02)2133-645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02)2133-2022, 2087〕

재활용 화분으로 치유를…서울시, 화분

나누기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는 시민들이 관리가 어려워 버리는 화분형 

식물을 수거하여 재활용 가능한 화분에 다시 보완

식재 후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재분양 하는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식물을 이용한 건강한 

실내공기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병들거나 식물관리가 어려워 버려지는 화분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서울시는 선순환 녹색자원 활용사업인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9년은 성북구, 도봉구를 대상으로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2022년까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환경실천

연합회에서 진행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화분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원예활동과 

더불어 공기질 개선, 식물치유 등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화분수거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운영단체는 도봉구, 성북구 등 시범 자치구 내 

화분수거 캠페인에 참여할 주거단지(마을공동체) 

10개소를 10월 31일(목)까지 공개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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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들은 (사)환경실천

연합회 홈페이지(www.ecolink.or.kr) 혹은 전화

(☏805-8840~2) 로 접수 신청 및 문의를 하면 된다.

 화분수거 캠페인은 단순 화분수거 뿐만 아니라 

대상지 주민이 화분을 지속적으로 잘 가꿀 수 있도록 

화분 영양제를 나눠주거나 분갈이를 돕는 주민들의 

원예활동 프로그램 ‘Dr.Plant’을 진행하고 녹지 

취약지역 등에 트럭을 이용한 이동정원 차량 ‘찾아

가는 숲’을 운행하여 아기자기한 녹색 쉼터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1〕

서울식물원,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올해 5월 정식으로 문을 연 서울식물원이 2019년도 

대한민국 조경대상 최고상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2003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적 있으나 조경 프로젝트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이 제10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0.15(화) 14시 서울식물원 보타닉홀(식물문화센터 

2층)에서 열렸다.

 올해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민추천을 통해 접수된 

168개 작, 자체 출품 67개 작 등 총 235개 작품이 

접수돼 경합을 벌였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국민 

참여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총 17개 작품이 

상을 받게 됐다.

 대통령상 시상은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이 

대신하였으며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식물원 조성에 

참여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조경설계 서안(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계룡건설산업(주) 등이 공동 

수상했다.

〔서울식물원 (02)2104-9783〕

서울시, 돈의문박물관마을 외벽 등에 

1천㎡ 첫 수직정원 착공 ‘도시녹화’

 한양도성 서쪽 성문 안 첫 동네로, 서울시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로 

재탄생한 돈의문박물관마을 외벽 등이 총 1,000㎡ 

규모 수직정원으로 변신한다. 서울시가 처음 시도하는 

서울형 옥외 수직정원(Vetical Garden) 사업이다.

 2019년 11월 중 착공해 본격 조성공사에 들어가며 

2020년 5월 완공 목표로 총 13억 원이 투입된다.

 담쟁이를 비롯해 측백나무, 영춘화, 상록기린초, 

은사초, 좀눈향나무 등 겨울에도 잘 자라고 사계절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꽃과 나무들로 가득 채워

진다. 

 서울시는 수직정원이 도심 속 녹지를 늘려 ①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농도 저감 ②에너지 

절감 효과 증대 ③다양한 생물 서식환경 제공 ④

자연 정취로 인한 편안함‧안정감 제공 ⑤생활권 

내 부족한 녹지 비율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수직정원(Vetical Garden)’ 대상지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및 인접

건축물 5개동이다. ▴벽면녹화(552㎡) ▴옥상정원

(170㎡) ▴온실 1동 (77.74㎡) 증축 ▴가로녹지 

등 총 1,000㎡ 규모로 조성된다.

 벽면녹화의 경우 건물 외벽에 화분을 꽂을 수 있는 

틀을 설치해 화분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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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찾는 시민들이 수직정원을 

가까이서 만지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정원을 지속적‧효율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자동관수시스템(점적관수, 미스트관수)을 구축하고, 

식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재배 온실도 새롭게 선보인다.

 서울시는 수직정원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과 녹지 

공간 경계 허물기를 통해 도시녹화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시 전역에 수직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20〕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32〕

쓰레기장이 정원으로…서울시-한국공항

공사, 김포공항 인근 초록마을 탈바꿈

 서울시가 한국공항공사, 양천구, (재)환경조경나눔

연구원과 함께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 일대 곳곳에 녹지를 촘촘히 확충해 이 일대가 

초록마을로 탈바꿈했다.

 핵심적으로 서울금융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쓰레기장

(250㎡)이 초록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신했다. 그동안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악취를 풍기던 곳에 느티나무, 

수수꽃다리 등 1,400여 주의 수목과 다양한 초본류가 

식재돼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플랜터와 

등의자도 설치해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게 됐다.

 또 이 공간 내에 자동차가 주차할 수 없도록 차도

와의 공간을 분리시키는 목재데크도 설치했다. 그동안 

쓰레기장 내 불법 주정차로 학생들이 통학로를 이용

하지 못하고 찻길로 다녀 위험했다.

 양원초등학교 일대 방치된 통학로(210㎡)는 안전

하고 쾌적한 등하굣길로 거듭났다. 낡아서 부서진 

담장을 보수하고 생울타리, 텃밭, 벽면녹화를 조성

했다.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던 골목길을 밝게 비춰

주기 위해 야간에도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태양광 

정원 등을 곳곳에 설치했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신월동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하늘길 초록동행 프로젝트’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3차년 간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남은 2년차도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프로젝트가 소음대책지역을 초록마을로 만들어 

이 지역 주민들과 진정한 동행의 길로 간다는 의미를 

담은 만큼, 변화된 공간이 주민들의 일상과 동행

하는 사랑받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수) 15시 서울금융

고등학교 인근 사업현장에서 ‘하늘길 초록동행 프로

젝트’ 3차 년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는 

준공행사를 가졌다. 신월동 주민을 비롯해 사업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1〕

서울둘레길 개통 5주년…

85개국 1천명 세계인 함께 걷는다

 서울시는 서울둘레길 개통 5주년을 맞이하여 

10월 2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둘레길 8코스(우이령~서울창포원)에서 외국학생 

85개국 700명, 시민 300여명과 함께 특별한 축제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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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둘레길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서울둘레길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

하는 서울둘레길 8코스를 외국학생들과 함께 걷고 

둘레길에 깃든 역사와 문화적 의미에 대해 소통

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재미있는 미션을 통해 

경품도 받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공연도 마련됐다.

 5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우이령에서 서울창포원

까지 총 7.4km, 약 3시간을 걷는 동안 ‘트리허그’

등 단체미션 4회, 명소촬영 등 개별미션도 진행되었다.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02)2133-2159〕

서울시, 노들섬~용산 ‘한강대교 보행교’ 

시민 아이디어 당선작 선정

 서울시가 노들섬과 용산을 잇는 한강대교 북단에 

2022년까지 보행 전용교를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보행교를 설치할지 시민과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받았다. 45일(8.6.~9.20.)간 

총 72개 시민‧전문가팀이 참가해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당선작 22개(일반부문‧
전문가부문 각 11개) 작품을 10월 28일 공개했다. 

각 부문별로 대상 1팀, 최우수 2팀, 우수 3팀, 

장려 5팀이다. 수상자들에게는 10월 29일 15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총 1억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일반부문에선 한강을 다양한 높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UNDULATING BRIDGE>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존 쌍둥이 교각 사이에 다리를 단순히 

길게 늘어놓는 것이 아닌, 마치 다리가 접힌 듯한 

형태로 설치함으로써 높낮이를 다채롭게 구현한다. 

