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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럼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시대의 공동주택 전기설비 건설환경


신 석 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일이엔지 부사장

1. 서언(메가트렌드에서 건설환경)
메가트렌드(Megatrend)는 시대의 거대한 조류(흐름) 또는 추세이다. 최근 세계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인구문제, 저성장 및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1)이라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기술적 진보 등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경제의 제로에너지 건물,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장수명
주택 건설, 일본의 단카이(團塊)세대와 비유되는 에코 베이비부머 이후의 슬럼화 될 주택의 공실률
등 엄습하는 문제들과 스마트시티를 선두로 4차 산업혁명의 진입은 일반인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의 도래는 국가시스템, 산업, 사회, 교육, 삶의 질 등 전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향후 건설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의 요구와 저성장이라는 위축된 환경을 공존
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산업의 마이너스 성장과 레드오션의 건설
환경 문제를 그 동안의 확장적 산업에서 기술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선순환, 연착륙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표 1] 메가트렌드와 건설환경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메가트렌드 개요

건설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2010년까지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을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온실가스 배출원 축소를 위한 제로 에너지주택
건설과 경제성의 부각

미세먼지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인체에 유해한 입자성
물질 경감을 위해 WHO 가이드 라인 제시

도심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디젤 자동차
에서 전기자동차 시대 진입에 따른 지방과 같아진
도심 대기환경으로 도심밀집화 시대 도래

저성장
시대

선진국형의 경제규모가 2% 이하의 성장률로
비유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의
지속적 저하

경제성 악화로 재건축에서 선진국형 리모델링
추진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축물 시공의 필요성

인구문제

전쟁이 있었던 나라에만 존재하는 베이비부머와
사이클에 의한 에코 베이비부머, 그 이후의
인구 동향과 주택문제

일본의 단카이 세대와 비유되는 에코 베이비부머
이후의 슬럼화 될 주택의 공실률 문제로 건설산업
성장 위축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기반 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IoT,
Big-Data, Cloud, AI, 로봇 등이 융합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기술요소를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
절약과 융합, 정보 전달 관로설비 인프라 구축
필요

1) 4차 산업혁명 : 기존의 증기기관(1차), 전기(2차), 인터넷 기반 지식정보 산업혁명(3차)과 비교하여 IoT, Big-Data, Cloud, AI, 로봇 등을
활용해 영역과 경계를 초월하여 융합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초지능화(Super Intelligence) 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의 한 연구자의 인터뷰 내용처럼 “quicker than people thought” 즉 일반인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크게 영향(Impact)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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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가트렌드 건설환경에 대비한 공동주택(APT) 전기설비 환경
2.1 리모델링이 가능한 장수명주택 시공의 필연성과 전기설비의 4차 산업혁명과 융합
우리의 건설 문화는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여 왔으나, 과거 고성장과 이로 인한 부의 축적 대상
으로 신축 또는 철거 후 재건축을 전제로 하는 건설에 집착하여 왔으며,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부의
축적 아이콘으로 지금도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저성장 시대와 에코 베이비부머 이후의 세대를 고려할 때 재건축은 경제성이 없어
지므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장수명 주택 시공은 필연적이다. 특히 서울의 베드타운(Bed
town)이 대부분인 수도권의 공동주택은 더욱더 빨리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일본의 공실률이
13%로 빈집 증가는 우범화 등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의 현실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1)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문제인 전기·기계설비의 재사용하지 못하는 매립 배관·배선의 해결 방법
으로 2011년 설계부터 리모델링 도래 시 천장 노출배관이 가능한 구조인 층고를 2,800㎜로
상향 조정, 4차 산업혁명 이행을 위한 정보전달 관로설비 인프라 구축
경제, 사회, 자연환경의 변화 및 베이비부머와 같은 인구문제 등이 복합된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재건축의 경제성이 없어져 유럽과 같이 신축하면 최소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주택(공동주택
구조의 설계수명은 50년에 안전율 200%로 100년이다)으로 최소 한 번 이상 리모델링이 검토되며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이후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30년 이상 도래된 APT가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는 전기·기계설비의 재사용하지 못하는 매립 배관, 배선의 문제가
대두 된다. 따라서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신축APT 300세대 이상의 설계조건은 국토교통부 주택
성능등급의 EPI(Energy Performance Index) 점수 기준을 65점 이상으로 하였고, 천정 높이를
2,800㎜(1998년 200만호 주택건설 당시의 층고 2,400㎜)로 높여 전기·기계설비의 배관 및 배선
문제를 천장 노출배관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 리모델링과 4차 산업혁명 이행을 위한 정보전달 관로
설비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고 있다.

[그림 1] 라멘구조에 의한 장수명주택 평면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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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공공주택의 경우 EPI점수 기준을 86점 이상으로 하여 라멘(기둥식)구조 유도로 실내
가변성과 단열구조를 개선한 장수명 주택건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경제성 때문에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EPI점수 기준 65점
이상과 천정 높이만 2,800㎜로 높임에 따라 천정형 에어컨의 설치만 가능해졌다. 공동주택에서 서울의
EPI 점수 21점의 상승은 건축공사비의 약 20% 상승을 가져오며 가변 벽체설치에 따른 전기·기계
설비의 시공방법 변화를 가져왔다.
가변성의 라멘(기둥식) 구조와 리모델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실의 EPS와 PD를 연결 가능한
구조인 세대 내 입구에 세대 EPS와 세대 열교환기 설치 즉, 리모델링이 가능한 장수명 주택을 요구
하고 있다.

2.2 에너지경제와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절감’ 전기설비시스템 구축
(1) 장수명 주택건설에 따른 전기설비 배관·배선시스템 개선
리모델링이 가능한 배선설계의 현안은 배선방법이다.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벽체식 아파트에서 전등은
천장매립배관, 전열은 바닥매립배관으로 하고 세대분전반의 분기회로 구성도 전등과 전열회로로 분리
하여 구성되었다.
그러나 라멘구조의 장수명 아파트는 기둥과 경량자재로 이루어지며 리모델링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천장 노출배선으로 설계하고 경제성을 추구하여 분기회로의 구성은 전등·전열 구별 없이 실별 구성
(예시. 세대 분전반의 회로 구성이 큰방 1회로, 작은방 1회로, 주방 2회로, 에어컨 1회로 등으로
구성)으로 설계되고 있다. 물론 신규 건설현장에서 그동안 익숙하게 시공하였던 천장 매립 배관으로
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다만 리모델링을 할 때 노출배관이 가능하면 될 것이다.

