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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해 온 CCTV는 범죄, 보안시스템 기능 이외에도 토목분야에서 시설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CCTV 활용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상시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시설물 

및 도로, 사면 등의 붕괴 이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최초의 자동계측시스템은 변위계측센서를 위험구간에 설치하여 무선으로 전송되는 변위데이터를 통해 

활동을 감지하고 이상변위 발생 시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변위가 발생

되어 경고 문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위험 구간의 규모 및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서 관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설치된 센서의 오작동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간섭으로 인한 변위 발생 시 이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실제 변위에 대한 진위 파악 및 현장 상황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인지

되어 2000년대 이후부터 상시계측시스템과 결합한 지능형 네트워크 CCTV를 설치하여 위험 비탈면 

및 중요구조물의 변위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다.

 기존 CCTV를 이용한 자동계측시스템의 장점은 첫째,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해 현장에 접속하여 위험을 관찰함으로써 사전관리가 용이하며 평상시 실시간 촬영으로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둘째, 이상변위 발생 시 지능형 네트워크시스템으로 변위발생 구간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위험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주변의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우기 및 하절기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어 폭넓은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 상시 회전하며 자동으로 반복 측정하는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이라는 신기술 

개발로 기존에 각각 분리되어 있는 여러 계측, 제어 및 경보시설 등을 하나의 장치에 접목하여 

CCTV 사물분석에 의한 구조물의 변위를 검출하여 DB화함으로써 위험정보에 따른 단계별 자동경보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독보적인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는 IoT 기술을 융합한 유지관리기술로 포화상태에 

이른 건설시장에 대체효과가 매우 크고 미래가치 창출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기고에서는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에 대한 개발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소개하며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점들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CCTV을 이용한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칼  럼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의 활용방안

    이 규 웅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대웅컨설턴트 대표



- 3 -

2.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의 개발

 종래 계측이 수동계측에서 유선자동화계측으로 수행하는 추세에서 상시 회전하며 자동으로 반복 측정

하는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여러 가지 위험정보에 대응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각각 분리되어 있는 여러 관측 및 계측, 제어와 경보시설 등을 하나의 장치에 접목하여 

CCTV 사물분석에 의한 구조물의 변위를 계측 및 기록관리 DB화, 위험정보에 따라 단계별 자동경보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독보적인 미래의 융합기술이다.

<그림 1>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 개념도

  

<그림 2>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을 이용한 IoT 융합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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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의 활용성 검토

 가.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의 개발개요

  30년간의 동종기술 축적과 융합기술로 카메라, 컨트롤러, 회전체, 제어 및 분석 장치 등으로 구성

되는 화상변위자동측정 장치는 회전하며 상시 자동 반복 측정하는 CCTV의 사물분석에 의한 구조물 

변위, 사물변화 검출 및 기록관리 DB화 등과 위험정보에 따라 단계별 자동경보 및 메시지 전송하는 

융합기술시스템이다.

<그림3>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을 이용한 IoT 융합솔루션

  최근 세계적으로 화상변위자동측정 장치를 개발하는 추세이며 총 4개 회사에서 생산 중이나, 전 

세계적으로 회전하는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 개발은 국내·외 최초 개발기술이다.

<표 1> 국내·외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 자동측정장치의 개발사례

구 분 화상변위자동측정장치(국내) Video Gauge(영국) 화상변위 측정기(일본) Joint Metrix(오스트리아)

방식 CCTV를 화상방식 카메라 화상방식 카메라 화상방식 카메라 화상방식

측정거리 반경±200m 200m 50m 50m

정밀도 ±2mm(실측) ±1mm(이론) ±0.5mm ±2~3mm

장․단점

- 상하좌우 회전하며 
자동반복 측정 가능

- 다수의 계측지점 
자동계측

- 사물 이벤트 자동감지 
가능

- 단계별 예·경보메시지 
전송 

- 고정식 215대의 효과

- 회전하며 자동 
반복 측정 불가

- 수동계측

- 사물 이벤트 
자동감지 불가

- 단계별 예·경보 
메시지 전송불가

- 회전하며 자동 
반복 측정 불가

- 수동계측
 
- 사물 이벤트 

자동감지 불가
- 단계별 예·경보 

메시지 전송불가

- 회전하며 자동 반복 
측정 불가

- 수동계측

- 사물 이벤트 
자동감지 불가

- 단계별 예·경보 
메시지 전송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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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존 자동계측시스템과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의 비교

  기존 자동계측시스템과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표 2>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 적용 시 비교

구 분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의 적용시 비교

경제성 CCTV 설치비용은 상대적으로 고가이나 각각의 계측기 구입비용 및 계측인력감소 및 
다량의 현장을 관리할 수 있어 장기적인 면에서 경제적임

정확성 공정 진행 또는 일기불순으로 인한 현장 진입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수행자의 의도대로 
원하는 시간에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신속성 기존 계측은 측정 입력 정리 판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화상변위자동측정장치는 
계측과 동시에 분석을 하므로 판단까지의 시간이 짧아 신속한 결과 반영이 가능함

동시성
기존 계측은 계측 소요 시간과 이동시간이 필요하나, 화상변위자동계측시스템은 
전체적인 현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음

경보성
신속성과 같이 기존 계측은 위험 단계까지의 판단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나, 화상변위 
자동측정장치는 경보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일정 기준치를 넘는 결과가 검출되면 그 
즉시 신호를 발생시킴

 유연성
기존 계측의 경우 계측대상이 국한되어 제한적이나, 화상변위자동측정장치는 광범위하게 
지속으로 정확한 측정값을 수집할 수 있음

신뢰성
장비조작에 따른 숙련도와 계측센서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화상변위자동측정장치는 정확하고 지속적인 측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교환성
계측 자료나 분석자료를 포함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동시에 제공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다. 기존 CCTV를 이용한 자동계측측정시스템의 문제점 및 현재 보완사항

  기존 CCTV를 이용한 자동계측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존 각각의 계측 및 관측시설, 기록관리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잡한 방식을 쉽고 간편하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동시에 공유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형태의 붕괴위험 상황을 실시간

으로 분석하여 위험예측의 신속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표 3> 기존 CCTV를 이용한 자동계측시스템의 보완

구 분 기존 CCTV를 이용한 자동계측시스템 문제점 보완 CCTV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

통신
전송문제

전용 인터넷 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통신 전송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발생

광통신 및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데이터 전송 
및 CCTV 운영가능

장애
발생문제

전용 인터넷 망 장애시 서비스 신청 후
현장 방문까지의 절차와 소요기간이 필요

원격으로 현장방문 없이 해결하여 시간단축

야간
운영한계

전용 인터넷망상에서 서비스 신청 후 
현장 방문까지의 절차와 소요기간이 필요

야간 측정시간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조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가능
보완된 CCTV 카메라는 야간, 연무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능함

정량적
분석한계

영상을 통한 정확한 규모나 유실량 
등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

측정거리 200m기준으로 ±2mm의 정밀도를
보이므로 정량적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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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화상변위(CCTV) 자동측정시스템 원리 및 규격

  회전하며 상시 자동반복 측정하는 CCTV로 사진 촬영하여 사물분석을 통한 구조물의 변위를 검출과 

사물의 변화를 감지하는 솔루션이다.

<표 4>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 원리 및 규격

측정원리 구 분 규 격

분석원리 화상분석을 통해 변위량을 검출하는 원리

카메라 CCTV사용

해상도 2M 픽셀이상

배율 기본 30배 광학 줌

측정방식 임의의 지점을 회전하며 자동 반복 측정하는 방식

회전장치 수평 360°, 수직 90°이상

보정기술 회전체의 기계적인 편차 및 지반 변동으로 발생하는 
계측오차보정 대형구조물 내에 카메라를 설치

통신기반 광 통신, 무선․유선통신 모두가능

프로그램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이분석으로 출력

측정거리 측정거리 : 반경 200m(±2mm)

현장설치 카메라만 설치(통신회선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

 마.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의 핵심기술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은 회전체의 기계적인 편차와 지반변화 및 카메라의 흔들림

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측오차를 해소하는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구조물에 화상변위자동측정장치중 국내외 

경쟁사 및 제품은 불가하다. 또한 회전하며 측정함으로써 고정식 CCTV 대비 215대의 설치효과가 있으

므로 경제성이 매우 탁월하다.

<표 5>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의 핵심기술

핵심기술 내용 참고사항

수직 및 수평으로 회전하며 
변위량을 검출하는 기술

과거
CCTV를 
이용한

자동계측
시스템에는

기능이
없음

하나의 장치로 관측, 계측, 
제어하는 기술
회전체의 기계적인 편차로 발생 
하는 계측오차를 해소하는 기술
카메라 설치지점 지반변동으로 발생 
하는 계측오차를 해소하는 기술
반경 200m 내에서 ±2mm 
정밀도를 유지하는 기술
구조물의 움직임을 상시 자동 
반복 측정하는 기술
넓고 길이가 긴 대형 구조물 내에
카메라 설치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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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의 활용방안

 가.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의 적용사례

   회전하며 상시 자동 반복 측정하는 CCTV 하나로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높은 위치나, 사물

분석에 의해 사면거동, 댐의 변위 및 수위 등과 단계별 위험정도를 파악하는 안전관리로 붕괴사고에 

따른 예방으로 다양한 형태의 붕괴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신속한 알림서비스로 안전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의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저수지 규모 공사기간 위치 비고

1 덕곡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제체길이 219m 2013년도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2 임고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제체길이 275m 2013년도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사리

3 금봉1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제체길이  15m 2013년도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4 금봉2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제체길이  21m 2014년도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5 봉학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제체길이 253m 2014년도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6 손항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제체길이 154m 2015년도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장천리

7 율현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제체길이 180m 2015년도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8 옥연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제체길이   9m 2015년도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옥연리

<표 7>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 적용사례

교량관리방안 사면 및 낙석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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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계측시스템 적용 시 아래 표와 같이 계측자재비 및 상주인원, 기간

감소로 기존설계 대비 약 6.5%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문 인력의 상주기간을 

고려한다면 공사비 절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파악된다.

<표 8> 한국도로공사 OO현장 설계단가 비교사례

구 분 내역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①
도로공사

(OO-OO7공구)
현장설계가

토공 1 514,686,457 514,686,457

교량공 1 93,306,000 93,306,000

터널공 1 1,391,639,956 1,391,639,956

총 계 1,999,632,413

② CCTV설치비용
CCTV 3 180,000,000 540,000,000 비탈면 2SET, 터널 1SET

총 계 540,000,000

③
CCTV설치로 

제외 가능금액

토공 1 460,000,000 460,000,000
비탈면 계측기 전체 
(지하수위계 제외)

비탈면전문인력 상주불필요

교량공 1 - -

터널공 1 255,000,000 255,000,000
내공, 천단 비용 제외,

계측관리인원 1/2절감효과

총 계 715,000,000

④
CCTV 설치로
인한 절감금액

 175,000,000원(③-②)의 절감효과 발생
* 상기금액은 상주기간 증가 시 절감효과 증대)에 따라 변동 가능함

5. 맺는 말

 CCTV를 이용한 화상변위자동측정시스템은 회전체의 기계적인 편차와 지반변화 및 카메라의 흔들림

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측오차를 해소하는 기술로 국내외 경쟁이 불가한 독보적인 기술이다. 또한 회전

하며 측정함으로써 고정식 CCTV 대비 215대의 동일한 설치효과로 경제성이 탁월하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회전하는 CCTV 하나로 구조물변위를 계측 및 관측, 제어 및 기록하는 기술로 기존 기술과 

계측장치 대체효과와 다양한 재난안전관리솔루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IoT 기술을 융합한 

유지관리기술로 포화상태에 이른 건설시장에 대체효과가 매우 크고 미래가치 창출로 경제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다양한 형태의 붕괴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험

예측의 신속한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1. 배상우 외 3인(2012) 상시계측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CCTV 활용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2. 전동진 외 4인(2013) u-IT기반 계측정보를 이용한 급경사지붕괴 예측시스템 개발

3. 손인규(2012) 화상측정용기기 및 토목구조물 변형측정 방법

4. 손인규(2013) 화상특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 방법

5. 국립방재연구원(2012) 지능형 CCTV기반 자동수위감지 예․경보체계 구축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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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지구에 신재생에너지 기반 

‘4세대 지역난방 실증사업’
 서울시가 마곡지구를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 중인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성·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차세대 지역난방(4세대)’ 실증을 시작한다. 마곡

지구 내 신축 예정인 ‘(가칭)농업공화국’에 2021년 

11월 설치를 완료하고 마곡지구 전체엔 2023년 

본격 운영 예정이다.