기존 수평적 교각에 수직의 변화를 주는 아이디어다. 

보행교 자체가 구조적으로 자립하면서 기둥 수를 

최소화하는 다리로 제시하고자 했다고 당선자는 

설명했다. 

 전문가 부문 대상은 기존 교각에 있는 양측 보행로 

측면을 따라 띠 모양으로 성장하는 형태의 밀림 

<선형밀림>이 뽑혔다. 기존 양측 보행로의 폭을 

수평적으로 확장시켜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확장된 보행교 아래로 여러 개가 연이어진 방을 

만들어 윗길과 아랫길을 모두 활용한다.

 서울시는 공모전을 통해 나온 시민‧전문가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 한강대교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 등 실행력을 검토해 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기본구상에 녹여낸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한 후 2020년 국제

현상설계 공모,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 2022년 12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02)2133-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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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종합체육센터 건립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강북구 종합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10월 30일 착공식을 

개최해 ‘강북구 대표 문화체육시설’ 건립의 시작을 

알렸다.

 서울시와 강북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강북구 종합체육센터>는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미아동 811-2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52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시설 건립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타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강북구에 

아동·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지역주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강북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성적 지상주의로 ‘아동·청소년 학업스트레스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한국의 교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가 주목하는 ‘핀란드 아난딸로 

아트센터(Annantalo Arts Centre)’를 모델로 조성

하는 예술교육시설이다.

 아난딸로 아트센터(Annantalo Arts Centre)는 

핀란드 헬싱키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예술

교육기관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설립됐으며, 오래된 학교 건물을 

개조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공간 모델이다.

 공연장, 전시·체험 공간, 예술가 LAB실, 영유아 

놀이방 등으로 구성해 정형화된 학교 수업과 틀에 

박힌 문화 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문화

공간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개인의 끼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하여 강북구를 

비롯한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의 꿈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전용공간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지난 2016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강북구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을 비롯해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위주로 예술

교육 공간을 추가 조성·지원해 ‘예술로 성장하는 

아이들’, ‘예술로 다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함께 <강북구 

종합체육센터>도 건립된다. 강북구 미아동은 강북구 

내에서도 특히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영장, 헬스장, 스피닝룸 

등 다양한 생활 스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종합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02)2133-422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72〕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 (02)90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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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기술 활용, 더욱 안전한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에 있는 수문 등 배수시설과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Io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하천
관리시스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등 홍수위험이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배수시설 운영방식은 마을이장 등 인근 
지역주민을 민간 수문관리인으로 임명하고, 민간
수문관리인이 직접 현장에서 조작(수동 또는 전
동)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수문관리인의 고령화, 전문성 부족, 
피해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있었고, 
특히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현장출동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해왔다.
 이에 정부는 충남 아산시에 약 14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200억 원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경우 10곳 
이상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Io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에는 ➊종합상
황실 구축, ➋수문 자동화 설비 도입, ➌CCTV 및 
자동 수위계 설치, ➍수문과 상황실간 통신연결 
등 사업 예산과 향후 유지관리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상황
실과도 연계해 하천 수위와 배수시설 작동 상태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등 하천 홍수 대응을 위한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10월 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작하여 12월 대상을 최종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선도사업 대상 선정에는 배수시설의 노후도 등 
사업 타당성, 최근 침수피해 사례 등 사업 시급성, 
지방하천 내 배수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➊신속한 수문 조작, ➋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수문 운영, ➌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➍주기적 수문 점검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수문 조작에 따른 수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 강우량 등 관련 자료와 함께 분석하면 향후 
배수시설의 운영을 완전 자동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16〕

깨끗하고 건강한 수소 시범도시
연내 3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에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
이송, 활용까지 수소 관련 전반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10월 
10일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소도시 개념 및 추진전략 】
 수소도시란 도시 내 수소생태계1)가 구축되어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도시혁신을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말한다.

< 수소도시의 미래 모습 >
▪ (생산 ) 부생수소, 추출수소 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기술이 발전하여 마을･
건축물 단위의 그린수소 생산 가능해짐

▪ (저장･이송) 액화･고체 저장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내･도시간 대용량으로 수소 저장･이송이
가능해져 도시에너지원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 (활용) 수소 발전시설, 수소 메가스테이션2) 등
핵심 기반시설을 통해 주거･교통･산업 등 도시
활동 전반에서 수소를 안전하게 활용

1) 수소생산-수소 저장․이송-수소 활용

2) 대용량 수소저장, 저장된 수소를 건축물․충전소 등에 공급,  

안전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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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내 생활권 단위3) 공간에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 
교통 분야에 집중하여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는 
｢수소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안전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 수소 시범도시 주요 모델 】
 수소 시범도시에는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기본요소와 혁신적 
기술을 실증하거나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특화
요소가 반영된다.
 기본요소는 주거 분야, 교통 분야, 통합운영센터로 
이루어지며 이 중 주거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필수), 개별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수소를 활용한다.
 교통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도시 내 또는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
한다.
 또한, 시범도시에는 수소 관련 기반시설(이하 인프라) 
구축 후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여 수소 
공급·저장·이송 현황, 안전성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할 계획이다.
 특화요소로는 국내기술 중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증하는 기술 실증 분야4)와 지역
특화 산업 및 거점 인프라 등에 수소를 접목하는 
지역특화 산업 분야로 구분되며, 지자체에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수소시범도시 모델(안) 예시 >

3) 수소 수급 여건에 따라 3~10㎢ 범위

4) 국내기술 중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을 독립된 공간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실증하고 안전성･확장가능성 검증

 이러한 수소 시범도시에는 1곳당 수소 친화 도시

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

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 등 총 사업비 

290억 원을 한도로 이중 국비 50%를 지원한다.

 또한, 수소 시범도시에는 시범도시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각 부처의 수소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집중 지원된다.

【 수소 시범도시 안전성 강화방안 】

 최근 수소 관련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시범도시 안전성 강화방안도 추진전략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범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시범도시에는 사고발생 시 시스템이 자동정지 되는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이 미비한 

저압수소 사용부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시범도시 추진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공모부터 운영

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성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시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에서 수소 시범도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설계․
시공․운영 전 단계별 통합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지자체별 안전진단․점검 등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통합운영관리센터 구축․운영(지자체, 시설

공단 등 참여)하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수소 시범도시 선정기준 및 일정 】

 수소 시범도시 공모는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로, 

관할지역 내 일정 범위 안에 기본요소와 특화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수소 활용 계획을 수립한 곳을 대상

으로 시범도시 조성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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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지자체 수소 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

하여 연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10월 17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공정한 평가를 거쳐 

12월에 선정된 시범도시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1〕

올해 도시대상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상 “전북 완주군”
 「제13회 도시의 날」 기념식이 10월 11일(금) 

국토발전전시관 야외에서 각계 인사와 도시대상 

수상 지자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의 도시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함께 진행된 「2019 도시대상 시상식」에서는 

서울 종로구(대통령상)를 비롯한 19개 지자체가 

도시대상 본상 및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종합평가 결과 1위인 도시대상은 2016, 2018년 

2위를 차지했던 서울 종로구에게 수여되었다. 종로구는 

새뜰마을사업 등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통한옥을 도서관, 주민센터 

등 한옥 생활 인프라로 재탄생시킨 점과 2010년

부터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전북 완주군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 속

에서도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 로컬 

푸드사업 추진, 교통약자를 위한 으뜸 택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에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7〕

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는
간소하게, 규칙은 명확하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정절차와 산업
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중복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개선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는 일부 기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5)를 
완료한 후 개별 공익사업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사업기간 연장이 우려된다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데 따라 규정을 명확히 개선한 사항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6)과 관련된 개발
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훼손지복구사업을 국토부 승인 거쳐 확정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국토부가 재승인하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훼손지 정비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만드는 중소기업전용
단지에 입주 가능한 주민7)의 범위를 현재 
2010.2.6.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3.30.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한다.