[그림 2] 전선관과 케이블의 매립 범위 비교

참고로 경량벽체의 배선 공사는 배관용 홈파기와 마감이 가장 큰 문제이며 케이블 시공을 권장한다.
케이블은 자체의 보호재인 시이즈(sheathed cable, 피복 외장 케이블)가 있어 관로재인 전선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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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에 넣지 않고 자체 노출 시설이 가능하여 최근의 장수명 주택이나 리모델링 시장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케이블공사를 하면 장수명 주택의 경량 벽체에 매립할 경우 기존의 배관공사에 비하여
매립 면적이 상기의 [그림 2]와 같이 약 15%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전설비는 고정설비로서 변압기 등의 기기에 비하여 수명도 길고 변경이 어렵다. 따라서 적정한
배선규격의 산정은 전기설비의 기반시설이며 사용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선의 규격을 결정한다면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배선설계가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수명 주택의 경우 천장을 이용한 배선 공사의 설계와 기후변화협약의
적용은 화석연료 사용의 제한으로 전전화(全電化, All-電化, All-Electrification) 주택의 도입에 대비한
전력계통의 구성, 직류전원공급에 대비한 직류배전계통 등은 계속 회자될 것이다.

(2) 무부하손실을 고려한 변전설비시스템의 에너지손실 저감
- 변압기의 표준소비효율변압기 선정과 변전설비의 시스템적 부하율 관리 필요
변압기용량의 적정 산정으로 고효율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하율에서 고효율 운전은 필수적이다. 변압기
용량이 크면 철심의 무부하손실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변압기는 적정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변압기는 정지형 유도기기로서 용량에 민감하지 않으며 건축물에 적용되는 몰드변압기는 권선이
굵어 과부하내량이 크다. 몰드 변압기는 과부하 특성이 우수하여 짧은 시간 동안의 변압기 용량
부족에 대한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여름철 냉방용 피크 부하에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다. 즉, 1,000kVA 변압기에 1,300kVA의 부하가 8시간 이내로 걸리거나 잠깐 2,000kVA가 걸린다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500kVA 변압기의 경우 상시에 350∼400kVA가 사용되고
있어 심야시간을 고려하여 부하율 60% 정도로 된다면 최적의 안정적 효율 운전이다.

1) 고효율변압기 선정 - 50% 부하에서 고효율조건을 만족시키는 표준소비효율변압기 적용은 필수
낮은 부하율에서 고효율 조건을 만족시키는 변압기는 철심의 특성이 우수하고 코어가 크므로 고가
이다. 방재용 변압기로서 가장 견고하고 일반적인 에폭시 몰드 변압기는 부하율 50% 미만에서
고효율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경제성이 없어 제작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표준소비효율변압기는 50%에서 고효율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고효율변압기이다. 다만
부하율 30%∼40% 정도에서 아몰퍼스 코어 변압기(Amorphous core transformer)를 적용하면
고효율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 최근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적용하고 있다.
변압기 손실은 부하전류의 대소에 관계없는 무부하손(No-load loss)과 부하전류에 관계하는 부하손
(Load loss)이 있다. 무부하손은 철심 중의 히스테리시스손(Hysteresis loss)과 와류손(Eddy
current loss)으로 철손(Iron loss, core loss)이 대부분이며 부하손은 부하전류에 의한 권선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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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손(Resistance loss)으로 동손(Copper loss)이 대부분이다. 변압기의 효율은 [그림 3]과 같이
부하율에 관계없이 일정한 무부하손과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하는 부하손이 같을 때 최고 효율이
된다. 임의의 출력에 있어 효율은 다음과 같다.

출력
출력 
     × 
입력 출력   부하손   무부하손 

2) 최근 사용량의 증가 없이 설비용량의 증대로 변전설비의 시스템적 부하율 관리 필요
온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길어진 여름철 피크 부하(Peak load)와 전기자동차 시대에 대비한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 사용량의 증가 없이 설비용량의 약 30% 증대로
부하율 하락에 따른 변전설비의 시스템적 부하율 관리가 필연적이며, 변압기 뱅크구분을 [그림 4]와
같이 전등․전열용과 동력용 구분 없이 동일용량의 복수(2대, 4대 등) 뱅크로 구성하여, 변압기 사고
시 예비 운전(몰드TR의 과부하 운전 가능) 및 계절부하에 의한 대수운전제어로 효율운전이 가능
하게 한다.

[그림 3] 변압기의 효율

[그림 4] 전환가능 단일모선방식 예

또한 기존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 뱅크별 부하용량의 안배이다. 3상 변압기는 이미 3상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변압기이므로 전등․전열용과 동력용 변압기를 구분 없이 사용하여도 된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고정 관념으로 변압기 뱅크를 전등․전열용과 동력용 변압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여름철 냉방부하에 의하여 전등․전열용은 용량이 부족한 반면 동력용 변압기는 부하율 2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전등․전열용 부하를 동력용 변압기로 일부 옮기면 계절별, 사용 시간대별
부하를 안배하여 변압기의 적정 사용과 부하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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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위 동력부하용량이 변압기 용량의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대수 제어(operating
number control)를 고려한 보호기기 정정을 하여야 한다. 제5의 에너지는 에너지효율(절약)이며
변압기는 건축물에서 가장 용량이 큰 전기기기로서 변압기의 효율 향상이 최고의 에너지절약이다.
대부분 APT의 변압기 부하율이 20% 이하인 것을 감안하여 실제 사용량을 고려한 변압기를 1/2
로 대수 제어를 한다면 과설계에 따른 무부하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수천 개의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5. 결언
우리의 건설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의 요구와 저성장이라는 위축된 환경을 공존하게 될
것이다. 메가트렌드 건설환경에 대비한 공동주택(APT) 전기설비 환경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장수명 주택
시공의 필연성과 전기설비의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기반구조(infra structure)로 전기·기계설비의 재사용하지 못하는 매립 배관·배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층고를 2,80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리모델링 시 천장 노출배관이 가능하게
되었고, IoT 등의 영역과 경계를 초월한 융복합화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을 실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서 배선시스템이 가능한 구조에서 전기·기계설비의 예상되는 배관 슬리브의 설계와
시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전기설비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2개의 축은 전기설비의 효율 운전이 가능한 구조와 직·교류
변환장치에서 발생하는 변환손실이다. 전자는 50% 부하에서 고효율 조건을 만족시키는 표준소비효율
변압기 적용과 온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길어진 여름철 피크 부하와 전기자동차 시대에 대비한
전기저장장치(ESS) 등 사용량의 증가 없이 설비용량의 증대로 부하율 하락에 따른 변전설비의 시스템적
부하율 관리가 최우선적이다. 그리고 후자인 직·교류변환장치에서 발생하는 변환손실은 직류배전계통의
구성으로 정책적인 시행이 예상된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20∼30년을 수명으로 하는 전기설비를 건물과 함께 수명을 기다리는 연명을
위한 유지관리에서 에너지 효율과 안전을 고려한 과감한 교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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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정보
SH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SH공사

심사는 1, 2차로 진행되며 1차 심사를 통해 시상
작품 34개 선정 후, 이 중 우수작 17개 작품은

사업참여, 창업지원 등 특전

제안자의 공개 발표를 통한 2차 심사를 거쳐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축자산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공간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20일 대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작 등 결과를
발표한다.