 ‘4세대 지역난방’은 40~70℃의 저온수를 공급

하고 태양광 등 열수송관 주변의 신재생에너지도 

함께 활용해 다양한 열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지역난방(3세대)에 비해 한 

단계 진화된 방식이다. 3세대 지역난방은 열병합

발전 같이 지역거점의 대형 열생산 설비에서 

100℃ 내외 고온·고압수를 만들어 장거리 열수

송관을 통해 각 가정과 건물에 일방적으로 공급

하는 방식이다. 
 <표-1> 세대별 지역난방 구분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운영
시기

1900년대 
초

1900년대 
중반

1980년~
현재

실증 및 
시범도입 중

열
매체
(이용
온도)

스팀
(200℃)

고온·고압수
(100℃이상)

고온수
(100℃내외)

저온수
(40~70℃)

열원
전용 

보일러
(석탄)

대형 CHP 
및 전용 
보일러
(석탄, 
석유)

중대형 
CHP, 

전용보일러 
(가스) 및
소각,산업 
폐열 등

미활용 
열원 및 
신재생 
에너지

열
공급 
방법

사업자 일방적 공급
(전용 대형 보일러 및 설비 필요)

양방향 
열거래
(사용자 
열설비 
이용)

 특히 서울시는 4세대 지역난방에 ‘스마트 열 

그리드1)’를 구축한다. 전력망(전기 등 공급용 배급망)에 

1) 스마트 열 그리드: 에너지 공급자와 생산자에게 에너지 사용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공급·생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전력망을 지능화, 
고도화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같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해 난방열 공급·사용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열 생산자와 사용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난방열 사용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난방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소비자는 남는 열을 팔 수 있어 

생산자와 사용자 간 열을 사고파는 ‘스마트 열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런 ‘4세대 지역난방’ 구축으로 ▴안전성 강화 

▴다양한 열원 활용 및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산업 활성화 ▴발전효율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현재보다 낮은 40~70℃의 저온수를 이용

하기 때문에 만일의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내외 고온수에 비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안전성이 강화된다.

 둘째, 사용할 수 있는 열원도 다양해진다. 기존 

고온수를 사용하는 방식에선 재사용이 불가능했던 

지역난방 회수관 온수(50~55℃)를 다시 사용하고, 

태양열·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료 사용량이 줄어 온실

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 4차 산업 기술 적용 시 보다 정밀하게 

열 사용량을 예측, 효율적으로 이용해 잉여 열을 

감소시키면 온실가스·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다.

 셋째, ‘스마트 열 그리드’ 구축으로 에너지 프로

슈머 간 ‘열 거래’가 가능해져 에너지산업 활성화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신재생

에너지가 설치된 건물에서 활용하고 남은 열을 

지역난방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사업자는 다시 

열이 필요한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다.

 넷째, 별도 설비를 갖출 필요 없이 기존 열 공급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또 고온수와 

달리 열수송 과정에서 열 손실이 적어 발전효율이 

향상된다. 기존 3세대 지역난방 방식에선 고온수를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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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로 보내는 과정에서 약 10~30% 열손실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사용자 특성에 맞춰 고온수

부터 저온수까지 제공하는 다단식 열 공급 체계를 

구성해 열 이용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실증은 강서구 마곡지구 내 ‘(가칭)농업공화국 

건물(2022년 신축 예정)’ 일부 공간(500㎡)에서 

이뤄진다. 4세대 지역난방을 실제로 가동하면서 

열원을 원격으로 실시간 최적 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과 4세대 지역난방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가칭)농업공화국에 올 5월 중으로 설비 

시공에 들어가고, 2021년 11월 시공이 완료되면 

2~3년 간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마곡지구 전체엔 2023년부터 

본격 4세대 지역난방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570〕

‘일상 속 물 절약 방법!’ 서울시, 빗물 

저금통 설치비 90% 지원

 서울시가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

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 조경용수나 마당 청

소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시는 20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

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404백만 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0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하며 빗물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하여 홍보 공모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별로 4개소를 배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학교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중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서울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이중 선정된 초등

학교를 대상으로 빗물의 중요성 등을 알리고자 

포스터·표어 공모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

주택)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

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02)2133-3859〕

서울시, 낙후·불편 영등포역 일대 가로 

지역특색 살려 재생

 서울시가 좁고 어둡고 낙후돼 걷기 힘들었던 영등포역 

일대 가로를 장소성을 살린 새로운 명소로 재생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기계금속 공장과 예술공방, 힙한 

카페가 공존하는 영등포역 인근 경인로와 문래

창작촌(문래동 이면도로) 일대 3곳을 ‘특화가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3곳은 ▴영등포역~대선제분 일대(745m) ▴문래

창작촌 및 기계금속산업 밀집지(1,955m) ▴경인로

(영등포역~도림천 구간 1,418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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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는 열악한 보행환경을 물리적

으로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1900년대 초부터 

변화를 거듭해온 지역의 산업과 문화예술 생태계를 

담아냄으로써 독특한 장소성이 살아있는 가로로 

조성하여 거리 자체가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영등포·경인로 일대는 1900년대 초 조선맥주를 

비롯해 경성방직, 조선피혁주식회사 등 대규모 

공장지대를 형성하며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한 산업 

중심지였다. 그러나 기존 공장들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산업 활력이 크게 저하됐다. 

 현재는 1,500여 개에 이르는 소규모 기계금속 

공장을 중심으로 뿌리산업 생태계가 이어지고 있고, 

2000년대 초부터는 소규모 문화예술 공방과 예술촌이 

들어서면서 영등포만의 독특한 장소성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도시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인로는 물리적 보행환경과 가로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문래동 이면도로는 단조로운 아스콘 

포장과 좁은 도로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영등포 경인로와 문래창작촌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2019.11.5.~2020.1.6.)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월 3일(월) 발표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특화가로의 핵심방향을 3가지로 

제시했다. ①가로의 심리적·물리적 보행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 디자인 ②‘점’ 단위로 분포된 

상업·문화공간을 보행을 통한 ‘면’ 단위로 확장 

③영등포역·문래역 등 교통결절점에서 거점공간

으로의 접근성 개선방안 제시다. 

 자격,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83팀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대상 1팀을 포함해 총 10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보완·구체화해 기본

구상과 설계에 녹여낸다는 계획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ON 문래’는 기존 기계금속공장 

지역에 자리한 문래창작촌이 소공인과 예술인, 

방문객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빛(네온

조명), 물(낮은 바닥분수), 틈(건물 사이 유휴 공간) 

등을 배치하는 구상을 내놨다. 

 한편, 특화가로 조성은 낙후된 영등포역 일대 

약 51만㎡를 서남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재생사업 등을 통해 향후 일대에 들어

서게 될 대선제분 문화공장,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주요 거점을 ‘보행’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

하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경제

기반형)은 영등포역과 타임스퀘어 인근 부지 등을 

포함해 쇠퇴한 영등포, 문래동 일대 약 51만㎡를 

2025년까지 제조업과 문화예술산업이 어우러진 

창업·일자리 거점으로 재생, 서남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02)2133-4636〕

서울시, ‘제로에너지빌딩’ 최대 40억 원

까지 저리융자 최초시행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책으로 에너지효율 시설 

개선 공사비를 저리로 융자지원해주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올해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은  

건물의 단열창호, 단열재, 냉·난방기자재, LED조명 

등을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시공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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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특히 올해는 건물 전체 에너지 효율

개선은 물론 에너지 생산까지 고려한 제로에너지

빌딩(Zero Energy Building)2) 전환을 목표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시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높이 완화(11∼15%)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로에너지빌딩 개념도>

 융자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brp.eseoul. 

go.kr/FUND/)를 통해 접수하며, 매달 심의하여 

대상을 선정해 공사 완료후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 기준표>

구분 지원
규모 융자한도액 상환기간 대출

금리

건물 100억원

 BRP          
1천만원~20억원까지 최대 8년

(3년이내 거치가능)

연
1.45% 
고정 ZEB(인증완료) 

1천만원~40억원까지

※ 약정금융기관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02)2133-3578〕

2) 제로에너지빌딩(ZEB):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물

SH공사, 40년간 단절 옛 성동구치소에 

700세대 ‘신혼희망타운’…설계공모

 서울에 남은 산업화시대 마지막 교정시설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송파구 가락동 161, 162)가 주거·

문화·업무가 어우러지고 주변 지역에 열린 공간

으로 탈바꿈한다. 지난 40년 간 기피시설로 남아

있으면서 오랫동안 지역침체의 원인이 됐던 폐쇄적 

이미지를 벗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성동구치소는 1977년 개청 이후 문정법조단지로 

이전한 2017년 6월 26일까지 40년 간 서울 동북

지역의 미결수 수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됐다. 이후 

구치소 부지의 소유권은 2018년 3월 법무부와의 

재산교환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이전됐다. 

 총 83,777.5㎡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700호를 

포함해 총 1,300세대의 공공‧민간 주거단지 ▴복합 

비즈니스·창업 공간 ▴문화·체육, 청소년 시설 같은 

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 

 핵심적으로 ‘신혼희망타운’(2개 단지)은 자녀가 

없는 부부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까지 모두 

고려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기능을 담은 복합타운

이다. 보육시설, 놀이터, 공부방 같은 커뮤니티 

시설과 아파트 단지~학교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보행로 같이 아이 키우기 좋은 외부 공간이 통합적

으로 조성되며 2021년 하반기 착공 목표다. 

 복합 비즈니스와 창업 공간도 조성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 문화·체육, 청소년 

시설은 입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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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열린 시설로 건립된다. 또, 구치소 

부지와 그동안 단절됐던 주변지역을 잇는 보행로도 

새롭게 생긴다. 특히 이 일대는 오금역(지하철 

3·5호선)과 걸어서 2분 거리(200m)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중심지로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신혼희망타운’(부지면적 

21,372.8㎡)에 대한 설계(안) 마련을 위한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신혼희망타운 2개 

단지(부지면적 ▴5,904.9㎡ ▴15,467.9㎡)로 총 

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를 설계하는 내용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18.9.21. 국토교통부-서울시)에서 옛 성동구

치소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포함 총 1,300세대 

주택공급이 결정됨에 따른 것이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전체에 대한 참신한 아이

디어도 함께 제안 받는다. 그간 구치소 입지로 

단절됐던 주변과의 연결‧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렴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연내 

수립 예정인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은 심사위원단의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선정된다. 당선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 설계공모 주요일정
  - 2020.02.10. 일반 설계공모 공고
  - 2020.02.17. 참가 등록
  - 2020.04.17. 작품 제출
  - 2020.04.24. 1차 심사 및 발표(2차 심사 진출 팀)
  - 2020.04.28. 2차 심사 및 최종 당선작 선정

 설계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와 ‘서울을 

설계하자’ 홈페이지(http://project.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 건설사업본부 (02)3410-7968〕

서울시, 덕수궁 옆 정동 ‘세실극장 옥상’ 

시민휴식공간으로 8월 개방

 서울시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와 협력, 1970~80년대 

소극장 문화의 중심이자 ‘한국 연극의 1번지’로 

불려왔던 정동 ‘세실극장’ 옥상을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방한다. 3월 착공해 8월 준공·

개관 목표다. 

 현재 시설물 등으로 접근이 제한된 옥상은 총 566㎡ 

규모의 전망대형 휴게 공간으로 변신한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그늘막, 녹지 공간이 곳곳에 

조성되고, 지상에서 옥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엘리

베이터도 신설된다. 이밖에도 건축물 외벽(타일), 

구조부재 등 보수‧보강과 계단실 변경 등도 이뤄진다. 