5) (해제) 입안→ 지방의회‧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중도위 심의→ 해제결정

   (사업추진) 입안→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산업단지 등) 지정

6)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범위에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시설물 밀집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도록 의무화

7)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한 주민(불법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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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효과적 

검토를 위해 국토연‧LX‧LH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행정규칙 명확화

그간 공문으로 운영해 오던 경계선 관통대지8) 

해제기준을 행정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9)도 합리적으로 조정10)하여 

지자체 권한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1월 12일

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 등을 위해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중으로,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리모델링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대상 건축물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8)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

9) 이미 해제한 구역 경계로부터 1km 이내, 5년 이내에 합계 면적 

30만㎡ 이상인 해제추진

10) 입안권자(시장‧군수 등)가 다른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2조제2항 중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제13조제1항제1호 중 ‘300세대’를 ‘150세대’

로 한다.

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실수요자의 청약이 가능

하도록 입주범위를 완화하여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창업지원주택 입주조건 완화(안 제23조의2) 

  1) 창업기업 근로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창업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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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조건 완화(안 별표5) 

  1) 산업단지 재직자에 한정하던 입주자격을 산업

단지 근로자로 확대하고 미혼 산업단지 근로자

에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신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

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신설(안 별표5) 

  1)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20%를 신설

하여 신혼부부 계층 내 소득기준 합리화

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기간 등 삭제 (안 별표5) 

  1)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하던 거주지 

제한 및 무주택기간 1년 이상요건을 삭제

하여 타 입주계층과의 형평성 제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7〕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2019.4.23.)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

됨에 따라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비 검증기관 및 검증의 대상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사비 검증의 신청 시기, 제출서류 등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공사비 검증의 처리기간, 기준시점, 자문위원회 

운영 등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공사비 검증 결과에 따른 보고서 작성, 결과 

공개 등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공사비 검증 수수료, 검증 취소 등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2호, 2019.8.20. 

공포 및 2020.1.1. 시행)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

되는 경우 고시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설치

할 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효력 상실 시 

고시방법(안 제97조제7항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일자, 사유 및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함.

나.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8항)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처리시설 설치 시 건폐율을 60퍼센트

까지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도시ㆍ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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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반시설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기반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운전면허시설로 변경함.

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유 확대(안 제52조제1항)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설치에 대한 내용 중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축소 

또는 1미터 이내의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자동차 운전

면허시험장을 포함하고 공공청사ㆍ자동차정류장ㆍ

유원지 내에 편익시설로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해당 시설의 

원활한 공급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추가함(안 제43조･제44조･
제45조)

나. 유원지에 편익시설로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2항제6호마목)

다.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추가함(안 제95조

제2항제6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1항․ 
제2항에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

공사 참여자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

사고 발생 보고 및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9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 참여자 및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방법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제55조～제60조)

나. 건설기술진흥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유사한 

조항 정비 등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5553〕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기계

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4.17. 공포, 

2020.4.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

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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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가.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별표 1)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
하기 위한 설비를 규정함

나.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안 제3조 별표 2)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고등
교육법」 등에 따라 기계 또는 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함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안 제4조 별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
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기사·
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함

라.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 
규정(안 제5조)

기본계획에 국내외 기계설비산업 시장 전망,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마.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연구 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기술자격 취득 현황 등을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규정
(안 제8조, 제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교육
훈련 위탁기관으로 기계설비관련 협회, 공제조합,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규정
(안 제11조 별표 4)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등을 별도 규정함

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규정
   (안 제12조, 제13조)

행정관청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확인 통보서 및 
검사필증 발급과 기록관리 등을 규정함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 등 규정
(안 제14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을 규정함

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안 제16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함

카. 유지관리자의 교육 및 교육업무 위탁(안 제17조, 
제18조 별표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은 3년 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지
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함

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휴·폐업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6)

자본금(1억), 기술인력(4명) 등의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휴업․폐업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안 제2조)

정보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규정(안 제3조)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안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훈련 방향, 추진계획 
등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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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 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사용 전 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6조)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절차, 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및 검사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 규정(안 제7조) 

유지관리 점검 계획수립,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
항목·방법 및 주기, 점검의 기록 및 문서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토록 규정

사.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1)
대상 건축물 규모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마련함 

아.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 마련(안 제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또는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30일 이내에 유지
관리교육기관에 교육 신청하도록 함 
유지관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자
에게 교육장소와 날짜를 통보하도록 함

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록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 발급, 재교부 및 반납,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차.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폐업 신고 절차 마련(안 제13조, 제14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
하도록 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휴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공고(안 제15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시 등록말소연월일, 
상호 및 성명, 폐업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5〕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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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7차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광장 마스터

플랜 수립과 정문 및 부속시설 리모델링 공사 

지명공모 용역발주심의

○ 공사 시 주변피해를 최소화하며 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관련 CI가 

포함된 가림막 디자인을 설계시 반영하도록 할 것

○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성능 유지를 위하여 각 설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토록 할 것

○ 수목의 원활한 활착을 위해 준공 후 2년간 

식재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 시 

광장의 포장재는 투수가 가능한 자재를 사용

하도록 할 것

○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광원은 LED를 사용하도록 설계할 것

■ 제169차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기 수행용역(서울특별시 2030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여 

실행결과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등 평가를 

실시하고 미실현 계획은 문제점 및 실현가능성 

등 검토 후 대책을 보완·제시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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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정비 정책제시를 위해서는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변천과정을 고려한 하수도의 지형적 

여건 및 배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내수배제 측면에서 하천의 

배수위를 감안한 통수능 검토, 펌프장 성능

분석의 일관성 확보 등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을 

고려한 설계기법의 분석 및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

○ CSOs저류조 건설,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등 각 부서별로 진행 또는 계획 중인 하수도 

관련 사업을 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할 것

○ 하수도계획 통합 업무편람은 업무범위 및 성과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기존 ‘2013년 

하수도분야 업무편람’ 등 관련 매뉴얼을 검토

하여 보완·재작성할 것

■ 제170차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및 도봉문화센터 설계심의

○ 옥상태양광 패널 설치에 다음 사항 검토

  - 태양광 설비 기둥의 앵커볼트가 선시공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도면에 반영

  - 태양광 패널 부착 상세, 옥탑위 구조물의 

길이에 따른 구배 적용한 상세도면 추가

○ 기존 부분과 신축부분 접합부 구조적 안전 및 

누수 검토

  - 지하 수위가 GL ±0.0M 수준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확인요함. 