것을 주제로 『제6회 SH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을
진행한다.

SH공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내 건축자산을

SH공사는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건축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를 공급
하고 지역재생에도 기여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추가 발굴하고, 건축자산의 가치를 보호·강화하면서
지역과 연계·소통이 가능한 창의적인 활용계획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

찾기 위해서 ‘건축자산을 활용한 공간복지 모델’을
올해 공모전 주제로 선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연구원 홈페이지(http://shuri.
i-sh.co.kr)의 ‘제6회 SH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에

공모전은 스튜디오 부문(사전선정)과 일반공모

게시된 공모지침과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하고, 부문별 17개 팀(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02)3410-8508〕

개인), 총 34개 팀을 선정해 예년보다 수상자
수를 늘리고 대상 500만 원을 비롯해 총 2,8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상금

서울시, 지자체 최초 외벽·창호 등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범 보급

외 별도 작품집과 공개 전시 기회도 주어진다.
최고상인 대상 및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외벽, 창호, 지붕, 커튼월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그램’에 참여

등 기존에 태양광 설치가 어려웠던 건물 외부

하는 기회와 SH공사의 창업지원 특전이 제공된다.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공모전 참가신청은 6월 12일(금)까지 SH공사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보급에 나선다.

도시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모

서울시는 민간 건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

대상은 국내외 건축, 도시설계, 조경, 사회적 경제

시 보조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등 관련 분야 및 주제에 관심 있는 청년으로 현재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1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 후 5년

시범사업은 2022년까지 태양광을 1GW(1,000㎿)로

이내인 경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공모전 주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워크숍은

하나로 추진한다.

1, 2차로 진행된다. 1차 워크숍은 오는 4월 3일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 신기술형, 디자인형, 일반형

13:30부터 세운상가 내 세운홀에서 건축자산에

등 모집분야를 다양화해 태양광 분야 신기술 개발을

대한 이해와 공모전 관련 질의·응답으로 진행 예

유도하고 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 등을 연구·분석,

정이고, 2차 워크숍은 4월 24일 13:30부터 세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서울시 주요 태양광 사업의

운상가 내 SE:CLOUD 창의마당에서 청년건축가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집담회로 공모전 특전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자 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다.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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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해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서울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
실험 공모…최대 1억 원 지원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소비 중심에서

개선 효과도 있다.
또 태양광 기술과 건축 기술이 융‧복합돼야 하는

생산 도시로 전환을 위한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

첨단 산업으로 독일, 미국 같은 태양전지 선진국에서도

전환랩 실험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으로 모집한다고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다. 서울시는

밝혔다. 자원 순환(자원 저이용, 재사용, 재활용 등),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민간보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먹거리, 친환경 에너지 등 탈탄소사회로 이행을

관련 산업 성장과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마중물

위하여 전환적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에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시민의 아이디어와 실행력, 산학(産學)의 기술력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정보, 시의 재정 지원으로 지역 거점의 순환 경제

참여자를 2.26.(수)~3.20.(금) 모집했다.

모델을 만들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건물 외벽에 설치해 고도의

있는 서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공정한 외부 심사를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 7월 ‘팹 시티 파리

거쳐 참여업체 적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증할

정상회의’에서 ‘팹 시티 서울’을 선언한 이후 지속

계획이다. 3월 말까지 선정해 4월부터 사업에

가능한 생태환경 도시, 순환경제 도시, 공유 도시

들어가 연내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향후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다.

효과를 분석해 보급을 확대한다.

팹 시티(Fab City)는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원 우선순위는 ①신기술형 ②디자인형 ③일반형

기술, 지식, 정보 등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하며

순이며 지원금도 해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①신기술형은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를 말하며 용량기준으로 30㎾ 이하까지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②디자인형은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적용
형태를 의미하며 용량기준으로 80㎾ 이하까지,
금액기준으로는 최대 6백만 원/㎾ 범위 내에서
(입면형 70%, 지붕형 35%까지) 지원한다. ③일반형은
디자인형 및 신기술형을 제외한 형태다. 용량기준
으로 20㎾ 이하까지, 금액기준으로는 최대 3백
만원/㎾ 범위 내에서(입면형 70%, 지붕형 35%
까지) 지원한다.
한편, 시는 서울형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 전문가와 태양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제 운동이다. 2014년 바로셀로나 시 정부는
2054년까지 농업, 에너지, 제조업 분야에서 최소
50%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바로셀로나와 파리를
중심으로 본격 진행 중이다.
파리에서는 버려진 옷을 벽돌로 만든다. 건축가는
특수 접착 풀과 제작 기계를 개발하여 수거된
옷을 벽돌로 만들어 유명 디자이너 매장에 파티션
이나 매대로 활용된다. 실외 건축 자재로도 개발
중에 있다. 매립과 소각에서 생기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풀을 만들고 새로운 기계를 다루는 일자리가
생긴 혜택을 파리 시민이 보고 있다.
바로셀로나의 한 제작자(메이커)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566〕

위해 미니 휴대용 정수 필터(Open Mini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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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를 개발했다. 필터를 생수 병에 꽂기만 하면

단체 또는 기업이 3월 23일(월)부터 31일(화)까지

된다. 아마존에서 한 개를 사면 한 개는 빈곤층에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을

기부된다.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여 다른 기술자,

활용하여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디자이너 등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이번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한 실험의 모든 과정과

개선하고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있다. 그 덕분에

결과물은 서울시 공유허브(http://sharehub.kr/)

아프리카 아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사이트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된

수 있다.

자료는 오픈소스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시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표를 공유하기

할 수 있다.