앞서 시는 2018년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공공건축가를 대상 지명설계공모를 실시해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했다. 2019년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성공회 성당 측 view 세실극장 옥상 view 덕수궁 측 view

 세실극장 옥상이 개방되면 정동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상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으로는 덕수궁이, 왼쪽으로는 국내 유일의 

로마네스크 양식을 간직한 서울성공회 성당이 내려다

보인다. 정면에는 세종대로와 서울시청,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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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세실극장 옥상 시민휴식공간 개방은 서울시의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정동이 품은 대한제국(1897년~1910년)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하고 정동 일대를 명소화해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세실극장은 1976년 개관 후 한국 연극문화는 

물론 시대적 현대사, 건축·문화예술의 가치를 간직

하며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018년 1월 폐관했다. 서울시는 42년 역사의 

세실극장을 문화자산으로 보전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 상생의 ‘문화재생’을 통해 

2018년 4월 세실극장을 재개관 운영 중이다. 시가 

장기임대하고 극장을 운영할 비영리단체를 선정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실극장은 ‘정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위치해 

있고 최근 몇 년 새 주변입지 여건이 큰 변화를 

맞으면서 정동 역사탐방로의 주요 경유지로 인식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세실극장 주변으로 

덕수궁 돌담길 미개방 구간이 완전 개통하면서 

정동지역 내부와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서울성공회 

성당을 가로막고 있던 옛 국세청 별관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2019.3.)이 

들어선 바 있다. 

 서울시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는 2월 6일 대한

성공회 서울교구 내 양이재에서 ‘세실극장 및 정동 

역사재생 활성화를 위한 세실극장 옥상 시민공간 

조성·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세실극장의 공용공간인 

옥상과 신설 엘리베이터를 향후 10년 간 시민에게 

개방한다. 개방시간은 인접한 덕수궁 개방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해 덕수궁 야간개장 같은 행사 시 

세실극장 옥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02)2133-8495〕

서울시,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용역 착수

 

 서울시는 2025년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동시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지난 2017년부터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고 있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246,998㎡(약7만5천 평)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와 연계한 

바이오의료 산업축 형성 방안과 국내외 바이오

메디컬관련 업체·연구소 유치 전략 방안을 마련

하여 미래먹거리의 핵심인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전략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실행방안 모색을 위해 병원, 협회, 기업체 및 관계

기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TF팀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방향에 

맞는 자문과 세부 추진방안 등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시정소식/입찰공고), 

나라장터(www.g2b.go.kr)를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동북권사업과(☎ 2133-8281)에 문의하면 된다.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02)2133-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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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최고기술’ 글로벌 

경쟁, 코닝-SNS 공기정화시스템 선정
 세라믹 허니콤 필터를 환기구 등에 설치해 서울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뛰어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선보인 ‘코닝-SNS’가 ‘서울글로벌챌린지’의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국적과 관계없이 글로벌 혁신가들의 

경쟁을 통해 서울이 당면한 도시문제의 혁신솔루션을 

찾는 ‘국제경쟁형 R&D’인 ｢서울 글로벌 챌린지 

2019-2020｣의 시상식을 2월 6일(목) 11시 동대문 

DDP 크레아 ROUND HALL에서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참석자 안전을 

고려하여 행사장에 열감지기, 손세정제, 마스크를 

비치하고 수상자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소

하게 진행했다.

 올해 첫 회인 ‘서울글로벌챌린지’의 도전과제는 

‘서울지하철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터널·승강장·전동차 3개 분야에서 

106개 제품과 기술이 각축을 벌였다.

 「서울 글로벌 챌린지 2019-2020」은 ①전 세계에 

서울시가 시민들의 수요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도시문제를 제시하고, ②전 세계 기업, 대학, 연구소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안하고, ③전문가와 시민평가를 

통해 최고기술을 선정하는 절차로 총 7개월간 

진행되었다.

 최종 선정 과정에서 본선에 오른 총 10개의 기업 

기술은 상수역, 망원역 등 ▲지하철 터널(4개팀), 

▲승강장(4개팀), ▲전동차(2개팀) 3개 분야의 

서울시정 현장에 제품과 기술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하고 사업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들 

10개 기업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제 서울지하철 곳곳을 테스트베드 삼아 기술력을 

검증했으며,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시민평가단’의 만족도 평가도 받았다. 

 다방면의 평가를 거쳐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와 서울글로벌챌린지 조직위원회를 통해 

현장평가결과, 시민평가결과, 혁신성을 종합평가

하여 최고기술을 선보인 3개팀을 선발했다. 종합

우승팀에게는 5억 원의 상금을, 3개 수상팀에 

서울특별시장상과 6억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

기업의 제품은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우선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본선에 오른 10개 기업 제품을 

대상으로는 서울광장 등에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종합우승팀인 코닝(Corning)은 1851년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스마트폰에 흔히 쓰이는 강화유리인 

‘고릴라 글라스’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다. 자사가 

개발한 세라믹 허니콤 필터를 이용한 솔루션을 

가지고 국내기업인 SNS와 함께 승강장 미세먼지 

저감에 도전하였으며, 현장에서 가장 높은 미세

먼지 저감 효과와 함께 시민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우승을 수상했다. 

 공간별로는 ㈜올스웰이 공기 유동 제어기술을 

통해 기존 환기설비 성능을 극대화, 승강장 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공기질을 개선

시키는 솔루션으로 승강장 분야 우승팀으로 선정

되었으며, ㈜한륜시스템은 전동차용 공기청정기와 

출입문 에어커튼을 함께 설치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그 공기를 전동차 안에 머무르게 하는 솔루션으로 

전동차 분야 우승팀으로 선정되었다.

 터널 분야는 기업마다 적용기술이 다양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며 터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대규모 

설치 및 장기간 운영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글로벌챌린지라는 단기간의 

측정환경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우승팀을 선정하지 않았다.

 「서울글로벌챌린지 2020-2021」은 서울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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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현존기술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

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4월 ‘신기술접수소

(www.seoul-tech.com/seoulglobalchallenge)’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02)2133-5228〕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02)2133-4349〕

〔SBA 서울글로벌챌린지TF팀 (02)2222-3726〕

〔서울교통공사 보건환경처 (02)6311-9515〕

서울시, ‘지중화사업’ 지역편차 완화에 

역점…올해 40곳 추가 매설
 서울시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을 지하에 

묻거나 설치하고, 전봇대를 없애는 ‘지중화사업’을 

올해 40곳에서 시행한다. 강북구 도봉로, 종로구 

지봉로, 강서구 공항대로36길 등 총 29.32㎞ 구간

이다. 작년 12곳(7.87㎞) 보다 4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로 예산도 작년보다(458억 원) 약 3배 이상 

증액된 총 1,499억 원이 투입된다.

 대표적으로 종로구 지봉로 0.79㎞는 숭인·창신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인접한 간선도로변을 우선 

정비하고, 강북구 도봉로 1.37㎞는 강북의 대표

거리로 기존 완료지역인 수유역 일대와 연계해 

지중화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가곡초등학교 주변인 공항대로36길 

주변 0.4㎞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 제공 및 마곡

지구 주변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역 간 지중화율 편차 완화에 

역점을 두고 대상지를 선정했다. 전체 40곳 중 

지중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북권(20곳)과 서남권

(8곳) 28곳으로 전체의 70%다. 정비규모도 총 

29.32㎞ 중 동북권(13.66㎞), 서남권(6.73㎞)이 

약 69%를 차지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신청을 

받아 추진했던 방식을 시가 주도해 선정하는 방식

으로 바꿨다. 지역균형, 보행환경 개선, 도심경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는 물론 역세권, 관광

특구 등 유동인구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곳들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지중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시가 주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시민 

보행안전 확보,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까지 완료되면 서울 전역 지중화율은 

60.03%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5년간 약 3,790억 원을 투입해 87㎞에 달하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가공배전선로 평균 

지중화율은 2005년 48.7%에서 2019년 59.75%

까지 개선됐다. 

 한편, 지중화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공동 추진 사업인 만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고 예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올해 사업구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시민 안전상 긴급한 구간은 

별도로 협의하고 합동 조사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02)2133-2398〕

서울시, ‘상암 일대’ 22만㎡ 미디어·공원 

등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시가 DMC와 월드컵공원, 난지한강공원 등을 

포함한 상암 일대 22만 1,750㎡의 활성화에 본격적

으로 나선다. 

 방송·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같이 상암 일대에 

특화된 콘텐츠 산업과 대형공원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 서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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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우선 DMC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e-스포츠, IT/SW 기술산업(VR·AR 등), 방송사 
등 산업·기업 자원을 연계·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방문객·관광객이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체류형 시설 중심으로 도입해 다양한 
소비 니즈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또, 월드컵
공원(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의공원)과 난지한강
공원 등 상암 일대의 대형공원과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경기장 같은 문화시설을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쓰레기매립지였던 난지도를 
공원화한 독특한 역사부터 2002년 월드컵까지 
일대의 스토리텔링과 친환경·생태 테마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인접한 수색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DMC의 미디어 클러스터 기능을 확장하고 
관광·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상암 일대는 월드컵 개최와 택지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관련 콘텐츠와 문화·공원 자원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연계·활용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유동인구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이들을 
수용할 만한 대표적인 문화·관광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암일대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서북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2.11.~2.13.)하였고 
최종 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02)2133-1562〕

서울시, 구의역 일대 18만㎡ ‘도시재생’ 
…도심산업 육성, 지역상권 새 활력
 서울시가 구의역 일대 18만㎡에 대한 도시재생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근 ‘첨단업무지구’ 개발과 연계
해 지역상생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5년 간 마중물
사업비로 200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역 일대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법정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착수한
다고 밝혔다. 서울 동북권 8개 자치구 가운데 
도시재생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있던 광진구 
내 첫 ‘도시재생활성화지역’(2019.11. 선정)이다.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서울동부
지방법원이 이전하면서 침체됐던 ‘음식문화거리’를 
활성화‧명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인접한 자양1구역 KT부지 내 ‘첨단복합업무
지구’ 개발과 연계해 5G 관련 첨단산업의 기술 
시험장인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한다. 관련 스타트업 
기업과 창업가들을 이 일대에 유치해 첨단산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구의역 배후의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서울시는 용역 수립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하고, 도시재생 거점공간인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서북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2.12.~2.14.)하였고 최종 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7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2021년 9월
부터 마중물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02)2133-8438〕

서울시, 공원 내 숲속 힐링 복합공간 
명칭 공모
 서울시는 시민들이 공원 내 숲속에서 편하게 
쉬고 재충전 할 수 있는 힐링 복합공간인 ‘공원 
내 책쉼터(가칭)’를 2023년까지 20개소를 건립
하기로 했으며, 공식 명칭 선정을 위한 공모를 2월 
24일(월)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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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내 책쉼터(가칭)’는 ① 시민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책쉼터 조성,  ②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노후 

화장실, 매점, 사무실 등) 최대한 활용, ③ 관리

운영은 지역 내 마을공동체, 자원봉사자 등을 발굴

하여 지역의 사랑방 역할 수행함으로써 단순 휴식 

위주의 공원에서 소통, 재충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힐링 복합공간이 되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제안된 명칭들은 조경, 건축․디자인, 운영관리, 

작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정체성, 독창성, 적합성, 명료성, 상관성,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개 작품을 상정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작품을 최종 선정

하게 된다.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최우수상 1명에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지며, 우수상은 

2명으로 각 20만원, 장려상 3명에게도 각 10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이번 ‘공원 내 책쉼터(가칭)’의 명칭 공모를 통하여 

최종 선정작은 대외적으로 공식명칭으로 사용되며 

로고, 통합이미지(CI), 각종 안내판 디자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02)2133-2063〕

서울시, 성동~노원 ‘동북선 도시철도’ 

본격 추진…2025년 개통 목표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데 이어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

로부터 2월 14일(금) 사업 착수계를 제출받아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

진한다고 밝혔다.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됨에 따라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

(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는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하여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공사 신고, 도로

굴착계획 심의, 도로점용허가 협의 및 지장물 이설, 

부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추진

하게 된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성동구 왕십리역

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까지 잇는 

총 연장 13.4㎞에 16개 정거장, 차량기지 1개소를 

60개월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적기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4개 공구로 나뉘어 동시에 건설된다. 