특히, 기본 부분과 신축부분 간의 수압차에 

따른 문제점 없는지 확인요함

  - 홍수기 대비 기존구조 보강 및 누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요함. 특히, 탄소섬유 보강의 경우 

보강재가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유의바람

○ 기 시공 지하외벽, 기존 기둥 보강부분과 기 

시공 보 접합부 등 안전성 검토

  - 기 시공된 지하외벽이 1층 슬래브 오픈구간에서 

경계조건이 변경되므로 안정성 검토 (Y1열)

  - 기존 기둥보강 부분과 기 시공 보와의 접합

부분에 상세 추가

  - 보강기둥에 띠철근을 추가 배근

○ 전열교환기 선정 시 용도별 인원, 빈도수 재검토

  - 전열교환기 선정 시 전체실의 점유 면적에 

의한 용도별 인원, 빈도수 재검토

  - 다목적실, 대강당 등은 환기유닛의 풍량이 

커서 장비소음이 거실에 전달될 수 있으므로 

환기유닛을 분산 배치

■ 제171차 문화가로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디자인분야와 실시설계 과업범위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것

○ 기 시행한 ‘도시경관개선사업’ 대상지와 연계

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이 반영된 디자인 소재를 

발굴하고,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만족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디자인 개발할 것

○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부서의 자문(요청)사항을 

반영할 것

■ 제172차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심의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계심의는 서울

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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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7조에 따라 기본설계 완료시점에서 설계

내용을 심의하는 절차로 디자인심의, 교통안전

시설 교통규제심의, 특정공법 선정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님

○ 홍수위 상승에 따른 하천에 연결되는 간선 

및 지선 하수관로의 수리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 침수취약시설 검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선관로 개량 필요

○ 조립식 프리캐스트 구조물(PC)공법과 현장 

타설 공법과의 시공성 및 경제성 비교·검토결과를 

제시하고 PC제작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재산출

하여 반영할 것

○ 신설 우수토실을 유입관로 안쪽에 설치하는 

방안 등 악취저감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

하여 적정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하천구조물 여건상 복개구조물 하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조성계획은 이용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

○ 도림천 복개시설은 1종 시설물로 PC구조물 

설치 시 충격, 진동, 신축에 의한 영향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존구조물 보강공법을 제시할 것

○ 도림천 유지용수공급계획 시 상류부 계곡수, 

지하철 유출수, 저류조 등 활용가능 여부 검토 

필요

○ 자연하천의 친환경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식생

계획 수립 및 반복개구간에 대한 생물서식공간 

유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

○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중 단계별 공사 시행에 

따른 차로운영계획,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

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 제173차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심의

○ RW1~RW3에 철근이 전구간에 동일하게 배근

되어 있는데, 전 부분에 대한 응력을 재검토 할 것

○ 옥상층 태양광 패널을 통해 발생할 에너지의 

연간 총량이 본 건물 사용에너지에 어느 정도를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계

도서에 반영

○ 지상 4층 탈의실은 문 개폐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계획(여자 탈의실 출입문 조정)

○ 아이누리 홀 벽의 타공흡음 석고보드 재료 

대신 메인공연 홀에 어울리는 흡음 재료를 

사용하여 심미적으로 계획(도장보다는 재료 

본연의 색을 쓰는 안으로 계획)

○ X5~x6 와 Y1~Y2 부분 외부계단의 가로 벽체를 

지하까지 연결하는 구조벽체로 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시공성을 확보하기 바람

○ 발전기를 폐쇄형으로 전기실에 설치하므로 전기실

과 발전기가 필요한 공기량을 확인·검토바람

■ 제174차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 기본설계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 본 공사 1단계 교통처리 및 시공계획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사기간에 반영할 것

  - 창동교 지하차도의 통행차로수를 축소하는 

공사계획은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을 고려 

시 4차선 통행을 확보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창동교 지하차도 시공을 위한 가시설, 복공판 

설치,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설 구조물 시공

방안에 대하여 상부 교차로 및 지하차도의 

교통처리계획과 장비 운용 가능한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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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시공분 및 본 공사 시공계획에 따라 교통, 

하천 등과 관련된 각종 관련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할 것

○ 가시설 자재의 단계별 재활용은 전체 공사기간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공사의 연속성과 공정

목표를 감안하여 가시설 시공계획을 수립할 것

■ 제175차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 최적노선대안 및 차량기지이전대상 후보지 검토에 

노선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운영상 

영향 검토를 추가할 것

○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시 해당 용역 건설 대안에 

따라 3호선 연장 검토 외에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직접편익도 선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직접편익’ 추가할 것

○ 현지현황 및 장래계획 등 조사를 통해 공사 

시행 시 및 열차 운행 시 환경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환경 및 교통

영향성 검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것

○ 차량기지 이전 대상 후보지 검토의 내용 중 

주민의견이 고려되지 않고 노선이 검토될 경우 

향후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용이 예상치 않게 증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참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제176차 6호선 연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 최적노선대안 및 차량기지이전대상 후보지 검토에 

노선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운영상 

영향 검토를 추가할 것

○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시 해당 용역 건설 대안에 

따라 6호선 연장 검토 외에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직접편익도 선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직접편익’ 추가할 것

○ 현지현황 및 장래계획 등 조사를 통해 공사 

시행 시 및 열차 운행 시 환경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환경 및 교통

영향성 검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것

○ 차량기지 이전 대상 후보지 검토의 내용 중 

주민의견이 고려되지 않고 노선이 검토될 경우 

향후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용이 예상치 않게 증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참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제177차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설계 용역발주심의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작성 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도록 

하고, 시공 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활용서를 작성할 것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

영향평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것

○ 내진설계는 2017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17호)」을 

적용할 것

○ 무정전전원장치(UPS장치)는 OA기기, 방범·방재

설비, 전산기기, 통신기기용 전원으로 무정전 

설비를 계획하고 설치 위치 및 대수는 신뢰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할 것

○ 공원 내 지하시설물(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공원위원회의 자문 등 관련 절차를 따르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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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차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계 

용역발주심의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주차대수의 1% 이상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계획하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

○ 공원 내 지하시설물(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공원위원회의 자문 등 관련 절차를 따르도록 할 것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

영향평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것

○ 무정전 전원설비 및 축전지설비는 별도의 실로 

계획하되 냉방 및 환기설비를 갖추고 부식성 

가스에 의한 피해와 기기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 배수시설에 대한 조사 및 설계는 「203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2018.1.22.)」의 강우·강도식을 

적용할 것

■ 제179차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기본설계완료 시점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절차를 

이행하고, 용역추진 전 과정에서 공사시행부서

(한강사업본부)를 참여시켜 긴밀히 협의할 것

○ 한강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더불어 검토

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 및 설계공모

지침서에 보완할 것

○ 하천변 환경특성에 적응 가능한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시스템 구축이므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안내시스템 제안을 과업의 기본방향에 명시

할 것

○ 침수 등 한강변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 재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를 제안할 것

■ 제180차 천왕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 설계심의

○ 향후 캠핑장 확대를 고려하여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할 것

○ 유지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차도의 흙콘크리트 

포장공법은 재검토하고 포장 시 경사도와 구배를 

고려한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투수블록포장은 원지반 토질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보조기층 치환 등 원활한 투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진입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보행자 대피 공간 등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 제181차 동부간선도로(창동, 상계구간) 지하

차도 건설공사 기본설계 입찰안내서심의

○ 가중치 기준방식에 균등평가형으로 설계 60%, 

가격 40%로 적용한 것을 4호선 철도 교량 

통과, 하수박스 저촉, 중랑천 인접에 따른 차수

방안 등을 고려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므로 

설계점수를 65%로 상향시킬 것

  - (당초) 설계 60%, 가격 40%

    → (변경) 설계65%, 가격 35%

○ 평가항목의 전문분야별 배점 관련 토질 및 

기초분야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타 분야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 배점을 상향시킬 것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

안내서를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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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3차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심의