위해 ▴지역 가용 자원의 효율적 공유, ▴기술과

또한, 연말 최종 성과 발표회를 열어 가치 있는

데이터의 활용, ▴실험 전 과정 기록, ▴실험 자료

성과를 낸 실험은 시상하고, 확산력이 커 지속적인

(오픈소스) 공개 등 실험 실행의 7대 원칙을 정하고

실험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이를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에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생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삶의 생활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도시, 순환경제

방식과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도시,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9년 7월

대해 지역 문제 발굴 및 분석, 지역 자원 관련

전환도시담당관을 신설하고, 2020년에는 ‘2019년

데이터 수집, 연구 및 실행 인력 구성, 문제 해결에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 선언에 따른 이행

기술과 데이터 활용 방안 등 사업 계획을 중점적

계획 마련, 도시 전환을 위한 정책 협업 실험

으로 평가하여 4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서울 솔루션즈’ 운영, ‘공유 서울 3기 기본계획

시는 선정된 단체 또는 기업의 역량을 보다 꼼꼼히
살피기 위해 사업자 선정 후 2개월의 ‘선행 연구’를

수립’ 등 다양한 도시 전환을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거쳐 실행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환도시담당관 (02)2133-7986〕

선행연구 기간에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험
기간에는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실험을 직접

서울시, 23개 유수지 악취 줄이고
환경 살린다

해보고 ▴소규모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까지
하게 된다.

서울시는 도심 내 악취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을

보조금은 사업 계획을 평가하여 프로젝트당 최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52개의

1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총 5억 원의

유수지 중 악취에 취약 유수지 23곳을 선정, 악취를

예산으로 5~8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한다는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다.

계획이다. 실험 규모, 도시 전환 기여도 등을 평가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은 2020년 3월에

하여 선행 연구에 2천만 원, 실험 실행에 8천만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준공예정이며, 유수지

원까지 지원한다.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 대상지는 16개구 23개소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825,432㎡)로 용역 결과에 따라 유수지별 악취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저감 대책 수립 및 시설물 개선 방안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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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제거하는 물재생센터 현대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

서울시는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을

이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생산

계기로 용역이 완료되면 도수로 덮개, 활성탄 장치

-보급-수질관리-개선 등 전 과정에 대한 세밀한

설치 등을 통해 도심에서의 유수지 악취를 해결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공법 도입 등을 통한 에너지

나갈 계획이다.

생산방안 등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물을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02)2133-3873〕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자연형 물순환 체계에 일조하고 하천

서울시, 2040 목표 신정책방향 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정비 착수

건천화 방지, 효과적인 하수관로 운영 등을 고려한
분산형 물재생센터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적용성도
검토하며 문화, 힐링, 여가 및 체험 공간으로서

서울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장기종합계획인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작업을

물재생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전략도 구상할 계획이다.
둘째, 하수관로 분야는 정화조 없는 하수도 구현,

본격적으로 착수해 오는 2022년 1월까지 계획

스마트 기술 활용 기준, 그린 인프라 확대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60년간 하수도 보급률 100%의

및 시설물의 장수명화·하수 이송기능 강화, 노후,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생활하수 등 하루

불량에 따른 도로함몰·침수·악취 등 문제 해소방안이

498만 톤을 하수관로(약 1만 700여㎞)를 통해

포함된다.
정화조 없이 처리가 가능한 하수도를 구현하기

물재생센터로 이송하여 하수를 전량 처리할 수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강우 시 오염된 하수가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하천오염, 수해, 악취

하천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전량 처리할 수

등 도시 안전·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있는 하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화조 폐쇄 시

따라 2019년 1월부터 하수도 및 유관분야 전문가,

관로 내 하수정체 등에 의한 악취발생 여지를

시민 등 134인으로 구성된 ‘하수도 정책포럼’을

감안한 시설개선 전략과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할

운영하였으며 총 63회 회의개최를 통한 집중 논의

예정이다.

끝에 기본계획에서 우선 검토해야 할 주요 과제를

스마트 기술 활용방안도 보다 구체화 되는데

도출하였다. 이를 반영 한 기본계획은 크게 2가지로

시설물 운영 현황 감시 및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재생센터(하수처리

상태점검을 시행함으로써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시설) 분야이며 두 번째는 하수관로 분야다.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사전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첫째, 물재생센터 분야는 하천에 녹조를 유발

관련기준을 마련한다.

하는 오염물질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체계적인

또한, 하수도 사업 시 민간-공공 협력을 통한

하수 재이용·에너지 생산·친환경 자원 활용 방안,

그린 인프라 확대계획 및 시설물의 장수명화, 하수

분산형 물재생센터 운영,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송 기능강화를 도모하고 노후·불량에 따른 도로

하수처리수를 하천방류 수질기준 BOD 10㎎/L

함몰, 침수, 악취 등 시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다 더 강화한 3㎎/L 이하로 처리·배출해 깨끗한

실질적 대안도 강구한다.

수질을 유지하고 녹조를 유발하는 인, 질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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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2040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에 담아 2022년 1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확보된 공간에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확충해

목표한 단계별 계획을 완성시켜 수질, 악취, 안전

보행자가 최우선되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 쉼터

등 복합적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환경의 선도 시설로

조성, 횡단보도 설치, 노상주차장 제거, 일방통행,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속도제한 등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02)2133-3788〕

개선도 동시에 이뤄졌다.
법정 최소 유효 보도 폭(2m)조차 확보되지 않았던

서울시,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로 서울광장
7.8배 보행 공간 생겼다…올해 8개소

열악한 보행로 확장부터 바자회·주민자치행사를
열 수 있는 넓은 보행 공간 조성까지 다양한 주민
목소리가 반영됐다.

시민 일상과 가까운 동네 도로의 차로를 줄여

예컨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아파트 단지

보행공간으로 만드는 서울시 ‘생활권 도로 공간

인근의 도로지만 평소 좁은 보행로로 불편했던

재편사업’으로 약 5만㎡의 보행공간이 새롭게

‘구로구 구일로10길’은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고

생겨났다. 서울광장(6,449㎡)의 7.8배에 이르는

보행로를 확장했다(6~8m→8~15m). 좁은 이면

규모다.

도로를 주차차량이 가로막고 있던 ‘종로구 율곡로

서울시는 ‘생활권 도로 공간 재편사업’을 통해

4길’은 주차면을 없애고 보도를 신설했다.