 4개 공구는 금호산업㈜, ㈜호반산업, 현대엔지

니어링㈜, 코오롱글로벌㈜ 및 ㈜대명건설이 담당

하며 신호, 통신, 궤도 등 전 구간 시스템분야는 

현대로템㈜가 시행한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을 출발해 

경동시장, 고려대, 미아사거리, 월계, 하계, 은행

사거리를 거쳐 노원구 상계역이 연결되며 왕십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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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제기동역(1호선), 

고려대역(6호선), 미아사거리역(4호선), 월계역(1호선), 

하계역(7호선), 상계역(4호선) 등 기존 8개 노선, 

7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시는 공사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동북선 도시철도㈜가 민원전담창구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02)772-7180〕

서울시-코레일, 15만㎡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전협상 막바지…2021년 착공

 광운대역세권 내 15만㎡에 이르는 물류부지를 

주거·업무·판매·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동북권 

신(新) 경제거점으로 조성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이 개발계획 확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토지소유자인 코레일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핵심인 물류부지 개발계획(안)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하는 ‘협상조정협의회’(1차)를 2월 17일(월) 

개최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2019년 5월부터 진행 중인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교통개선대책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여러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1차 ‘협상조정협의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으로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상조정협의회’에서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과 주변과의 통합 연계 방안, 지구 특화 

방안 등 그동안 사전협상을 통해 논의해온 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한다. 공공기여 시설도 

공익성과 정책 실현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운대역 일대 물류

부지(토지면적 15만320㎡)에 업무·판매, 컨벤션, 

영화관 등을 포함하는 최고 46층짜리 복합건물과 

2,466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연면적 40만㎡) 

 서울시는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철도와 물류부지로 단절됐던 광운대역~월계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문화·체육시설, 창업지원

센터 같은 생활SOC를 확충할 계획이다.

 1980년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지만 시설 

노후화와 분진·소음으로 지역의 혐오시설로 전락한 

물류시설 자리에 업무·상업 기능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한편,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 부지는 2009년 

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당시 

협상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연이은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2012, 2014)로 오랜 시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시와 토지소유자인 코레일, 노원구,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2017년 6월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코레일은 민간사업자 공모(2017.6.)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을 개발사업자로 선정(2017.12. 

사업협약체결)했다. 이후 서울시와 코레일은 2019년 

5월부터 사전협상에 들어갔다. 코레일의 사업제안서와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사업개발계획(안)’을 

공동 수립하고 관련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수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안을 보완했다.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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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안전기반시설 사업에 

1조 3,188억 원 투자
 서울시는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에 161건의 

용역과 101건의 건설공사(10억 원 이상)가 예정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총 1조 3,188억 원이

라고 밝혔다.

 올해 발주 예정인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의 안전 분야 78건(216억 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74건(396억 원) ▴기반시설 설계 9건(878억 원) 

등 총 161건이며, 사업비는 1,490억 원이다.

 올해 발주 예정인 건설공사는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의 안전 분야 27건(669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3건(1,341억 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8건

(9,574억 원) ▴내진 보수보강 공사 등 기타공사 

3건(114억 원) 등 총 101건, 1조1,698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발주 사업들은 주로 민간 기업을 통해 

추진되기 때문에 침체돼 있는 경제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건설 분야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14,506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 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2017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 취업유발

계수는 11명이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과 건설공사의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우수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서울시 홈페이지와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제공

한다.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학회와 협회 등에 

협조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02)2133-8020〕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02)2133-8108〕

이제는 K-Garden! 서울시, 7017 일대서 

첫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차지

하며 한류열풍이 다시금 불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K-Garden으로 한류열풍을 이어간다.

 서울시는 2019년 ‘도시재생형 정원박람회’를 추진한 

제5회 ‘서울정원박람회’ 개최에 이어 올해 10월 

8일(목)부터 10월 18일(일)까지 11일 간 서울로 

7017 및 서울역 도시재생지역(중림-서계-만리) 

일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형 정원박람회’로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정원박람회 브랜드를 세계로 확산한다는 취지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로7017과 연계하여 

70개소의 시민참여정원과 17개소의 전문가가 만드는 

전시정원을 조성하고 정원문화 확산 및 관심을 

증대시킬 시민참여프로그램, 국제콘퍼런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주민, 국내·외 작가 등과 

함께 존치정원을 만들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일상 속 

스며드는 ‘도시재생형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로7017은 통행의 자율성을 위해 팝업형 부스 

등을 설치하고 서울로의 상징성과 함께 서울역광장 

등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서울의 역사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로 7017 내 만리동광장을 

활용해 개막식과 폐막식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

하고 정원산업전, 정원음악회, 가드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참여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Garden에 걸맞게 국내·외 유명 정원 작가나 

단체를 초청하여 정원을 만들고 국제공모전을 

통해 작가정원을 조성하는 등 국제적이면서 정원

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박람회를 추진한다.

 또한, 도시재생지역인 중림-서계-만리동 일대의 

골목골목마다 지역주민과 함께 동네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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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사를 양성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속 정원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운영사업자 공모를 2020년 3월 말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contract.seoul.go.kr)을 통해 추진한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2〕

서울시, 2020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발주예정 용역 공개…경제 활성화
 서울시가 2월 20일 ‘2020 서울시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용역 자료집’을 제작하여 올해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한 목록 및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 

 시는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의 발주 예정 용역

사업 현황을 사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참여도를 높여 질 높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는 사전에 용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미리 자료 준비 등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서울시와 용역 

업체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역자료집은 서울시 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 

주택분야 게시판 등에서 직접 다운로드해 받아

볼 수 있다. 인쇄된 책자 형태의 자료를 원하는 

시민들은 재생정책과(서울시청 신청사 11층)에서 

직접 수령도(300부 한정) 가능하다.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02)2133-8614〕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노후 건설기계’ 

약 4천대 저공해조치…지원 800% 확대
 서울시가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800% 

대폭 확대한다. 총 571억 원을 투입해 3,950대를 

지원한다는 목표다.(작년 69억 원 투입, 446대 지원)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를 부착하거나 지게차, 굴착기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2005.12.31. 이전 등록)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올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조금은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 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스 트럭과 

2003년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0억 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

에서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 여부를 지난 1월

부터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 시 사업 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 때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건설기계와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경우

에는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공사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 대해 

친환경 건설기계 80%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단계적 확대> 

’17. 9월
⇨

’18. 1월
⇨

’18. 7월
⇨

’19. 5월

 40%
사용 권고

60%
사용 의무

70%
사용 의무 

80%
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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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4〕

서울시, 우기 전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사업 완료…108억 원 투입
 서울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전까지 

북한산, 도봉산 등 산사태 취약지역 75곳에 총 

108억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예방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풍수해기간(5.15.~10.15.)을 포함해 4월~10월 

6개월 간 100명 규모의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해 사전 재해예방활동을 철저히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초·중·고교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를 5월 말부터 시행한다. 재난

지도사, 산사태 전문가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행동 요령과 예

방법을 직접 알려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산사태 재해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산사태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

겠다고 밝혔다. 산사태 재해예방대책은 ▴산사태 

예방사업 ▴산사태현장예방단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로 추진된다.

 첫째, 산사태 예방사업은 자연과 조화로운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도한 규모의 시설 설치를 지양

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꽉 막힌 사방구조물 보다는 야생동물이 통행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설치해 생태환경이 단절되는 

것도 막는다. 이와 관련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분석, 

다양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시 규모와 방식을 

확정했다. 시는 예방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공사설명회를 3월에 

개최한다. 설명회에선 사방사업의 내용, 규모, 공사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수렴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둘째,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서울시 산지 내 산사태취약지역 328개소, 사방

시설 1,810개소에서 순찰·점검, 산사태 예보·경보 

발령 시 지역주민 대피 유도 등의 예방활동을 

펼친다.

 셋째, 산지에 인접해 있거나 산사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재난 지도사가 예방·대응 행동요령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교육을 시행한다. 

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조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펼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자연 재난대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02)2133-217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현실화 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의 

성격과 과업내용에 맞는 적정 용역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국토계획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인가)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지구단위

계획 용역대가 산정에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방식은 과업

내용에 충실하게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표준적인 업무(기본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산정한 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용역대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실정

이었고 이에 따라 지나치게 적은 용역비용 지급으로 

인한 부실용역의 우려 등이 있었다.

 이렇게 용역별로 업무내용에 적합한 용역대가 

산정이 곤란한 이유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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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인 업무(기본업무)와 이에 상응하는 용역

대가는 설정되어 있지만, 기본업무의 내용이 포괄적

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과업들의 실제 업무 내용이 

기본업무와 달라도 용역대가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기본업무의 정의와 그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일부 항목만 수립·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

졌으나, 일부 항목과 연계 검토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부분 수립·

재정비가 필요해도 용역발주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구

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각 업무 항목별로 기존에 포괄적으로 정의된 

기본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발주

하는 용역의 과업 내용이 기본업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맞춰 용역대가를 산정함으로써 수행하는 

업무량에 비례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자연환경 조사 및 분석’ 항목의 세부업무 구체화 사례>

 둘째, 부분 수립·재정비 대상이 되는 항목 외에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항목들의 기준을 정립하여 

제시함으로써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한 항목과 

그에 연계하여 조사, 분석 및 계획해야 하는 항목

만을 과업대상으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맞춤형 

용역대가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선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

대가 산정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서울시와 자치구는 

기본업무를 전제로 용역대가를 산정하고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용역대가를 임의 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과업내용에 맞는 

현실적인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족하거나 과도한 용역대가 지급으로 

인한 부실용역이나 예산낭비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집행 및 용역의 품질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꼭 필요한 항목만 부분적

으로 수립·재정하는 용역도 발주 가능하게 되었다.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02)2133-8374〕

서울시-롯데칠성음료㈜, 18개 버스정류장 

꽃·나무 가득 ‘녹색쉼터’ 변신
 합정부터 홍대입구, 신촌을 지나 아현역까지 이어지는 

양화·신촌로(양화대교 북단~아현역 6.2㎞) 중앙

버스정류장 18개소가 꽃·나무 가득한 ‘녹색쉼터’로 

변신한다.

 버스정류장 지붕과 벽면, 주변 펜스 곳곳에 상록

기린초, 수호초와 같이 사계절 내내 잘 자라는 

식물을 수직정원 형태로 녹화한다. 삭막한 도로 

위 버스정류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인근 대학생·

직장인들에겐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와 롯데칠성음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버스정류장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바꾸는 

｢버스정류장 쉘터 녹화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시즌2와 연계한 롯데칠성음료㈜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된다.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삭막한 도로경관에 노출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버스정류장 녹색쉼터 조성엔 총 사업비 5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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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된다. 실시설계를 거쳐 올 5~6월까지 쉼터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롯데칠성음료㈜는 2월 26일(수) ｢버스정류장 쉘터 

녹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사업 기획, 실행 및 

유지관리 ▴사업홍보 및 버스정류장 주변 환경

개선 효과 증진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서울시는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제반사항에 대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녹화

시설물을 유지·관리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사업 기획, 실행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설계, 공사 추진 관련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서울시와 롯데칠성음료㈜는 양화·신촌로 중앙버스

정류장에 녹색쉼터를 시범 조성한 후 사업효과, 

시민 호응도 등을 분석해 향후 12개 중앙버스 

전용차로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21〕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3)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4)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5)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3)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함

4)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GB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

5)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GB에서 허용하는 사업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월 11일 통과하여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9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그간 GB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에는 GB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6)에 이축을 

허용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GB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

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GB관리전산망 업무를 2월 21일

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

(LX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다.

② GB 입지규제 및 절차 간소화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6) 새로운 진입로,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는 토지로 
주택 등의 철거일 당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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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

하던 GB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여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기지7)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

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다.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GB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22년 2월

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GB내 열수송

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8)하였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25호, 2019.11.26. 공포)됨에 

따라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7) 서울·경기권의 GB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지축·
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8개소

8)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 시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왔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절차 생략 가능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 납입액 대상공사를 

공공은 3→1억 원, 민간은 100→50억 원 이상

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9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로 

국제 환경 협력 및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환경

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19호, 2019.11.26. 