○ 과업내용 추가

  - 자치구별 지역 환경영향 조사 분석

  - 빛 공해 영향 분석 및 저감 방안

  - 좋은 빛 환경 형성을 위한 정책제안

○ 지역별, 분야별 표본조사 지역을 특성을 고려

하여 선정

  - 고공, 문화재, 농작물, 수면방해, 교통방해, 

과다한 휘도 등 빛공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되도록 표본조사 지역선정 엄선

○ 빛 환경 측정 시 고려 사항에 추가

  - 표준지 선정 시 2017년의 빛 환경영향평가

시의 표준지 중 개선관리가 필요한 표준지를 

우선 선정하여 기간경과에 따른 빛 환경 변화 

등을 비교 분석

■ 제185차 신이문수문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기존의 해석단면이 현황도면 및 준공도면과 

상이하므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것

○ 수문 문비 및 조작대 접근성에 대한 안전성 

판단에 적용된 계획 홍수위 자료의 근거를 

수록하고 현재 기준인 최근 2012년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홍수위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토

할 것

○ 전차 진단용역과 금회 실시한 시설물별 상태

평가 결과 및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외관조사 시 철근 노출부에서는 가능한 철근

직경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안전성 검토에 확인된 

실측값을 적용할 것

○ 향후 동일 위치에서의 시험결과를 누적관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 제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도면화 및 위치별 사진, 측정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지관리 이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제186차 차량기지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현황측량 장비목록, 측량 사진은 부록에 첨부

하고 종단도에 하중 조건을 알 수 있도록 상

부 현황 및 계획 홍수위를 표시할 것

○ 내진 검토 시 수문본체와 배수암거의 내진해

석법이 다르게 적용된 사유를 제시하고 내진 

검토에 대한 적용기준(적용하중, 하중계수 

등)을 수록하기 바람

○ 보수·보강에 필요한 공법은 최근의 기술동향

을 파악하여 시설별로 보수·보강 시 실제 활

용이 가능한 자재 및 공법을 검토하여 제시

할 것

○ 금회 시행한 다양한 조사시험 결과 및 보수

보강방안과 연계하여 균열 부위 및 취약 부

위에 대한 점검주기, 방법 등 유지관리를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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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방수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Hi-R System) (제872호)
(보호기간 :  2019. 09. 18. ～ 2027. 09. 1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를 일체화한 난연성능의 방수시트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

방수공법으로 부착력이 향상된 P&U프라이머를 개발․적용하여 별도의 중간 매개체 없이 시트와 

도막을 일체화함으로서 접합부의 수밀안정성 및 장기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하고, 상부 우레탄도막을 

시트 상부 전면에 도포하지 않고, 조인트 부위와 끝단부, 모서리부위 등 취약부위에만 시공함에 

따라 시공성 및 경제성이 향상되며, 시트상부에 난연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함으로써 옥상공간의 

화재 안전성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복합방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① 바탕정리 ② 시트시공
③ 접합부 시공

(보강섬유 및 우레탄 
시공)

④ 난연성 탑코트 시공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2017년 ∼ 2018년)

연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
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1 진천역 대성스카이렉스 
옥상방수공사

진천역
대성스카이렉스 17.08.10-17.09.30 3,004㎡ 86,900,000

(86,900,000)

2 태광실업 사옥 
(개발센터)옥상방수공사 태광실업(주) 17.09.04-17.10.31 3,222㎡ 115,500,000

(115,500,000)

3 대곡청구타운 옥상방수공사
(옥탑 및 돌출물 부분포함) 대곡청구 타운 17.09.18-17.11.17 3,246 94,160,000

(94,160,000)

4 성재아파트 4동 옥상방수공사 성재아파트 17.11.01-17.11.30 656 29,370,000
(29,370,000)

5 진천우방맨션 옥상방수공사 진천우방맨션 17.11.21-17.12.19 1,085 32,450,000
(32,450,000)

6 팔도 복지동 옥상 방수공사 ㈜팔도 17.11.27-18.01.06 1,500 42,900,000
(42,900,000)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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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활용전망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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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및 공사비                                                                        

구분 신청기술
건설신기술

766호 677호 599호
재료비 25,090 38,340 38,126 33,945
노무비 15,888 13,314 25,131 27,904
경비 - - - -
합계 40,978 51,654 63,257 61,849

신청기술 대비(%) 100 126.0 154.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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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기간

    

 (3) 유지관리비

구분 신청기술
기존기술(건설신기술)

비고
766호 677호 599호

수명(사용기간) 15(년) 10(년) 10(년) 10(년)
취득원가 56,903 69,436 88,049 87,225 30년

기준철거 및 재시공 원가 145,314 244,641 310,116 302,982
합계 202,217 314,077 398,165 390,207

신청기술 대비(%) 100 155.3 196.8 192.9

생애주기 비용 원가분석

    

 (4)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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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교량받침 기술 (제873호)
(보호기간 :  2019. 09. 30. ～ 2027. 09. 2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고강도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한 교량받침을 적용하여 필요 연단거리를 만족하고 

교대 구체부 및 교각 코핑부의 폭을 줄임으로써, 지장물이 많은 철로나 도로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 

교각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교대 및 교각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량받침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개념도 및 시공순서

   (1) 개념도

    이 신기술은 개선된 교량받침의 구조를 적용하여 구조물을 소형화함으로써 도로나 철로를 횡단하는 

교량의 협소한 공간에서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인 교량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량

받침 시스템이다. 다음 그림은 개선된 교량받침의 구조를 적용하여 연단거리 확보를 통해 경제적인 교량

하부구조를 설계하는 신기술의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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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순서

1 신기술 받침제작

è

2 블록아웃 및 치핑

è

3 레벨링 볼트 설치

4 교량받침 설치

è

5 무수축 몰탈 타설

è

6 무수축 몰탈 양생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교량받침(EA) 받침종류

1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공사

오산시 동서건설(주)
2014.11-
2017.11

210 면진받침

2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대구광역시 예진종합건설(주)
2011.08-
2017.08 

232 면진받침

3 도로공사 구조물 
개량공사 (몽탄2교)

한국도로공사 리플래시건설(주)
2019.06-
2019.08

4 포트받침

4 호남선 연산-논산
아호천교내진보강공사

한국철도공사 대영산업(주)
2014.08-
2014.12

64
부반력

포트받침

5 법덕과선 철도교
내진보강공사

한국철도공사 한북이앤씨(주)
2013.01-
2013.04

120 포트받침

6 성남시 백현교 
내진성능공사

성남시 (주)데코월드
2016.12-
2017.02

30 면진받침

7 오산시 탑동대교 
내진성능 개선공사

오산시 (유)윤진종합건설
2016.09-
2016.12

82 면진받침

8 분당구 방아교 
내진보강공사

분당구 범진산업(주)
2018.06-
2018.08

30 면진받침

9 분당구 불정교 
내진보강공사

분당구 삼진종합건설(주)
2018.04-
2018.07

36 면진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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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국내의 교대 및 교각 설계 시 시공성 및 유지관리 공간의 확보로 인하여 벽체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다. 보다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구조물의 두께를 축소하기 위해 연단거리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조물 두께의 축소는 콘크리트 물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건조수축 및 온도철근, 콘크리트 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협소한 공간에 교각을 설치함으로써 

지장물이 많은 철로나 도로 사이에 교각의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본 신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뿐만 아니라 연단거리를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코핑부 폭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

이며 교량받침 하부구조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공성이 뛰어나므로 교량받침 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공사 시에는 보수공사의 특성상 각종 지장물로 