지난 4년 간(2016~2019) 이태원 앤틱가구거리를

서울시는 올해도 2호선 신림역 인근의 관천로

비롯해 50개 생활권 도로(22개 자치구)가 보행

(관악구), 도심 청계천로(중구) 등 생활권 도로

친화공간으로 변신했다고 밝혔다.

8개소에서 ‘생활권 도로 공간 재편사업’을 벌인다.

‘생활권 도로 공간 재편사업’은 생활권 밀접지역의
보행공간을 확장하고 보행안전·편의시설을 확충해

5월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설계와 공사에 들어간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중심으로 혁신하는

8개소는 ▴관악구 관천로(850m) ▴구로구 새말로

사업이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9길(300m) ▴노원구 덕릉로79길(205m) ▴도봉구

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행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해등로4길(340m) ▴성북구 동소문로13길(250m)

시는 도심권(퇴계로, 연세로 등)과 부도심권(석촌

▴송파구 올림픽로4길(550m) ▴은평구 연서로9길

호수로 등) 중심의 도로 공간 재편을 2016년부터

(370m) ▴중구 청계천로(650m)이다.
관악구 관천로(봉림교~우방아파트 구간)는 폭

생활권까지 확대해 ‘걷는 도시 서울’의 체감도를

20~30m의 왕복 4~5차로를 왕복 2~3차로로

높이고 있다.
사고감소, 경제 활성화 같이 도로 공간 재편으로

축소하고 보행 공간을 확장해 지역문화행사 등을

인한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위한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점포 앞 불법

도로 공간 재편 후 교통사고가 평균 29% 감소한

적치물과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단절됐던 보행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동선을 확보하고, 조경시설 설치, 친환경 도로포장,

도로 공간 재편 등 보행환경개선의 효과로 유동

주차 재구획,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인구가 25.7%, 매출액은 평균 8.6% 상승한 것으로

한편, 서울시는 2013년 ‘보행친화도시 비전’을
발표하고 차량 중심이었던 교통 패러다임을 사람

나타났다.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차도를 축소하고 이렇게

중심으로 변화시켜 오고 있다. 자전거 등 친환경

- 12 -

녹색교통시설 확충, 자동차 운행관리를 위한 자동차

에서 함께 참여했다.

통행관리시스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친환경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 타운’은 주민이 에너지

교통수단 활성화, 교통수요관리 같은 교통 환경

생산 및 절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로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02)2133-2417〕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2) 도입 ▴태양광
공동 발전소 구축 ▴실시간 에너지 통합 플랫폼

서울시, 세곡동-탄천 잇는 100m 길이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보행·자전거교…2021년 2월 완공

마곡지구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높은 에너지

세곡동과 탄천을 바로 이어주는 보행교량이

효율 등급이 적용된 공동 주택, 업무용 빌딩 등이

2021년 2월 개통 예정으로 하천이용 시민들의

밀집되어 있어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보행이 한결 수월해진다.

효율화·최적화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평가받아 왔다.

서울시(강남구)는 3월 초순 세곡동과 탄천을

시는 지난 2017년 발표한 ‘태양의 도시, 서울’

연결하는 폭 6m 연장 100m 규모의 보행로 및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마곡지구를 에너지

자전거도로 교량 설치공사를 시행한다.

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

설치 전에는 세곡동에서 탄천(우안)으로 접근이
단절돼 세곡천 보행로를 따라 탄천 대왕교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시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무단횡단 2회 등 약 400m를 우회하여야 하는

서울시는 우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으나 탄천우안으로 직결하는

동참하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교량을 신설하여 무단횡단 방지 및 접근거리를

수 있는 수요반응(DR) 서비스를 도입한다. 수요

단축(400m→150m)하고 접근환경 개선을 통해

반응(DR) 서비스는 마곡지구 14개 단지의 가구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여가활동 확대에 기여할 것

형태, 전기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여 1,000세대를

으로 기대된다.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각 세대 별로 설치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02)2133-3886〕

IoT 스마트계량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서울시, 주민참여형 ‘마곡지구 플러스

전기 사용량, 예상 전기요금, 에너지 절약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 미션을 달성

에너지 타운’ 조성

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마곡지구에 주민 참여형 ‘플러스에너지

또한, 마곡지구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타운’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위하여 서울시, 민간기업, 에너지 협동조합, 주민이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함께 구축·운영하는 태양광 공동 발전소를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다. 마곡지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구축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공동

예정인 태양광 공동 발전소는 시설규모 약 1㎿

으로 기획·발굴했으며 에너지 통합플랫폼 구축과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업

2)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 전력 사용량이 많은 낮 피크
시간대에 사용자가 소비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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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연간 발전 수익금은 약 2억 원에 이를

등을 수행한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익금은 공동 발전소 건설에

또, 합리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발주, 기획,

참여한 주민에게 참여 지분에 따라 배당하고 에너지

디자인, 유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비

절약을 실천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지급 및 지역

5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에 대한

장학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지원한다. DB구축,

태양광 공동 발전소의 모든 운영 데이터와 지역

관계자 교육 등도 수행한다.

주민별 소비 데이터는 에너지 통합 플랫폼에서

특히, 그동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전담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마곡지구 에너지 효율화를

했던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서울시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현황에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지역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주민 간 잉여 전력을 거래하는 소규모 전력거래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모델 개발과 가상 발전소 구축을 위한 기초 정보로

이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사용된다.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관리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

최적화, 발전 수익성 분석, 에너지 정책 수립 등

서비스산업 진흥법｣(2018.12.18. 개정, 2019.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2.9. 시행)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올해 3월말까지 업무

(2019.1.15. 개정, 2020.1.16. 시행)에 따른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는 본 사업에 착수하여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센터를 지정해

올 연말까지 ‘플러스에너지 타운’을 조성한다는

가동하게 됐다.

계획이다.

개정법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559〕

‘건축기획’ 업무를 의무 수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02)2071-3813〕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은 설계비 2.1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됐다.

서울시, 공공건축물 품질 높인다…
지자체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서울시가 미술관, 복지관, 체육센터 같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최초의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
센터’를 이 달부터 운영한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내 설치됐다.