개정, 2020.5.27. 시행)됨에 따라 국제환경협력

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지정

기간, 지정절차와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국제 환경 협력 관련 업무를 국제환경협력

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가.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규정

(안 제12조의2)

국가환경협력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8조)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업무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72〕



- 26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신용도 

평가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입찰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감점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선하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용도 평가(안 [별표1～3] 다.)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용도 평가

기준에서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여부에 

대한 감점규정 삭제

나. 기타 정비사항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률 제16414호, 2019.4.30.) 

사항을 반영한 평가기준 제명 및 평가기준 

내용상 문구 수정(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

용역사업자)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2-809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5.1.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을 입법예고하고 3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안 제2조, 제3조)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사유, 

변경절차 등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법제화함

나.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4조)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

하여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드론산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 

제6조,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드론산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하여 드론 관련 주요정책 및 자금조달 방안 

등 드론산업 관련 주요사항 및 부처 간 협업 

필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라.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안 제8조)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은 국가 직접 R&D를 수행하거나 

민간 R&D에 관련 비용을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마.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드론제품을 신속히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조성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바.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비행 가능여부,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드론시범

사업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새롭게 

개발된 드론이 원활하게 시험·실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함

사. 창업 활성화 지원(안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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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창업자에게 융자, R&D성과 제공, 창업 

공간·장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드론산업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도모함

아. 드론 첨담기술의 지정(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이 접목된 드론

제품을 첨단기술제품으로 지정하여 상용화 

이전단계의 규제를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기술제품이 신속히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함.

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안 제18조, 제1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침해 시 대응 및 복구, 관련 교육 등을 전담

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드론 관련 주요 신기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

차.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20조)

정부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지정

하여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함

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안 제21조)

정부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국내 

드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드론

산업의 시장 외연 확대를 도모함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5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 

등 행정조사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률로 

상향규정(2019.11.26.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률로 상향된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34조제1항)

법률로 상향 규정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 요건에 대해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함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638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으로 영상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기존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로 

확대되고,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과 과태료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4548호, 2017.1.17. 공포, 2018.1.28.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노면전차의 철도보호

지구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는 

한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국가기술

자격증 미보유자의 점수 및 학력점수를 하향조정 

하고 철도현장의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 시 교육 및 평가를 

면제한 관제업무종사경력자에 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철도안전 국가전문자격인 철도운행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학회 등 단체에서 

운영 및 관리토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고자 ｢철도안전법 시

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철도시설 규정(안 제30조)

감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

- 역시설 중 승강장, 대합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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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 차량을 정비하는 기지, 변전소, 무인

기능실, 분기기, 국가 중요시설물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등 관리상 중요도가 높은 시설

나.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안 제48조의2 신설)

①굴착(깊이 10미터 이상), ②최대높이 10미터 

이상 건설기계 사용, 높이 10미터 이상 인공

구조물의 설치, ③「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로 규정

다.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일부 삭제

   (안 제60조제1항제1호 삭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경력자에 

대한 자격기준 삭제

라.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일부 삭제

   (안 제60조의3제1항제1호 삭제)

비영리법인 또는 학회(단체)를 제외한 타 법률

에서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은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에서 삭제

마.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개정

   (안 별표 1의2 개정)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기준에서 자격별 경력

점수의 배점 중 철도차량과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배점을 

조정하고 학력점수의 배점을 전체적으로 조정

(안 별표1의2 개정)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

(법률 제16382호, 2019.4.23. 공포, 2020.04.24. 

시행)되어 교통사업자가 고용한 승무원 등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에 

저상버스 등의 운전자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추가(안 제15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5항 제8호, 제33조의3 제1항 및 

제3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안전관리 업무,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회의 감독 등 

협회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안 제15조2)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안전점검, 계측기술 연구 및 개발 등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

나. 협회의 정관 등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정(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회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협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안 제15조의6)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44)20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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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부적합한 레미콘의 공급을 방지

하고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반영하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자재의 품질기준과 시험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 시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제시(제32조)

배합비 조작, 공급물량 속임 및 불량자재 공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가)

나. 한국산업표준 KS Q ISO 9001(2015년) 개정 반영

품질관리계획 수립[별표 1],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별표 3] 및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

[별지 1호 서식]·적절성 확인[별지 2호 서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9〕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9.12.10.)됨에 따라 소하천 관련 기술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소하천 설계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종합계획·중기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타당성 조사 

등 전문성과 기술력 등 경험이 풍부한 방재관리

대책대행자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소하천 점·사용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하천 설계기준 신설(안 제2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

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

다. 점·사용 허가를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소하천 등 정비 허가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

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시 통지방법 등을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마. 타인의 토지에의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23조)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44)201-5147〕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 

생산기간 폐지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

(법률 제16627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세부 규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시기, 협회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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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골재

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삭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문과 

조문체계를 정비함

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도입(안 제72조 제3항 

제2호)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1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11.26. 개정, 

2020.5.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권한을 위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명환경관리구역 

확대에 기여하며 아울러,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지정취소 등 권한 위임

(안 제7조의2제1항)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권한을 위임함

나.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업무 

위탁(안 제7조의2제3항)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위탁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빛공해 검사기관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빛공해 검사기관 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미이행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며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함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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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12.10. 

공포, 2020.6.11.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을 구체화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보상기준을 정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자연

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외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가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

기구를 정하고자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이 필요한 지역(안 제9조의 2 신설)

정부가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는 지역 추가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안 제10조, 별표 1 신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 및 이에 따른 보상 기준을 제시

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 지원

(안 제10조의2 신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 

국민신탁법인 외에도 국민신탁 활동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 

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

영리법인도 포함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 위탁(안 제16조, 제16조의2)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정당한 보상 권한 및 업무를 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공원공단 등에 위임 위탁,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8〕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

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710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점검기관을 산지

보전협회와 사방협회로 하고 매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사·점검·검사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사도·표고 등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지역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식 한자어 ‘당해’ 정비(안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6조, 제51조)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나. 풍력발전시설 허가체계 정비(안 제18조의2, 

제20조의2, 별표 3의2, 별표 3의3)

발전기와 전기실로 한정하던 풍력발전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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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관리도로 등 풍력발전시설의 부대시설을 

통합하여 발전단지 개념인 ‘바람에너지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로 재정의하고 시설별로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으로 허가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일원화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각 시설의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허가기준을 마련함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조례 위임범위 확대(안 제20조)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라. 비탈면 복구를 위한 토석 반출의 의미 명확화

(안 제32조, 제32조의4)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국가ㆍ지자체 외의 

자가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

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굴취·채취

하는 경우 해당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

으로 반출이 금지됨을 명확히 함

마. 외부 토석 반입의 세부기준(거리, 규모 등) 

마련(안 제36조, 제37조, 별표 8의2)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

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4773호, 2017.4.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반입 허용

거리 및 반입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 산지 내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487호, 

2019.8.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추진

바. 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면적 제한 삭제(안 제39조)

소규모 토석채취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채석단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기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채석단지 지정 시와 

동일하게 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사.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점검

기관과 조사·점검·검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

(안 제45조의2)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점검

기관을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로 하고 시설의 

조사·점검·검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착공일

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

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아.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5조의3)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재해방지대책 등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자. 복구준공검사 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규정 정비(안 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대상에 중간복구

명령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중간

복구를 완료하는 경우를 추가

차.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지역 등의 협의

기준 정비(안 별표 2)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29호, 2018.12.4.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역 등의 협의기준도 동일

하게 정비함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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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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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물재생센터 시설물 장수명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심의

○ 과업의 명칭 변경

  -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본 과업의 

목적 및 범위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물재생

센터 구조물 장수명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

관리 개선방안 수립 용역’으로 과업명 변경을 

검토할 것

○ 기초(기존)자료 및 시설물 조사 관련

  - 최근 서울시에서 수행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이력 정보 구축 및 실태평가용역’ 등 최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중복 및 누락된 과업이 

없도록 과업범위 및 내용을 구성할 것

  - 물재생센터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 상태 및 

관리현황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공용중 하자 

및 손상 유형과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및 설계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물재생센터 내 기존 구조물의 유지보수 및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시험 및 조사계획을 수립할 것

○ 구조물 성능 및 품질관리 개선 관련

  - 공정별 적정 보수·보강, 방수·방식 공법 선정 

시에는 기존 시공사례 검토 및 시험시공 등을 

통해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시공 후 성능

발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유지관리지침을 

수립할 것

■ 제7차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영향 종합검토 용역발주심의

○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수준의 검토 

과업과 관련하여 교통 분석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하여 1/5,000 지형도를 활용한 기술적 

검토와 개략 총사업비 산출 등 사전타당성조사 

수준의 검토 필요

○ 장래 교통수요 예측 시 ‘확정된 개발사업 반영’

에서 반드시 포함·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은 

개발사업/도로사업/철도사업으로 구분하여 누락

되는 사업이 없도록 큰 제목으로 과업 지시

○ 기타 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완료 사업

으로 확정하는 것 보다는 감독관과 협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 변경

○ 대안을 단기 및 장기 사업으로 구분하고 경제성

분석(B/C, IRR, NPV 등)은 단기사업에 대해서만 

분석하도록 변경

○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 부영향 발생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발사업자 교통개선대책(분담금) 협의 등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필요 

■ 제8차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

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기존시설 운영현황 및 배치계획 검토 관련

  - 공사 중 무중단 운영을 위해 기존 시설물 

배치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내구연한 도래 

시 이용할 수 잇는 호환부지 등을 검토하여 

시설물(부대시설 포함)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 처리시설의 지하화 시 차량 및 장비의 잦은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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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예상되므로 차량 및 장비의 동선을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할 것

○ 처리시설(공법) 계획 관련

  - 최근 생태계 위협물질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등 미량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미량오염물질 

관리기준과 시설 도입을 검토할 것

  - 수처리방식 검토 시에는 대표적인 일반처리

공법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장래수질목표 강화, 

슬러지 처리시설의 증설 등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악취방지 관련

  - 물재생센터 부지의 도심재생복합공간으로서의 

활용을 고려하여 악취처리시스템, 악취보증

기준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

■ 제9차 유수지 악취저감 용역발주심의

○ 과업 특성 및 단계를 고려하여 과업명칭을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으로 수정 필요

○ 악취의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절별 특성 파악을 위해 

과업기간을 현재의 10개월에서 ‘최소 12개월’로 

변경할 것

○ 민원해소를 위한 시설별 악취저감 목표 설정 

및 효과 예측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므로 과업

내용에 반영할 것

○ 내수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본 악취저감 용역 시 

병행함이 바람직함

○ 유수지의 악취원인조사를 ‘유수지의 악취발생

공정 조사’, ‘유수지의 공정별 악취원인물질조사

(지정악취물질 및 주요 발생 악취원인물질 5종 

이내’로 분류하여 제시할 것

○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및 유수지별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이 본 용역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에 반영할 것

■ 제10차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1지구) 조경

공사 설계심의

○ 5호 공원 내 온실은 사용,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정립하여 냉·난방 및 온·습도 기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설비를 설계에 반영할 것

○ 3호 공원 원형보전지 내부 산림은 핵심지역

으로 지정하고 훼손지 복원 개념에 도입된 

완충지역과 구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분석

하여 최적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는 이용형태 및 위계에 

맞추어 폭과 단면을 계획할 것

○ 관리사무소(1~3호 공원) 건축물과 연결되는 

벽체는 경사지의 토압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옹벽 형태로 계획할 것

○ 실내 및 실외에 사용되는 조명기구는 색온도를 

지정할 것

○ 대상지(공원, 녹지, 가로수 등) 내의 토목, 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 별도 발주되는 시설물도 

유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된 유지관리

보고서를 작성할 것

■ 제11차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18.4.23.) 