인한 교각 단면 형상에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 구속받지 않게 크기가 작은 규격의 

받침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여건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는 본 신기술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건설공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한 본 신기술의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 교량받침의 앵커는 받침 중앙부에 하나만 위치하므로 철근간섭회피를 위한 공정이 

단순하여 시공성이 우수하다. 이에 비해 기존 기술의 교량받침은 앵커의 수가 4개 이상으로 받침 

설치 시 기존 배근된 철근과의 간섭이 많아 신청기술과 대비하여 철근회피를 위한 공정이 복잡

하다. 또한 교량받침 설치 전에 철근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슬리브를 설치하는데 신기술의 경우 

중앙에 슬리브를 1개 설치하므로 공정이 간소화되며 설치 오차도 줄일 수 있다. 이 신기술의 

교량받침은 하부가 작고 구조가 간단하여 배근된 철근과의 간섭이 적고 블록아웃을 위한 콘크리트 

깨기 및 치핑 면적이 적으므로 공사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시공성이 매우 우수하다. 교량받침 

교체 시 연단거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연단확장으로 인해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신기술은 연단거리를 최대한 확보함에 따라 연단 

확장 없이 받침교체가 가능하여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을뿐더러 경제성이 높은 기술이다. 또한 

완충재의 냉각수축 삽입 공법으로 연직방향 처짐을 감소시켜 차량의 주행 안전성을 상당히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신기술은 교량받침의 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차량주행안전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 42 -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완충재의 냉각수축 삽입공법으로 차량주행안전성을 높이며 간단한 하부구조로 시공 

용이성,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고정용 앵커를 중앙부에 배치함으로 연단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교좌부 설계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건설공법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본 신기술의 친환경성은 더욱 주목 받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친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및 안전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신기술은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 일반국도 상 기존 교량 중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량은 전체에 

70%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추이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지진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진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연차별로 내진설계기준과 지진해일 대책 및 기존시설물 보강 등에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신기술의 시장 확대 가능성은 국가사업의 체계 강화로 인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세부내역은 원가계산서 참조)

구분 규격 단위 재료비(원) 노무비(원) 경비(원) 계(원)

1 1,000kN EA 963,359 718,231 244,221 1,925,811

2 1,250kN EA 1,084,162 740,699 266,412 2,091,273

3 1,500kN EA 1,195,621 786,745 290,035 2,272,401

4 1,750kN EA 1,336,738 809,217 315,485 2,461,440

5 2,000kN EA 1,554,647 861,856 356,845 2,773,348

6 2,250kN EA 1,729,973 930,390 393,509 3,053,872

  (2) 공사비 

      이 신기술과 기존 유사기술을 비교한 결과 제조원가에서 재료비의 감소로 기존기술 대비 10%, 

설치원가에서 중량 감소에 의한 설치비의 20%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었고, 그 결과 기존 기술 

대비 교량받침 제조 및 설치 원가는 약 12%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구조물 두께의 감소로 인한 구조물 공사비의 절감과 연단확장 공정을 고려한다면 공사비의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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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시공물량 감소에 따라 기존 유사기술 대비 공사기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신설 설치의 경우 약 11%, 교체공사의 경우 17%의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콘크리트 깨기 및 치핑, 교량받침 설치, 무수축 몰탈 타설 등으로 

절감되는 시공물량은 시공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추가로 구조물 두께 

감소에 따른 구조물 설치기간, 슬리브 설치공정과 교체공사시의 연단확장 공정을 고려한다면 공사

기간 단축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여 진다.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과 기존 유사기술의 취득원가, 사용원가, 폐기원가 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한 

결과 교량받침 2,000kN, 30년, 현가기준으로 약 7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기존 기술의 생애주기비용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받침부 시공물량의 감소로 받침교체 

공사 시 설치원가가 감소되므로 유지관리를 위한 받침 교체 시에도 유지관리비 절감효과가 뛰어

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연직처짐량 감소에 따른 신축이음장치의 유지보수비용, 신축

이음부의 누수에 따른 구조물의 유지보수 절감비용은 제외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유리관리비의 

경제성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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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교량받침 구조기술로 인정받아 교량받침 최초로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다. 다음은 교량받침 설치 시의 시공물량과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나타낸 

자료이다. 기존 기술대비 13.321kg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기술로써 이 신기술은 온실가스 

배출현황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바, 기존 기술 대비 공익성과 녹색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사회․
경제적으로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기존기술과 신기술 이산화탄소 저감량 비교

구분 기존기술 신기술 비고

콘크리트 치핑(m²) ×   ×  
1,750kN 

교량받침 

1개소 기준

콘크리트 타설(㎥) ××   ××  

이산화탄소 저감량(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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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뉴욕시, 토론토시의 

대도시권 관리정책

머리말

 2019년 현재 한국에서는 수도권과 행복도시권

(충청권)을 대상으로 2040년까지 계획 목표년도로 

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립방향을 설정하고 광역권 내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 대도시권 관리 정책 사례를 살펴봤다. 

광역적 이슈에 대한 지자체 간 협력 · 통합 거버넌스 

운영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참고할 사례 또한 

살펴보았다.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광역 문제를 

해결하고 광역권 성장계획 수립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한 통합 거버넌스 운영의 경험이 있는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로부터 배경

정보를 취득하고 현지 기관방문과 현장조사를 

수행해 참고사례를 정리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워싱턴D.C.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와 뉴욕시(New York City), 캐나다의 

토론토시(The City of Toronto)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워싱턴 D.C. 사례

 미국은 1790년 워싱턴 D.C. 지역을 수도로 선정

하고, 1791년에 프랑스의 도시 계획자인 피에르 

랑팡(Pierre L'Enfant)에 의해 워싱턴 D.C.의 

기본 설계에 해당하는 도시설계를 실시했다. 

1901년에는 랑팡의 설계를 보완하는 맥밀란 계획

(Macmillan Commission)에 의해 새로운 연방 

건물과 기념물 등을 건설하면서 현재 모습을 갖

추게 됐다.

 워싱턴 D.C.의 정식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이며, 미국 50개주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미국의 수도이다. 워싱턴 

D.C.의 인구는 약 69만 4천 명(미국 전체 인구의 

0.21%)이며, 워싱턴 광역권은 인구가 약 600만 명

으로 추산된다. 워싱턴 D.C.의 면적은 159㎢이고 

현재 워싱턴 광역권의 면적은 3천㎢이다.