▴이렇게 확대·강화된 기획·검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조항도 신설됐다. 또, 건축기획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의 건축
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심의는 설계
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적정성,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 지침서 및 과업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

내용서의 적정성 등이 대상이다.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초기 단계인
‘건축기획’ 분야를 전담한다. 시, 자치구, 사업소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한편, 서울시 각 사업부서, 자치구, 산하기관은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검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발주방식·디자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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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 (02)2133-7624〕

서울시, 목동유수지, 목동운동장 일대

사업 대상지 9개소를 선정하고 거점별 기본구상
수립을 진행하던 중 양천구의 적극적인 지역발전

25만㎡ 개발방향 마련

방안 마련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번 용역을 추진

서울시가 목동 지역중심 내에 위치한 목동유수지,
목동운동장 일대 25만 1,877㎡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하게 되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단계별 실행계획과
계획주체(서울시, 양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간의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전문육성공간
으로 조성하고 목동운동장 일대는 스포츠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성공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7일(화)부터 9일
(목)까지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

이를 위해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생애
주기별 지원 인프라를 집약해 스타트업 육성 거점

seoul.go.kr/시정소식/입찰공고), 나라장터(www.g2b.
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으로 개발한다. 또, 목동운동장은 스포츠 의과학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02)2133-1536〕

센터 건립, 스포츠 테마형 종합문화공간, 익스트림
스포츠파크 등 건강·스포츠 산업클러스터로 조성
한다는 계획이다. 목동운동장은 시설 노후화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목동유수지, 목동운동장 일대는 지하철 5호선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오목교역, 안양천로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접근성이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용이한 지역임에도 목동 지역중심내의 판매·업무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기능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 또 지역 활성화의

발표했다.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방송·통신 시설과

그 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계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낙후시설을

법정3) 소요 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활용한 벤처기업 육성과 문화허브로 성장할 수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있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미래 서남권의 핵심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또한, 서울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불공정 사례4)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제고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및 도시, 산업경제,

이에 시는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동유수지,
목동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하며 목동유수지 일대 등 권역별 선도

첫째,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3)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 원도급사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
4) 경미한 불공정 사례 : 2018년 357건 중 176건(49.3%), 2019년
963건 중 527건(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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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
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되어 타 용도로 인출(사용)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둘째,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하여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
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2019년에는 65%
였던 것을 2020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
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시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
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02)2133-8122〕

서울시, 국회대로 상습정체 해소 ‘서울
제물포터널’ 2021년 4월 개통

신월IC와 여의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서울제물포
터널은 서울 도심교통의 핵심축인 올림픽대로와도
연결되어 서남권의 동서교통축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총연장 7.55㎞
중 순수 터널 구간만 6.82㎞의 도심지 장대터널로
지상부의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지 않고 발파·굴착
등으로 터널을 뚫고 벽에 콘크리트를 뿌려 굳히는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공법
으로 안전하게 시공했다.
또한, 소음과 진동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준치(발파 시 소음 75㏈,
진동 0.3㎝/sec) 이하로 발파 작업을 진행하였다.
공사 현장 주변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찰하였다.
또, 소음진동을 외부전문가가 직접 점검하고 터널
발파 시 지역주민이 참관하도록 하였다.
신월IC를 시작으로 여의대로(마포대교 방향)와
올림픽대로(잠실 방향)를 출구로 하여 서남권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지하터널로 정차 없이 통행료가
자동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이

서울시는 국회대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

도입되는 유료도로이다. 왕복 4차로가 지하로 건설

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국회대로(舊

되며 부대시설은 영업 관리소 1개소, 공기정화시설

제물포로)를 지하화 하는 서울제물포터널(6.82㎞)

7개소가 설치된다.
지난 2015년 10월 착공한지 4년 5개월 만에

전 구간을 첫 삽을 뜬지 53개월 만에 관통했다고
밝혔다.

터널 전 구간이 연결되었으며 터널구간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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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시공이 올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더칠드런은 디자인, 설계, 시공 등 사업 전 과정을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2020년 말까지 순차적

주민과 함께 실행하고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

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21년 1월부터 시운전을

활동을 지원한다.

실시하고 2021년 4월 개통할 예정이다.

그 간 사업대상지는 각 구청에서 개선이 필요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노후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았으나

차량이 서울 중심부인 여의도까지 정체 없이 바로

금년에는 서울시 ‘창의어린이놀이터 시민공모사업’과

진입할 수 있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연계하여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곳을

통행시간이 당초 54분에서 18분으로 36분이나

대상지로 신청 받아 선정하였다.

단축된다.

대상지로 선정된 ‘성동구 도선어린이공원 놀이터’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65〕

인근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다수 위치하여 잠재적
이용수요가 높으며 지역주민의 커뮤니티활동이

서울시, ㈜코오롱 등 4자간 업무협약
(MOU) 체결 통해 어린이 정서함양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은 부족하기에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및 아동의 놀 권리 향상 도모

㈜코오롱과 세이브더칠드런은 다년간 추진해온

서울시가 ㈜코오롱·세이브더칠드런·성동구와 함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놀이터 조성과정에서

‘어린이 놀이터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하고 민관협력사업 최초 시민공모를 통해 성동구

‘놀세이버’라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도선어린이공원 놀이터를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놀세이버’는 놀이프로그램, 아동·주민 디자인워크숍,

밝혔다.

개장식, 놀이한마당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창의어린이놀이터

오는 8월 개장 후에도 놀이터 유지관리에 자발적

재조성 사업’ 중 총 10개소를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로

으로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공원관리를 도모할

개선한 바 있다. 총 28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수 있다.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놀이터 조성 전 과정에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후원한 민간 기업·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단체의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자생력을 갖춘 사업으로 이끌어 냈다.

후원 기업도 발굴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해

㈜코오롱은 2016년부터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나갈 예정이다.

사업비 전액을 후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과 파트너십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7〕

으로 디자인·설계·시공 등 전사적 재능기부 활동도

서울시, 난곡사거리 터널 상부에 혁신적

펼칠 예정이다.
성동구는 지역사회 아동·주민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디자인 ‘공공주택+복합체육시설’
서울시가 관악구 난곡사거리 일대에 개통 예정

성공적인 민관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4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코오롱은 사업비 전액을 후원
하고 디자인, 설계 등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세이브

(2022.6.)인 신림~봉천터널 상부 유휴부지(5,212㎡)에
복합주거시설을 건립한다. 혁신적 디자인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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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공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이 어우러질

근린공원 녹지축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특성을

계획이다.

살려 주변 일대와의 어울림과 소통을 고려해 건축
디자인을 제시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신대방역과 가까운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신혼

‘횡’으로 배치하고, 건물사이 공간을 비워서 기존

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와 남부순환로, 신림근린공원이 ‘종’으로 연결

280호가 들어선다. 바로 옆에는 수영장, 농구장,

되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피트니스실 등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이 4층

주거동은 이웃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규모로 조성돼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 이용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ㅁ’ 형의

할 수 있다.