제23조 제2항 의거, 기술자문위원회의......’에서 

해당 지침 최신 버전인 국토교통부 고시 

2020-15호(2020.1.13.)로 해당 조항도 제23조 

③항으로 변경 요망

○ 서남물재생센터 최종방류수 활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나 수량 및 수온이 복수기에서의 냉각에 

충분한 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혹시 충분

하지 않은 경우의 대책이 부가되어야 함

○ 주 기기조합방식의 설계검토서는 초기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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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비 및 정비비를 구분하여 경제성검토를 

하도록 하고 운전시간에 따른 성능저하, 장기

정비계약(LTSA: Long Term Service Agreements) 

등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설계검토서에 탈 기기압력강하(Pressure Decay) 

검토(급수펌프 용량계산서에 반영)를 추가하기 바람

■ 제13차 오류천(상.하류) 단면부족구간 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자료수집 및 조사·검토 관련

  - 상류부 단면 확폭 및 둑마루 보축으로 사업

구간 제내지에 인접한 기존 도로, 주택, 공장 

등에 미치는 문제점 및 대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단면부족 개선공사 후 침수저감 효과 분석 

및 기대효과를 경제성을 포함한 비용적 측면의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

○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 관거 계획 시 기존 하수관거와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복개하천 연결관로에 대한 

설계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지반조사는 과업구간이 2개 구간(625+805m)

으로 구간 당 최소 2개소로 하고 단, 지층의 

급격한 변동 및 구조물계획 등의 요인에 따라 

추가 시행되도록 할 것

○ 성과품 작성사항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고 현장활용서를 추가 작성

하도록 보완할 것

■ 제14차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심의

○ 건축물 구조형식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구조형식으로 현황을 재정리할 것

○ 시설물별 손상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손상 특성에 

부합되는 적정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것

  - 수조 내부 표면 보수방안은 수분이 항시 접하는 

구조체이므로 미관 및 유해공기 침투억제 

목적이 아닌 방수기능 여부와 상수도 시설에 

적용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제시

  - 약품탱크 상부의 백태현상 및 여과지 배관실 

바닥에서 발생되는 에어포켓에 대한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제시

  - 도복장 도장 방식은 기본 재료의 첨가물 유무에 

따라 제품 물성이 상이하므로 공법 간 재료

특성, 두께 등의 비교 내용을 재검토하여 

도장 공법 제시

○ 관리자가 일상 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토목, 건축 등 시설물에 대한 주요 점검부위 

및 손상, 점검동선, 점검방법을 평면도에 표시

하여 제시할 것

■ 제15차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자료 조사 및 검토 관련

  -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제시한 하천 유지유량 

및 시공성, 경제성 등을 재검토하여 최적의 

용수 공급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할 것

  - 유지용수 추가 공급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검토사항을 추가할 것

  - 가압펌프인 유지용수 송수펌프 수량에 대한 

적정성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설계 업무 관련

  - 유지용수 공급을 청계천 취수 및 하천수를 

재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유입 

수질에 따른 여과장치 설치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전기 수배전반에는 자동소화장치(신속화재진압)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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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중 안전대책 관련

  - 하도 굴착 등 하천 내 수중공사에 따른 공사 

중 수질오염방지 대책이 제시되도록 과업내용 

보완할 것

■ 제16차 중랑천 생태환경 개선 및 준설방안 

마련을 위한 하상분석 용역발주심의

○ 현장조사 관련

  - 중랑천 주변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천형상 및 환경변화 영향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서 시행하는 각종 

조사의 규모 및 항목은 실효성을 고려하여 

진행 필요

  - 하상의 오니토 현황 파악을 위한 조치로 불교란 

시료의 채취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오니전용 

채취기의 사용을 적극 고려하도록 할 것

○ 측량 및 시추주상도 작성

  - 시추 주상도에 하상 심도에 따른 저질 구성토를 

표기하여 작성 필요

  - 최적 하도굴착 깊이 설정을 위해 횡단측량 시 

각 횡단에 시추 주상도를 각 횡단에 표기하고 

토질 성상별 추정선을 추가할 것

○ 준설계획 관련

  - 준설로 인한 중랑천의 수질개선효과, 수환경 

개선효과 등 사업효과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결과 제시 필요

  - 준설량에 따른 준설 사업비 추정액 제시 필요

■ 제17차 서울시 아스팔트포장 시공지침 및 고내

구성 혼합물 기준개발 용역발주심의

○ 서울형 포장설계법에 근거한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하부구조상태에 따른 포장층별 재료

구성안 및 요구 성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출·퇴근 

시간대 평균 버스하중, 속도 등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실내시험(동탄성

계수, 동적안정도 등)을 수행하기 바람

○ 아스팔트 포장재료의 운반기준 및 지침, 도심지 

굴착복구 소규모 포장장비 기준 및 지침 검토를 

과업내용에 추가하기 바람

○ 다양한 아스팔트(일반, SMA, 개질, 저소음배수성 

등)의 골재입도에 대하여 사용 가능성을 검토

하고 소성변형 및 피로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내 실험을 수행하여 최적화된 

입도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 서울시와 타 지역 간의 아스팔트 포장환경의 

차이점(물성인자 등)과 그간 발생하였던 문제점 

등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에 적용해온 

각종 시방기준을 비교 분석하기 바람

○ 마련된 시공지침에 대하여 기존 공법과의 원가를 

비교검토하고 생애주기 비용분석 등을 통해 

내구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 시공

지침을 검토하기 바람

■ 제19차 홍제천 상류 보행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기본설계 완료 전에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위원회 절차를 이행할 것

○ ‘2020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관련 시설

예정지에 식재가 되지 않도록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할 것

○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계조건을 

검토할 것

○ 홍제천 상류 세검정구간은 북한산 아래 펼쳐진 

문화의 산실로 하천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로 

개설, 벽천 설치 등의 방향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소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보행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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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재료는 경화 및 변질·변색이 쉽게 되는 

화공제품을 배제하고 잦은 침수 후 투수성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불투수성 포장재도 검토할 것

■ 제22차 양재공영주차장 신축 설계심의

○ 화장실은 개방형으로 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계획할 것

  - ‘건물 폐관 시’ 1층 화장실까지 이용 동선 

확보 및 주야 동선은 동일하게 검토

○ 지질조사서 상의 지하수위가 약 –7.1m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양재천이 근처에 있는 

관계로 우기 시 지하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절한 지하수위를 산정하여 지하

구조물의 구조설계나 부력에 대한 적절한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지하구조물만으로 

설계된 부분은 부상력에 많이 취약하므로 영구

배수공법을 비배수 공법으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코너버팀보 및 주버팀보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말뚝 간 수직브레이싱 설치가 필요

하므로 검토할 것

○ 지하층 슬래브는 휨응력 뿐만 아니라 측압을 

받는 부재이므로, 중앙 상부에는 배근이 있는 

TYPE ‘B’나 ‘C’를 적용할 것

○ 흙막이 지보재 및 굴착공사 주변의 계측기 

설치 평면도와 단면도를 상세하게 작성할 것

○ 공원은 전면 굴착 후 재조성하므로 주변 이용 

현황 및 건물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

계획을 재검토할 것

■ 제24차 잠실 수중보 소수력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수집분석’ 내용 중 기후, 

기상, 강우, 유량, 홍수 등 수문자료는 최근 

자료를 포함한 30개년 이상 자료 조사 필요

○ 타당성조사 ‘수문분석’ 내용에 소수력발전 구조물 

설치 전·후 수리·수문 변화 검토를 통한 하천

영향 검토 추가 필요

○ 발전소 운영, 관리 LCC(Life Cycle Cost) 

타당성 평가 필요

○ 과업의 ‘내용적 범위’에 아래 항목 추가 필요

  - 발전전력 사용방법 및 부하종류, 계통 리스크, 

대책 및 보완 방법(한전연계 및 단독 사용, 

발전기 정지 시 영향) 항목 추가

  - 경제성 분석 시 SMP, REC 가격은 전문성

사업성평가기관 또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 

사업기간 동안의 예측치 적용

  - 발전소 형식별 최적 유지보수 방안

    ∙ 장비 접근성, 주변 환경조화를 고려한 유지

보수 사무실 운영

    ∙ 상류 팔당수력발전소 수계운영과 연계한 

유지보수 운영지침 검토

○ 제2장 과업내용 ‘1. 타당성조사 및 내용’에 

아래 항목 추가 필요

  - ‘소방설비 및 방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가할 것

  - ‘현장 부유물 유입현황’, ‘현장 조류 발생빈도’ 

조사를 추가할 것

■ 제26차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심의

○ 각종 조사 및 검토사항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에 해당 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검토내용 추가 필요

  - 수리수문 분석 시 최신 기법과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여 증설용량이 재산정 될 수 있도록 할 것

  - 유수지의 유효저류용량 증대를 위해 펌프장 

유입 장애시설이 존재할 경우 저류가능량 

개선을 통한 LWL의 하향가능성 검토 필요



- 38 -

  - 펌프장 규모 선정 및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시 

‘서울시 유수지 기본계획’ 등 유수지 관련계획 

검토 필요

○ 타당성 조사용역 단계에서 시행하지 않는 과업

내용(문구) 삭제

  - 건축물 디자인 심의, 기술심의,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

○ 착수신고서, 용역손해배상 항목을 추가하고 

관련법규 및 기준 등은 최신 기준으로 수정할 것

■ 제27차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확충공사 설계 

용역발주심의

○ 계약상대자(이하 설계자)의 업무범위에 예비인증 

취득 대상 및 인증 등급을 명확히 명시할 것

  - 제로에너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명시

  - 녹색건축물 인증 시에는 설계업무 대가 추가 

반영 검토

○ 구조분야의 건축구조기준은 최신 개정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제2019-117호) 변경할 것

○ 장애인복지관이므로 건물 화재 시 대피동선 

및 피난 소요 시간 등을 대피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피 시뮬레이션 수행 시에는 노약자 대피

속도를 반영하여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16. 시행)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개정되었으니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토록 내용을 명시

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 기계분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사항을 추가할 것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30% 이상

으로 계획할 것

■ 제28차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심의

○ 안전성 평가 관련

  - 구조해석 및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점검 및 

진단 시 해당 순위를 고려하여 실시

  - 다만, 향후 시행될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순위를 탄력적으로 조정 필요

○ 외관조사 및 내구성 조사 관련

  - 수평변위와 탄산화깊이측정 결과 ‘C’로 평가된 

건축구조물은 시설물 상태를 상세히 조사·검토

하여 분석결과를 명확히 제시

  - 공기변실과 공기밸브가 설치된 제수변실은 

균열 및 관슬리브 누수 상태를 상세히 조사

하여 보수계획 수립

○ 유지관리 관련

  - 관리자가 주요 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

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결함 내용, 위치 등을 

표기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 동선도 작성

■ 제30차 강북구 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 용역

발주심의

○ 건축분야 부대시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

  - 현관 부근 혹은 장애인주차장 근처에 전동

휠체어 주차 공간, 급속충전시설을 고려할 것

○ ‘설계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할 것

○ ‘하수도계획’의 지선관거, 간선관거의 강우강도 

공식은 변경된 최신기준을 적용할 것

  - 강우강도 공식은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서 적용한 공식 사용

    ∙ 지선관거(확률년수 10년), 간선관거(확률년수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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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16. 시행)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개정되었으니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토록 내용을 명시

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 기계분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사항을 추가할 것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30% 이상

으로 계획할 것

■ 제31차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 기본 및 실

시 설계심의(재심의)

○ 분리 및 통합 철거방안에 대하여 교통처리와 

연계하여 재검토 필요

○ 통합 철거 시 가교 설치여부, 주·야간 작업계획, 

장비 투입계획 등 각종 철거 대안들에 대하여 

교통정체,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을 심의회에 상정하기 바람

○ 공사 중 교차로 차량 유입 최소화를 위한 광역적인 

교통대책 및 대시민 홍보방안 검토

○ 교통처리대책을 위한 가교 설치 시 한강대교 

U턴 처리 방안에 대하여 차로 변경 거리, 위빙 

등 문제를 명확히 검토하기 바람

○ 하부교각 철거 방법 중 코핑부의 수평 절단은 

공기와 경제성이 불리하므로 수직으로 절단을 

재검토하기 바람

○ 고가철거는 단순히 해당 교차로뿐만 아니라 

노들로, 올림픽대로, 한강대로 등의 주변 네트워크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나, 설계보고서에는 교차로 

분석 결과만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0년 2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1차 BT-IT 융합센터 건립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09건을 제안하여 95건 채택 

(채택률 87.2%)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7,304백만원에서 285백만원 절감

(절감률 3.9%)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3.90% 13.30% 17.90%

○ 주요대안내용

  - 사용자 안전성 향상

    ∙ 방화셔터의 설치범위를 축소하고 방화문 

일체형 방화셔터로 계획(지상2~5층)

      ⇒ 거실의 층간방화구획, 피난로 확보 및 

크기축소로 공사비 절감(감액 약 9백만원)

  - 시공성 향상

    ∙ 화장실 배기를 각층 배기로 하고 옥상팬을 삭제

      ⇒ 실내소음 및 진동방지, 천정 및 샤프트 

공간 확보로 시공성 향상 및 공사비 

절감(감액 약 21백만원)

  - 유지관리성 향상

    ∙ 고압수전 방식을 저압수전 방식으로 변경

      ⇒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감액 약 5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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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리브 골형 강판과 역삼각형 래티스거더를 이용한
장경간 데크플레이트 공법(D-Deck 공법) (제881호)

(보호기간 :  2020. 1. 2. ～ 2028. 1. 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2개의 상부 철선과 1개의 하부 철선을 래티스 철선으로 연결한 역삼각형 형태의 
레티스거더가 단위폭에 2개의 리브가 형성된 골형 강판의 리브 사이의 골에 거치(리브의 상부
판에 형성된 단턱에 단순거치)되고, 골형 강판의 각 리브 단부는 노치 가공 후 절곡된 경사형 
마구리로 폐쇄된 장경간이 가능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개요 및 구성

 이 신기술은 단위 폭에 두 개의 리브를 갖는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와 래티스거더로 구성되며, 
공장제작 후 별도의 구성품으로 현장 설치하여 시공한다.