 과거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도시권이 성장하면서 

수도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수도권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도시의 영향권역은 팽창했으나 수도권을 관리하기엔 

연방정부의 행정권으로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광역권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

(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ion: NCPC)와 

워싱턴광역권정부협의회(Metropolitan Washington 

Council of Governments: MWCOG), 워싱턴 

D.C. 계획사무국(D.C. Office of Planning)을 

통해 상호 협력해 광역도시권의 관리 문제, 연방과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Washington 

D.C. 2019).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수도계획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수도권 계획을 담당하는 연방정부의 

핵심 기관이다.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국가 수도와 

수도권의 계획지침을 마련하고 국가 자원을 보호 · 

활용하고자 수도권 계획수립과 개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가수도계획위원회의 관할

지역은 워싱턴 D.C., 메릴랜드주 일부와 버지니아주 

일부이며, 조직은 위원회 의장, 법률고문, 비서실, 

5개부서 사무국과 12명의 위원이 있는 위원회로 

구성된다(Well 2019).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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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광역권정부협의회는 수도권의 인구성장과 

교통 · 환경 · 커뮤니티, 공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공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부

협의회는 비영리 단체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부금과 

재단 · 민간 부분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며, 수도권 

지역 현안 검토, 관련 전문가 지원, 지역이슈 도출, 

문제 해결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워싱턴광역권

정부협의회의 조직은 세 개의 독립정책위원회인 

수도권 교통위원회(National Capital Region 

Transportation Planning Board: TPB), 정부

협의회 이사회, 대기환경 위원회(Metropolitan 

Washington Air Quality Committee)로 구성

돼 있으며, 하위에는 에너지 · 환경과 같은 다섯 개 

분야 정책위원회로 구분돼 있다. 위원회는 24개 

지자체, 메릴랜드 주 입법부, 버지니아주 입법부, 

미 의회의 300명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워싱턴 D.C. 계획사무국은 컬럼비아 지구와 주변 

지역사회의 활성화 및 환경을 고려한 보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컬럼비아 지구 내 주민 간 소득 · 인종 · 계층의 

차이 없이 건강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장기적인 

성장계획을 수립한다. 지역별 계획수립을 포함해서 

도시 디자인, 토지 이용, 역사보존지구 설정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역사자원 조사, 지역사회 목표 수립, 인구통계 · 

데이터 관리, 분석, 지도 작성과 보급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한다(Scriven 2019).

뉴욕시 사례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뉴암스테르담(New Amsterdam)

이라는 지명을 붙인 뉴욕시 1624년 네덜란드 공화국의 

이주민들이 무역항으로 설립해 발전하기 시작했다. 

1664년에는 영국인들이 강제 점령하면서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뉴욕이란 

명칭은 영국의 찰스 2세(Charles Ⅱ)가 동생 요크 

공작(Duke of York, 제임스 2세)에게 땅을 주면서 

불리기 시작했다.

 1790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한 

뉴욕시는 1789~1791년까지는 미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다가, 이후 19세기 말~20세기 초

까지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뉴욕시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세계경제와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면모를 

형성하게 된다.

 뉴욕시는 미국의 북동부지역인 뉴욕주 남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미국 내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약 84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뉴욕 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메트로폴리탄 

통계지구)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인구가 2,03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 해당한다. 뉴욕

시의 면적은 1,213㎢이고, 뉴욕 MSA의 면적은 

1만 7,405㎢이다.

 뉴욕 대도시권은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시를 

중심으로 뉴욕의 롱아일랜드와 허드슨 밸리, 뉴저지의 

가장 큰 다섯 도시, 코네티컷주의 가장 큰 여섯 개 

도시와 그 주변,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주 북동부를 

포함하고 있다. 뉴욕 대도시권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중심지 중 하나로, 금융 · 국제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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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 부동산 · 교육 · 패션 · 엔터테인먼트 · 

관광 · 생명공학 · 제조업 등 많은 산업의 중심지

이기도 하다(The City of New York 2019).

 뉴욕시의 지역계획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는 

1922년에 뉴욕 광역권의 미래 성장을 위해 조사 · 

분석 · 계획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뉴욕 - 뉴저지 - 코네티컷을 포함한 뉴욕 광역

도시권 내 31개 카운티 지역의 성장을 위한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역계획을 통해 주로 

커뮤니티 디자인, 경제발전, 에너지, 환경, 주택, 

교통 등 주요 분야를 다루고 있다. 지역계획협회는 

1920~2017년까지 뉴욕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제1차~제4차까지의 지역계획을 수립해 왔다. 제1차 

계획은 토머스 아담스(Thomas Adams) 지휘 

아래 1929년에 수립됐는데, 지역의 도로와 교통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2차 계획은 1960년대에 수립됐으며, 주로 대중

교통망 재구성, 악화되는 도심의 재개발을 다루고 

있다. 제3차 계획은 1996년에 ‘위험에 처한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도심부 오픈 스페이스의 보호, 

고용 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4차 계획은 2017년에 수립됐다. 

제도 · 교통 · 기후변화 · 경제의 관점에서 지역 간 

교통망 개선, 저비용의 주택조성, 기후변화 대응

조치 마련, 지역 공공기관의 재구성 등을 집중적

으로 다룬다(RPA 2019)

뉴욕 광역교통위원회(The New York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uncil: NYMTC)는 뉴욕 광역권의 

광역계획기구(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 MPO) 중 하나로서 뉴욕시, 롱 아일랜드, 허드슨

밸리 일부를 관할지역으로 한다. 관할지역의 면적은 

6,300㎢이며 2009년 뉴욕주 인구의 약 65%인 

1,26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뉴욕 광역교통위원회는 

10개 카운티에 대해 연방 교통예산의 사용을 

조정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광역계획기구이다. 

뉴욕 · 뉴저지 · 코네티컷주의 광역계획기구였던 

3개 주 지역계획위원회(Tri-State Regional Planning 

Commission)의 해체 이후 1982년에 창설됐다. 

뉴욕 광역교통위원회의 계획과 프로그램들은 광역권 

내에서의 시설의 개발, 유지보수 · 운영, 그리고 

교통프로젝트 자금지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토론토시 사례

 캐나다의 토론토시는 온타리오호 북쪽 연안에 

있는 캐나다 제1의 도시로서 오대호 수운의 요지에 

위치해 일찍부터 발전해 오다가 1749년에 프랑스의 

무역항으로서 개발됐다. 1759년에는 영국에 의해 

점령돼 요크라고 불렸으며, 1795년에 북부 캐나다의 

주도가 됐다. 1834년 이후부터 토론토로 불렸으며, 

몬트리올이 프랑스계 캐나다의 중심지라면 토론토는 

영국계 캐나다의 최대 중심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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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시는 오대호의 수운을 이용해 석탄을 비롯한 
코크스 · 석유 · 밀 · 잡화를 집산하고 있으며, 
주변의 해밀턴 · 윈저와 함께 캐나다 제1의 공업
지대다. 온타리오 반도의 풍요로운 농업지대에 
위치하며, 광물자원이 풍부한 로렌시아 대지와 
나이아가라 폭포의 전원지에 인접해 있기도 하다. 
주요 공업 제품은 섬유류 · 전기기기 · 기계류이고, 
가축 도살량은 캐나다에서 최대 규모이다. 토론토시의 
인구는 약 273만 명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향후 
25년 간 5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The City of Toronto 2019).

 토론토 대도시권(Great Toronto Area)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내의 할톤(Halton), 필(Peel), 요크
(York), 더럼(Durham) 네 개의 지자체로 구성
되어 있다. 토론토 대도시권의 면적은 7124㎢에 
달하며, 중심도시인 토론토시의 면적은 약 630㎢
이다. 토론토 대도시권 인구는 약 6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토론토 광역도시권은 
하나의 경제권임을 인식하고 광역도시권 관리구조를 
통해 하나의 지역처럼 기능을 부여하며, 강력한 
도심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징세의 권한이 없고 한정된 자금과 제한적인 
개발역량으로 인해 그 권한이 지방정부로 다시 
이양됐다. 현재 몬트리올 또는 밴쿠버 등 다른 
캐나다 도시와 같이 광역권을 아우르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토론토 대도시권에는 부재하다.

 토론토 도시계획국(Urban Planning Division 
in the City of Toronto)의 주요 업무는 주요
이슈에 대한 조언을 시의회에 제공하고, 연구 프로
젝트를 통해 토지 이용,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개발, 도시설계, 운송에 관련한 정책 개발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응용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지역 협의회와 교통위원회에 
권고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외 조정위원회를 
관리하고 위원회 구성원에게 조언도 한다(Zonena 
and Oliver 2019).