중정구조로 계획됐다. 고층부는 테라스형으로 배치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개별 동이지만 보행

해 신림근린공원의 전망을 가로막지 않고 개방감도

통로를 통해 연결돼 독립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출

살린다. 복합체육시설 옥상은 가벼운 조깅과 산책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저층부에는 코워킹스페이스,

할 수 있는 트랙과 야외극장, 공연장 등으로 활용

자전거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을 집중 배치해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SH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 (02)3410-7417〕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8만호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02)2133-7065〕

정책의 하나로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
생활SOC 복합모델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도 그 중 하나다.

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온실가스·전기료 동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난곡사거리 행복

서울시가 아파트 공용전기료 절감과 온실가스

주택 및 복합체육시설’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현상

감축이라는 일석이조효과가 있는 ‘승강기 자가발전

설계공모 당선작 <사람과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재탄생(박인영 건축가(건축사사무소SAAI)·원유민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건축가(JYA-RCHITECTS))>을 공개했다. 당선작이

때 모터에서 발생한 전기가 열로 발산돼 버려지지

제시한 콘셉트는 ‘도시 흐름을 이어주다’이다. 전면

않도록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로 에너지

으로는 남부순환로, 신대방역, 후면으로는 신림

소비를 약 15~40%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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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확정(입주자대표회의) → 신청서 제출(자치구
주택과 접수) → 서울시 지원 승인 → 예산교부
→ 설치완료 → 결과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유의
할 점은 승강기에 자가발전 장치가 이전에 설치
돼 있는지 여부를 유지관리업체에 확인해 중복
신청을 예방해야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승강기 자가
발전장치 설치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를 자치구
주택과에 제출하면 자치구 주택과에서는 한전과
지원금 신청서를 공유해 각각 지원금을 공동주택에
서울시는 2018년 76대를 시작으로 작년 한해

계좌이체를 하게 된다.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02)2133-7117〕

총 2,093대를 설치 지원했다. 2,093대가 가동되면
한 대 당 연간 2,897kWh의 전력량을 감축해 1년에
5억 원5) 가량의 공용전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 90개 ‘노후 빗물펌프시설 기술

또 전력사용 감소로 온실가스도 연간 2,093t

진단’…전국 최초 선제적 종합관리

CO2 감축효과가 있다. 이는 15년생 소나무 약
678,000주를 식재하는 것과 맞먹는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9년 상반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한 145개 공동주택(1,502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대당 공용전기료가 월 3~4만 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 한전과 함께 6억 8천만 원을(시:한전
=6:4) 투입, 총 680대 설치를 지원한다. 대당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수선비로 사용한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
부서를 통해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5월
29일(금)까지 모집(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시는 작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에 많은 아파트가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조기 마감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대상은 15층 이상 공동주택이다. 입주자 대표
명의로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별

서울시는 1980년대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설치
하였던 노후화된 빗물펌프장 펌프시설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시비 1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면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기술진단 대상은 25년 이상 된 노후 빗물펌프
시설 90대이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구로구,
성동구 등 한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22개 빗물펌프장
으로 1분당 100톤에서 720톤까지 펌핑할 수 있
는 대형 펌프시설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술진단은 전국 최초로 실시
하는 것으로 소음 및 진동 측정, 비파괴검사(초음파
등으로 균열을 찾는 검사), 양정(물을 퍼 올리는
높이), 유량 측정 및 모터의 절연상태 등 빗물펌프의
안정성·내구성·성능성 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 특히, 서울시는 1980년대 집중 설치된 빗물
펌프, 수문, 스크린 등 수방시설의 교체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이번에 실시하는 빗물펌프시설의
기술진단을 통하여 수방시설의 교체시기를 조절
하는 등 노후화된 수방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 2,897kWh/대 × 88.9원/kWh × 2,093대 = 539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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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02)2133-3882〕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3천만 그루

형성은 노후 경유차 6만 4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 평균 25.6% 저감, 초

나무심기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

미세먼지 평균 40.9% 저감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서울시는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를

기대된다.

펼쳐 지난 5년 간(2014~2018) 서울 전역에 총
2,203개(숲 1,038개소, 정원 1,165개소) 숲과
정원을 조성한 서울시가 2022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향해 순탄한 시작을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 해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는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서울시는 2020년 성과목표를 민관협력 강화를

발표하였다.
특히 작년의 경우 시내 곳곳 자투리땅과 빈 공간에

통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 조기달성으로

한 해 동안에 무려 827만 그루를 심어 연간 목표량

정하고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①도시

500만 그루의 165% 이상 초과 달성하여 나무

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 나무심기로 전략적 대응

심기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 잡아 시민, 시민단체,

강화 ②대규모 생활권·자투리 유휴 공간 활용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등 다양한 녹지 공간 확충 ③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에서는 나무심기의 양적 확대 패러다임에서

나무심기 등 민관협력사업 대폭 확대 ④홍보역량

벗어나 미세먼지, 폭염, 도심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강화를 통한 나무심기 일상화, 나무 심는 사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해법이

공감대 형성이다.
첫째, 도심·생활권역에 다양한 녹화방법을 도입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에

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광장·옥상·벽면

대한 전략적 나무심기 방안을 도입한다.
대표적으로, 나무심기 체계적 기준 확립을 위해

및 교통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미세먼지에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서울시에 적합한

등 지역별·장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녹화방식이

권장 수종 113종 선정과 6개 유형의 숲 조성방안을

추진된다. 움직이는 숲의 경우 2019년에 광화문

시민단체, 전문가와 논의하여 마련(2020년 2월)

광장 등 10개소에 조성하여 “나무식재로 환경이

하였다. 동시에 나무심기 실적 관리 개선을 위해

좋아지고 쾌적해졌다”라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연도·지역별 나무심기 실적의 시각적 정보제공 시스템

얻었다.
둘째, 대규모 공터 및 유휴 공간 활용 등 다양한

(트리맵, Tree-map)을 구축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녹화를 위해 외곽 산림

2020년 11월 중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서울이 당면한

에서 생성되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차단에 효과적인

유도 확산시키도록 하고 한강과 주요 하천의 수변

식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앞으로 서울시

환경에는 적합한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한편 올림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나무심기를 한층 강화할

대로·공개공지 등 유휴부지에는 키 큰 나무, 키

것이라고 밝혔다.

작은 나무, 초화류를 활용한 다층 숲이 조성된다.

3천 만 그루 나무심기로 통한 생활밀착형 ‘도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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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녹화사업과 시민

10일에 통과하여 3월 17일 시행되었다.