    2) 신기술의 시공순서
시공순서는 일반적인 철선일체형 데크공법과 유사하며, 개략적인 시공순서는 아래와 같다.

》  건설신기술소개 



- 41 -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D-Deck 적용실적은 약 50여개 건축물에 대해 설계 및 시공(준공 포함) 중이며, 신기술 신청 
시 대표적인 건축물은 [표 2-1]과 같다.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시공규모 신기술공사금액
평택 지제1 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제센토피아 

주택조합 ㈜포스코건설 2018. 03.∼
 2019. 02. 76,000㎡ 1,840,197,350원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 국회사무처 ㈜동부건설 2018. 07.∼

 2018. 11. 6,200㎡ 327,729,200원

안산 오토돔 신축공사 ㈜엘엔에스개발 롯데건설㈜ 2018. 07.∼
 2019. 06. 50,600㎡ 2,466,200,000원

청주 직지스마트타워 
신축공사 ㈜하나자산신탁 동일건설㈜ 2018. 12.∼

 2020. 03. 39,000㎡ 1,457,390,000원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 
신축공사 ㈜엠디엠플러스 ㈜포스코건설 2019. 01.∼

 2020. 04. 38,000㎡ 527,443,40원

[표 2-1] D-Deck 공법 적용 활용실적(대표사례)

  나. 향후 활용전망
 기둥과 보로 구성된 단위평면에서 작은보와 작은보 방향의 큰 보를 삭제하여 일방향 슬래브의 
데크플레이트를 구성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모듈화된 연속 평면으로 구성된 건축물에 적용이 가능
하다. 대표적인 활용 건축물은 지하주차장, 지식산업센터, 자동차 매매단지, 오피스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등을 들 수 있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 유사기술은 Cap-Deck와 TU-Deck 등이 있으며, 기존기술 대비 트러스거더 시공으로 
인한 철근배근 단순화로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단위 폭에 리브가 두 개이므로 강성증가에 의한 
처짐 및 균열발생 등이 최소화 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해외는 Deep Deck를 거푸집으로 
활용하면서, 약 8m 정도의 장경간을 구현하는 공법이 없어 기술우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 Cap Deck TU Deck D-Deck

형상

제작사 ㈜제일테크노스 ㈜동양RPF ㈜NI스틸
강판두께

/데크 높이 1.2㎜ / 250㎜ 1.2∼1.4㎜/150,350,450㎜ 0.8㎜ / 200㎜

특징

⦁거더 1개 필요(7∼8m스팬)
⦁횡분배브릿지 및 캡 

플레이트 필요
⦁건설신기술 780호

⦁거더 1개 필요(7∼8m스팬)
⦁설계조건에 따라 다양한 

높이 적용 가능

⦁거더 1개 필요(7∼8m스팬)
⦁철선트러스 적용으로 

현장 배근량 감소
⦁건설신기술 881호

[표 3-1] 기존기술과 공법비교



- 42 -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철선트러스 데크플레이트의 시장은 2011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스팬 일방향 
구조를 구현하여 시공성 개선과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는 춤(depth)이 큰 골형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골형 데크플레이트의 일환으로 200㎜의 춤을 
갖는 D-Deck(Double rib Deck Slab)를 개발하였다. D-Deck는 기존의 골형 데크플레이트 뿐만 아니라, 
철선트러스 데크플레이트와 비교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향상시켰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및 공사비

 설계단가는 기존 구조설계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의 기술료를 설계비에 반영하지 
않으나, 현장자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별도로 한다. 공사비는 철근콘크리트 거푸집공법 대비 
지붕층과 지하층은 약 19% 절감 가능하며, 철선트러스 데크공법 대비 지붕층은 9%, 지하층은 
8% 절감 가능하다. 

구분
D-Deck 철근콘크리트 거푸집공법 철선트러스 데크공법

지붕층 지하층 지붕층 지하층 지붕층 지하층
재료비 6,220,963원 4,945,693원 5,091,446 원 3,239,078원 6,121,161원 4,298,684원 
노무비 4,051,561원 2,229,863 원 7,161,328원 5,382,318 5,074,862원 3,412,226원
경비 905,987원 643,404 원 1,195,244원 867,037원 1,035,161원 721,208원 

순 공사비용 11,178,511원 7,888,960 원 13,448,018원 9,488,433원 12,231,184원 8,432,118원 

총 공사비용 13,962,804원 9,762,265원 17,192,357원 12,188,590원 15,390,802원 10,597,343원 

[표 3-2] D-Deck 공법 공사비 비교

    2)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철근콘크리트 거푸집공법과 비교하면 13일에서 7일로 6일 단축되며, 철선트러스 
데크공법 대비 9일에서 7일로 2일 단축 가능하다. 

    

[그림 3-1] 공법별 공사기간 산정 및 비교

 

    3) 유지관리비
 누수와 결로의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소정의 품질이 확보될 경우 아연도금에 의해 강판 부식 
가능성은 감소한다. 신기술은 KS D 3506의 SGC295Y(Z27)을 사용하여 40년 이상의 내구
연한이 보증되므로 유지관리측면에서 우수하다

    4)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신기술은 작은보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골형 강판이 건축구조물의 일부분으로 존치되어 
슬래브 합판거푸집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철근콘크리트 거푸집공법 
대비 약 84%, 철선트러스 데크공법 대비 약 61% 감소된다. 또한 상업용 건축물의 건설 연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모듈화된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 43 -

날개형 보강재와 일체화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하부를 숯이 첨가된 

도막 방수재로 도포한 복합방수 공법(Y-Plus System) (제882호)
(보호기간 :  2020. 1. 13. ～ 2028. 1. 12.)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날개형 보강재를 일체화시킨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는 자착형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를 전용 시공 장비로 포설함으로써 접합부를 이질감 없이 시공하고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하부를 숯이 첨가된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로 도포하여 수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밀폐형 다층 수밀화 구조의 복합방수 공법(Y-Plus System)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바탕면 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플러스 도막재 1차 도포

④ 플러스 시트재 포설 ⑤ 접합부 보강 ⑥ 플러스 도막재 2차 도포

⑦ 플러스 탑코트재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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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구분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규모 공사기간 비고

1 양곡고등학교 교실동 
방수공사 양곡고등학교 ㈜대한방수 804㎡ 2018.09.17.~2018.10.12. -

2 천안상업고등학교 
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천안상업고등학교 ㈜덕진건설 632㎡ 2019.03.18.~2019.04.11. -

3 신한중 옥상방수공사 신한중학교 ㈜한양이엔지 548㎡ 2019.10.17.~2019.11.14. -

4 효명중학교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효명중학교 ㈜승주기업 1,333㎡ 2019.07.12.~2019.08.23. -

5 야탑고등학교 옥상 및 
벽체 방수공사 야탑고등학교 ㈜창연건설 1,434㎡ 2019.07.26.~2019.08.23. -

[표 1] 신기술 활용실적 현황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의 핵심기술인 플러스 도막재는 숯을 첨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를 최소화

하였으며, 플러스 시트재를 통해 반건식화 공법을 적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감 및 화기구의 배제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기술로써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날개형 보강재로 접합부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밀폐형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수밀 안정성을 도모함으로써 누수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함과 건축물 내구성 저하를 최소화

하여 이에 해당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소하여 향후 크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건축물 옥상 상부에 숯이 첨가된 폴리우레탄 도막 방수재인 플러스 도막을 1차로 

도포한 다음 플러스 시트 포설 후 2차로 플러스 도막재를 도포하는 기술로, 방수시트 도포 

장치와 경량 소재 활용을 통한 시공 및 작업 편의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존 동종분야 유사 

기술에 비해 간편한 시공성 및 작업성을 확보하여 국내 건축물의 옥상 노출 방수공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3중 방수층을 바탕으로 기존 복합방수공법과 달리 장기 방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 방수층의 

들뜸, 접합부의 박리·박락 등과 같은 하자 발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설시장에 있어 기술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 유기용제 및 화기의 사용을 완전 배제하여 시공자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기구의 배제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기술로, 해외에서 선호되는 친환경 성능의 확보하고 있으며 

기술적 성능을 바탕으로 한 방수 성능 역시 우수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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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이 신기술은 건축구조물(옥상 및 지붕)에 적용되는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으로 건설신기술 
제413호 대비 약 13.22% 절감, 건설신기술 제677호 대비 약 7.38% 절감, 건설신기술 제811호 
대비 약 9.62%의 증가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공사비

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Y-Plus System 건설신기술 제 413호 건설신기술 제 677호 건설신기술 제 811호
재료비 ㎡ 30,773원 28,119원 39,230원 40,162원
노무비 ㎡ 25,005원 35,849원 21,246원 11,229원

경비 및 기타 ㎡ 4,277원 5,237원 4,366원 3,395원
합  계 ㎡ 60,055원 69,205원 64,842원 54,786원

경제성 - 약 13.22% 절감 약 7.38% 절감 약 9.62% 증가

[표 2]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시공비 비교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다음 [표 3]과 같은 시공성 확보를 통해 전체적인 공사기간의 단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기존기술 신기술 비고

방수 시트 도포 장치 활용

시트 포설에 대한 작업의 
단순화 및 시공 

편의성 증가로 인한 
공기 단축 효과

시트 경량화 및 
Roll당 시공면적 증가

시트 포설 시 Roll 당 
작업면적 규모를 큰 
폭으로 향상 및 시공 
편의성 증가로 인한 

공기 단축 효과

[표 3]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기간 단축효과 비교

    4) 유지관리비

   

구 분
신청기술 기존기술

Y-Plus System 건설신기술 제 413호 건설신기술 제 677호 건설신기술 제 811호

공사원가 68,590 80,142 73,157 60,759 

사용원가 40,980 54,360 54,020 48,360 

폐기원가 - - - - 

합  계 109,570 134,502 127,177 109,119 

경제성 - 약 18.54% 절감 약 13.84% 절감 약 0.41% 증가

[표 4]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유지관리비 비교

    5)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이 신기술은 접합부 형성 시 시트와 일체화된 날개형 보강재를 바탕으로 접합부의 장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2중의 시트 방수층과 1층의 도막방수층을 복합화한 3중 방수층을 바탕으로 
기존 복합방수공법과 달리 장기 방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유지관리 편리성을 토대로 방수 분야에서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있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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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트로이트의 위기 탈출 프로젝트

머리말

 디트로이트(Detroit)는 미국 미시간주(State of 

Michigan)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로 

오대호의 수운과 철도의 요충지이다. 자동차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한때는 서부의 파리(Paris of 

the West)로 불리며 1910~1950년대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1950년을 정점으로 자동차산업의 쇠퇴