 토론토 광역도시권(Great Toronto Area)의 
성공적인 지자체 간 협력사례로는 웨스트 돈 랜즈
(West Don Lands) 지구 복합용도 개발 재건 
사례가 있다. 80헥타르(ha)의 면적에 돈(Don)강, 
킹스트리트(King Street), 팔리아멘트 스트리트
(Parliament Street), 가디너(Gardiner) 고속도로에 
인접한 철도접경 지역이다. 공업지역이었던 곳으로 
접근성이 좋은 복합용도지역과 다양한 소득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재건 중에 있다. 이 지역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 지방자치 단체의 기금이 투입
됐고, 토론토주택공사(Toronto Community Housing 
: TCH)가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웨스트 돈 
랜즈지역 전체의 새로운 개발주체인 워터프론트 
토론토(Waterfront Toronto) 또한 복원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재정기여를 하고 있다. 각 단계의 
기관들이 서로 지원을 통해 함께 협력함으로써 
낙후지역을 재건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접근 가능한 
주거지를 제공한 성공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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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조사한 사례들에서 대도시권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성장

경계선(Urban Growth Boundaries)을 설정해 

성장관리와 계획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통 네트워크, 산업 클러스터, 문화 · 관광 

개발, 거버넌스 체계 확립, 환경문제 등 종합적인 

이슈를 고려해 전략 · 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도시권 관리를 위해서 

웨스트 돈 랜즈와 같이 중앙정부, 시 · 도, 각 

지자체들이 협력한 사업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로 협력하고 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광역권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구성하는 데 그 적용이 필요하다.

 뉴욕 대도시권은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도시 성장 유도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뉴욕 대도시권은 

인근 지역의 교통 · 물류 거점시설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역권 차원의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고자 노력해왔다. 국제적 관문 공항, 항만과의 

연계를 위해 광역급행철도(PATH), 교량과 터널, 

도로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우리 역시 광역도시권 내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이 사례를 벤치

마킹해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도시 성장축을 계획적

으로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 D.C.의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중심계획기관으로 워싱턴 D.C.와 수도권 지자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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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도권 지역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개발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관리의 경우에는 중심 대도시와 읍면지역 

그리고 광역권까지 주도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심

도시와 광역권 내 지차체들을 아울러 관할할 수 

있는 중심기구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광역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광역권 

지역을 관할하는 강력한 수준의 추진기구가 되어야 

한다. 워싱턴 D.C.의 사례를 보면, 수도권 개발 · 

관리 외에 인구성장에 따른 수도권 공동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권정부협의회를 설립해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광역권 협의기구는 

대도시 광역권 전체의 관점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현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도시 

광역권이 직면한 광역권 차원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도시와의 거버넌스 형성과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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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9년 10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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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67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광장 마스터플랜 수립과 
정문 및 부속시설 리모델링 공사 지명공모

․ 광장 일대 10,000㎡
․ 건축물 485㎡

3,000
(201)

조건부
채택 조경

169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서울시계(A=605.9㎢)
․ 주변도시 수탁처리 지역(A=136.26㎢) (3,000)

조건부
채택

토목

171 문화가로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 ․ 독산동 테마거리 기본디자인 864

(243)
조건부
채택 조경

175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사전 타당성조사 ․ 수서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조사 (300)

조건부
채택 토목

176 6호선 연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 신내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조사 (339)
조건부
채택

토목

177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설계 ․ 지하2층, 104면 8,268

(323)
조건부
채택 건축

178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계 ․ 지하2층, 117면 17,100

(1,000)
조건부
채택 건축

179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현상공모)

․ 수변보행로 약 5.6㎞ 7,713
(422)

조건부
채택

조경

183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서울시 전역 (150)

조건부
채택 전기

설 계
심 의

170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관리
사무소 및 도봉문화센터 건립

․ 지하2층/지상5층
․ 연면적 4,267.88㎡

14,000
(578)

조건부
채택 건축

172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조성

․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1.35㎞ 29,000
(558)

조건부
채택

토목

173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5,295.88㎡

16,551
(808)

조건부
채택 건축

180 천왕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 조성 ․ 가족캠핑장 조성 1,357

(57)
조건부
채택 조경

정밀안전
진단심의

185 신이문수문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 신이문수문, 신이문2수문
․ 장안1수문, 휘경수문 (134)

조건부
채택

토목

186
차량기지수문 
정밀안전진단 ․ 규격 : 4.0×3.0×1 (64)

조건부
채택 토목

입찰안내서
심의 181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 지하차도 건설 총연장 1,700m
 (구조물 1,356m)

6,808
(646)

조건부
채택 토목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174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 기본설계

․ 연장 1,700m, 폭3~4차로 156,808
(646)

재심의 토목

사후평가
4 스페이스 살림 조성 ․ 지하2층/지상7층

․ 연면적 17,621㎡
41,300 건축

5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

․ 지하2층/지상10층
․ 연면적 6,017㎡ 15,600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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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19년 10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9.10.

건     축 
염화칼슘 분쇄기 보관창고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44건

9,025 8,389

교 통
방학로 도로확장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등 5건

406 374

기 계 설 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조사 등 5건 286 269

도 로
교량터널 모니터링센터 기능강화용역 등 
9건

3,748 3,747

도 시 계 획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등 31건

10,337 10,332

상 하 수 도 가락배수분구 오수관로 정비 등 11건 4,623 4,600

소 방 
군자차량기지 대체 승무원 처소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등 6건

94 85

전 기 통 신
광암정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감리용역 등 17건

426 416

정 밀 진 단 선교사주택 구조안전진단용역 등 7건 739 733

조 경 서울둘레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등 30건 590 573

지 하 철
도시철도 급행화 직결화 관련 사전 
타당성조사 등 2건

515 506

하 천 한강 수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등 5건 4,959 4,812

기 타
2019년 하반기 산림절개지 정비사업 등 
35건

2,831 2,688

 계 207건 38,579 3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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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19년 119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7.19~7.25 8.10 9.11 9.16~9.19 11.2~11.11 11.22

< 2019년 제3 · 4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7.5.~7.11. 8.4. 8.30. 9.2.~9.5. 10.12.~10.25.
11.1.
11.22.

8.16.~8.22. 9.21. 10.11. 10.14.~10.17. 11.9.~11.22.
11.29.
12.20.

< 2019년 제3 · 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8.23.~8.29. 9.28.~10.6. 10.18. 10.28.~10.31.
11.23.
~12.6.

12.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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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  
 E-mail : charity3@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메이커 스페이스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각종 

장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말한다. 이곳은 물건 제작을 위한 기계·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며, 일부 교육 기능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 공공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누구나 찾아와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각종 소프트웨어, 디지털 

장비, 3D 프린터와 같은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학생·

창업자·중소기업가 등이 초기단계의 아이디어를 실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특히 자본이나 초기 

설비가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어,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메이커 스페이스의 시초는 미국 보스턴 매사추

세츠공과대학(MIT) 미디어랩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미디어랩은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국립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커뮤니티 인근의 

주민·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원조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그 일환으로 연구실의 자원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대학-커뮤니티 간 

성공적인 지원 사례로 평가받으며 MIT 내 관련 

수업(How To Make Almost Anything)까지 개설

됐다. 현재 전 세계 수백 개에 달하는 메이커 스페

이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중소

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56호), www.krihs.re.kr]

》  푸른세상

http://www.q-net.or.kr
http://www.krih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