와 함께 경제가 위축되고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새로운 창업에 대한 열기가 식고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디트로이트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며 

2013년 7월 18일에는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며 ‘몰락한 도시(broken city)’가 되었다. 미지급 

채무액이 180억 달러에 달했으며 부동산 소유자들이 

대부분 집을 떠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실업률은 18%까지 상승했다. 범죄율이 미국 평균의 

다섯 배나 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의 하나가 됐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인구 유출로 유령

도시가 되어가던 디트로이트가 파산 이후 시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도시재생

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디트로이트에서 추진된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에서 

모터시티 매핑 프로젝트(Motor City Mapping 

Project), 핑크존 프로젝트(Pink Zone Project), 

민간금융기업 투자유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터시티 매핑 프로젝트(Motor City Mapping Project)

 자동차산업 침체 속에 계속

되는 인구 유출로 디트로이트 

인구는 1950년대 185만 명에

서 2013년에는 71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인구감소에 따라 빈집도 크게 

증가했는데 방치된 집은 범죄 등과 연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2013년 파산신청 이후 연방정부로

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모터시티 매핑 프로젝트’(Motor City 

Mapping Project)를 수행했다(시사IN 2019).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의 

각계각층이 모여 디트로이트의 그림자를 제거한다는 

뜻의 ‘디트로이트 쇠퇴 제거 대책위원회’(Detroit 

Blight Removal Task Force)를 구성했다. 모터

시티 매핑 프로젝트의 조사를 통해 디트로이트의 

빈집은 총 7만 8천 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폐허는 4만 채, 폐허가 될 위험이 높은 

빈집은 3만 8천 채다. 디트로이트 빈집에 대한 

정보는 모터시티 매핑 사이트(motorcitymapping.org)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모터시티 매핑 홈페이지와 빈집에 대한 정보 검색 화면>

<그림 2 디트로이트의 버려지거나 방치된 빈집을 

수리해 되파는 ‘리햅드 & 레디’ 프로그램>

 디트로이트 시정부는 토지은행(Detroit Land 

Bank Authority)을 통해 빈집을 관리하도록 만들었다. 

‘디트로이트 철거 프로그램’(Detroit Demolition 

Program)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을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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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고, 빈집을 수리한 뒤 되파는 ‘리햅드 & 

레디 프로그램(Rehabbed & Ready program)’을 

운영했다. 리햅드 & 레디 프로그램은 시정부와 

민간금융기관인 퀴큰론즈(Quicken Loans)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핑크존 프로젝트(Pink Zone Project)

 디트로이트 시정부는 2016년 존에스앤드제임스

엘나이트 재단(John S. and James L. Knight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핑크존 프로젝트

(Pink Zone Project)를 추진하였다. 핑크존 프로

젝트는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의미하는 ‘레드 테이프

(red tape)’을 줄이고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

으며 디트로이트 시정부는 비효율적인 절차, 오래된 

규정의 경직된 적용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림 3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디트로이트 번화가 모습>

 디트로이트의 용도지역규제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도시 내 상업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핑크존 프로젝트는 일명 ‘Mix Tape Zoning’으로도 

불린다. 이는 Mix Tape이 다양한 아티스트의 

음악들을 하나의 카세트테이프에 모아서 편집한 

것을 의미하듯이 디트로이트의 핑크존 프로젝트는 

하나의 용도지역이 아닌 혼합용도지역을 가능케 

하여 시정부, 도시개발업체, 소상공인, 거주민의 

요구에 맞춘 도시 공간 창출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림 4 핑크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믹스테입(Mix tape)>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상업적인 회랑(Commercial Corridors) 조성을 

위한 혼합용도 프로그램(Mixed use programming), 

오픈스페이스 전략(Open space strategies), 

이동에 대한 개념(Mobility concepts), 규제

절차의 향상(Regulatory process improvements) 

부문에서 혁신을 추구했다. 혼합용도는 유연하고 

포용적이어야 하며, 오픈스페이스의 가치는 식량

생산, 에너지, 휴양 등과 같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동의 개념에는 보완적

이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도보문화를 추구

한다는 의미를 담고, 규제는 공정성, 단순함, 투명성을 

달성하고자 했다.

대규모 민간기업의 투자

 글로벌 투자자인 부동산모기지 전문회사 JP모건, 

퀴큰론즈(Quicken loans) 등의 민간금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JP모건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1억 5천만 달러를 

디트로이트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했다(매일경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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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은 주거지 개발과 소규모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는데 JP모건의 자금은 지역 개발, 인적 

자원 개발, 자영업자 지원,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촉진, 노동시장 분석, 비영리단체에 대한 전문가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신정근, 김은석 2017). 

구체적으로 ‘Invest Detroit’, ‘Capital Impact 

Partners’ 등 커뮤니티 개발 기관에 투자해 주택·

상업용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고, 빈집에 대한 개

보수 및 판매 등을 담당하는 디트로이트 토지은행

(Detroit Land Bank Authority: DLBA)에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빈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지역

정보를 관리하는 모터시티 매핑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의 창업과 사업 

확장 등을 지원해 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했다.

 디트로이트 출신 기업가인 댄 길버트(Dan Gilbert)가 

회장으로 있는 퀴큰론즈(Quicken Loans)는 미국 

최대 모기지 대출업체로 2011년 부동산개발회사인 

베드록(Bedrock)을 설립해 도심빌딩에 56억 달러를 

투자해 100여 개의 빈 건물을 인수 후 개발했다

(머니투데이 2019). 본사 직원 수도 당초 1,700명

에서 1만 7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맺음말

 디트로이트의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그 효과가 경제성장, 

실업률 감소 등의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우스필드(Southfield)에 있던 

테크센터를 디트로이트 중심부로 이전했으며 포드

(Ford)는 오랜 기간 방치됐던 미시간 중앙역을 

매입하기로 하고 자율주행기술을 포함한 미래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해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5천여 명의 

포드사 직원이 상주할 계획으로 쇼핑시설과 레스토랑 

등의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2009년 6월 17%에서 2017년 12월 4.2%까지 

낮아졌으며 디트로이트 메트로(Metropolitan) 

지역의 GDP는 2001년 1,909억 달러에서 2017년 

2,606억 달러까지 증가했다(한국경제매거진 2018).

 몰락한 도시(broken city)로 파산까지 가야했던 

디트로이트는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창의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지원, 빈집에 대한 데이터 구축·

관리, 민간금융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 산업적 구조변화,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축소도시가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디트로이트 몰락 후에 추진된 도시재생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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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2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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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6
물재생센터 시설물 장수명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 개선
방안 수립 용역

․ 콘크리트 성능과 기능 확보를 위한 
물재생센터 토목 시설물 설계·시방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 수립

(441)
조건부
채택

토목

7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영향 
종합검토용역

․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영향 분석, 
타당성 검증, 대안 검토

(300)
조건부
채택 토목

8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630)

조건부
채택

토목

9 유수지 악취저감 용역 ․ 유수지 23개소 악취저감 대책수립 (440)
조건부
채택 토목

11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용역 ․ 열병합발전설비 1기 3,861

(299)
조건부
채택 전기

13 오류천(상.하류) 단면부족구간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축제 : B4.2×1.5m(L=625m)
․ 단면확장 : 32.5×2.5m(L=805m)

2,300
(785)

조건부
채택

토목

15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7,182

(300)
조건부
채택 토목

16 중랑천 생태환경 개선 및 준설
방안 마련을 위한 하상분석

․ 하천 횡단측량, 시추조사 및 저질
시험, 하도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500)

조건부
채택 토목

17 서울시 아스팔트포장 시공지침 
및 고내구성 혼합물 기준개발

․ 서울시 도로공사 환경에 적합한 
아스팔트포장 시공지침 개발 (650)

조건부
채택

토목

19 홍제천 상류 보행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하천보행로 및 접근시설 개선
․ 안내 및 경관시설 계획

3,410
(247)

조건부
채택 조경

24 잠실 수중보 소수력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 잠실 수중보 친환경 소수력 개발 
타당성 조사 (290)

조건부
채택 전기

26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타당성 조사 용역

․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타당성 
조사 (570)

조건부
채택

토목

27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확
충공사 설계용역

․ 지하1층/지상7층 
․ 연면적 2,452㎡

6,804
(322)

조건부
채택 건축

30 강북구 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 지하1층/지상5층
․ 연면적 1,995㎡

5,930
(279)

조건부
채택 건축

설  계

심  의

10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지구) 조경공사

․ 근린공원 4개소, 녹지 2개소 신설
․ 공원관리사무소 3개소 등

39,338
(2,022)

조건부
채택

조경

22 양재공영주차장 신축 설계
용역

․ 지하3층/지상4층
․ 연면적 8,426.11㎡

16,753
(767) 재심의 건축

31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 
기본 및 실시설계 (재심의)

․ 남: 폭 8.0m, 연장 522m
․ 북: 폭 7.5m, 연장 461m

14,725
(359)

조건부
채택 토목

정밀안전

진단심의

14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시설
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정수용량 :Q=400,000㎥/일
 (고도처리Q=250,000㎥/일) (168)

조건부
채택

토목

28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시설
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정수장 Q = 1,600,000㎥/일 (340)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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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0년 2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0.02.

건     축 
인재개발원 일대 구조안전진단용역 등 
15건

5,300 5,181

교 통
2호선 신정지선 역 신설(안)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1건

100 100

기 계 설 비
용마폭포공원 수경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등 3건

470 413

도 로
이화동 벽화마을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5건

606 491

도 시 계 획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용역 등 7건

1,710 1,707

상 하 수 도
구의정수장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사후평가용역 등 4건

363 351

소 방 
4호선 총신대입구역 등 8개역 노후 
제연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건

276 275

전 기 통 신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조성 전기공사 
설계용역 등 12건

2,435 2,352

정 밀 진 단
어린이대공원 소형건축물(8개동) 
정밀점검용역 등 6건

274 250

조 경
2020년 노량진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78건

3,027 2,737

지 하 철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전,중,후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5건

2,861 2,859

하 천
2020년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등 5건

1,597 1,578

기 타
2020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0건

967 836

 계 156건 19,986 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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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0년 120~122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7.~1.10. 2.1. 3.13. 3.16.~3.20. 5.9.~5.19. 6.5.

3.16.~3.20. 4.11. 6.5. 6.8.~6.11. 7.18.~7.28. 8.14.

6.9.~6.12. 7.4. 8.28. 8.31.~9.3. 10.17.~10.27. 11.13.

< 2020년 제67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3.10.~3.13. 4.5. 4.10. 4.13.~4.17. 6.13.~6.28. 7.10.
7.17.

< 2020년 제1~3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2.25.~2.28. 3.22. 4.3. 4.6.~4.9. 5.9.~5.24. 6.12.
6.26.

5.12.~5.15. 6.6. 6.26. 6.29.~7.2. 7.25.~8.9. 8.28.
9.11.

7.28.~7.31. 8.22. 9.11. 9.14.~9.17. 10.17.~11.1. 11.13.
11.27.

< 2020년 제1~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1.14.~1.17. 2.9.~2.15. 2.28. 3.2.~3.5. 4.4.~
4.24.

4.29.
5.8.

3.24.~3.27. 4.19.~4.25. 5.8. 5.11.~5.14. 6.13.~
6.28.

7.10.~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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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04514)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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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 용어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한 국가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 전략을 제시

하는 법정계획이며, 환경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

으로 분야별 환경계획, 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환경

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1987년 제1차 국가환경종합

계획을 시작으로 2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실천하였

으며, 2018년 제정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제5차 국토종합

계획(2020-2040)과 계획기간과 내용이 연계되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수립되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를 비전으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 환경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경제·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간 환경 전략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며, 환경-국토

계획의 연계, 중앙-지방계획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 

환경-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한 5대 전략으로는 1)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구조 개편, 2) 

국토-환경 연결성 강화, 3)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

탄소 국토환경 조성, 4)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 5)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환류

체계도 강화하여 두 계획 간에 수직적-수평적 연계를 

강화하였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59호), www.krihs.re.kr]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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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