참여형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난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64개 기업의 자발적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전체 세대수

참여를 통한 서울시의 대표적 민관협력으로 자리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김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 받은 바 있으며 지속적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

으로 탄소상쇄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

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제한도 완화7)된다.

될 예정이다.

안정적인 사업비8) 조달, 견실한 시공사 선정 및

넷째, 나무심기 시민체감도 향상과 나무 심는

책임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역량을 강화할

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계획이다. 나무심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많은 시민의

또한,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자발적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SNS·블로그·유튜브

평균전세가격의 70%9)까지 지원(3억 원 한도,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나무심기와 관련된 카드
뉴스·웹툰·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원·지하철·버스·따릉이 등 공공시설에 전광판·
조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23〕

연 1.5% 이율)하여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에서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하여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10)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국토부-서울시 맞손, 공공주도 가로

15%(2.51억 원→1.75억 원) 저감되는 것으로

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3월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위해 2019년 12월 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으며 공공성 요건 충족6)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의 한도인 1만㎡를
2만㎡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3월
6) 공공성 요건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사업주체) 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 (확정지분제) 조합원은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이
사업손익 부담
→ 공공이 정비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일반분양 가격의 결정권 확보
- (저렴주택공급)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
대주택(10%) 공급
- (난개발 방지) 지역여건에 부합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1만㎡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하여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는 해당구역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1, 2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7)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의 경우 7층에서 최대 15층
8) (조합단독)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공공참여 및 공
공임대 20% 이상 공급 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융자
9) 공공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70%까지만 이
주비 융자 가능
10) (분석조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세
대수의 20% 공급, 종전자산은 실거래가 기준, 공사단가
460만원/3.3㎡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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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의무화 초기 단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하여 겪는 어려움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인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발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두 달간 찾아가는 1:1 맞춤형(소단위) 설명회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등을 개최,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5월 11일부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서 8월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의 주요

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

등을 담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올해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Q&A 형식으로 구성하여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해소하고자 하였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27개 지자체,

하거나 또는 LH도시정비사업처(055-922-4255),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SH도시재생기획처(02-3410-7347)로 문의하면 된다.

배포했으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044)201-4942〕

에너지공단(www.energy.or.kr), 녹색건축포털 그린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49〕

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관련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한 권으로 보는 제로에너지건축, ‘제로
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콜센터(☏1670-1507, 09:00~18:00)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0〕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02)6362-2024〕

공단은 2020년부터 공공
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발간하였다.

제17조 제7항(2020.3. 공포·시행)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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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절차, 방법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나.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구체화하고자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

실시하는 경우 보고서 내용 축소, 평가내용·

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방법 등을 간소화하고 중복 항목 평가를 배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는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가. 공모주관자는 공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3개월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044)201-3807〕

이상 공고하고 사업신청자는 지침이 정한 사업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4조)
나. 사업계획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하고
전문가 등으로 민간부분사업자 선정심의원회를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숙박시설

통해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안 제5조

및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따른 화재안전

내지 제8조)
다. 사업법인 설립 전 예비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업 법인에 공공부문사업자는

특별조사 결과 취약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건축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할

20퍼센트 이상 출자(안 제9조·제10조)
라.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자 등에게 국가시범
도시 예산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적용 및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법에서
위임한 감리자 지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안 제11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13〕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

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현행 입법예고
(안) 제28조)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일반 숙박시설

국토교통부는 현재 개발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대형 건축물 등이 들어서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포함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교통량 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현행 입법예고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 제12조)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해체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에 따른

대하여는 중복 항목 평가를 제외하고자 「도시교통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 일괄하여 신청할

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현행 입법예고

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안) 제15조)

약식평가 대상이나 교통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

등은 정식평가를 실시

업무를 수행하고, 상주감리 대상 해체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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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6〕

사업관리 실적을 공공분야 입찰 시에 인정받을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수 있도록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국토교통부는 교량점검시설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위해 출입계단, 앵커설치 설계기준 및 시공방법,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2019.11.

안전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일부 추가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또는 보완하고자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한편, 건설기술용역 평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같다.

기본설계 용역 평가시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

가. 출입계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계단입구부도

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계단참과 동일하게 등분포 하중을 적용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2일까지 의견을

(안 1.3), 각 부재에 최대부재력이 발생하도록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하위치를 선정하도록 함.(안 3.2 [설명]

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해야 하는 건설기술

(4), (7))

용역 실적 및 실적통보 절차(시행령안 제45조,

(출입계단 설계하중) 집중하중은 연이은 3개

제117조)

발판에 각각 1.0kN이 재하 되는 경우를 반드시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도록

고려하고 해당 시설의 모든 부재에 최대 하중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효과가 발생하도록 재하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 후설치앵커 설계기준과 설계 시 유의사항 및

실적을 관리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으로 규정

출입계단 시공방법을 신설함(안 3.1, 안 4.3

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해당 공사의 인허가

[설명] (6), (7))

기관에게 실적을 제출하면 인허가기관이 이를

(후설치앵커 설계기준) ‘KDS 14 20 54 콘크

확인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준용하고 후설치앵커

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선정 시 각 범주의 조건을 확인하여 선정

(시행령안 제86조의2, 제86조의3)

다. 점검시설 최대사용하중 등을 기재한 안전표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후평가 업무로 법에서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2.6)

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

(제한하중) 출입계단(총 300kgf 이하), 출입

자문, 발주청의 사후 평가 이행여부 확인·점검

사다리(100kgf 이하), 점검통로 및 계단참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350 kgf/㎡)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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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정함.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세부 운영
계획 및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기업진단지침 안 제17조)
다.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원예기술사(기사)는

다. 설계용역 평가시기 등 개선(시행령안 제83조)

등록기준(기술능력)으로

인정(안 관리규정 별지 5.)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평가시기를 ‘실시설계

신설된 잠수기능장(2017.12. 신설, 고용부)도

완료 시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에서 ‘기본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

설계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라.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명확화 등(안 별지7)

확보하고자 함

마. 기타 미비점 보완

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실적통보 시 제출서류

1) 대통령령에 반영한 사항은 예규에서 삭제

(시행규칙안 제27조, 별지 제27호, 제28호,

-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적용

제29호, 제30호, 제34호)

기준(안 관리규정 제7장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2) 시행령에 반영된 사항 관련 예규에서 구체화

인허가기관에 통보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

- 자본금 특례적용 절차 및 신청서식 마련

에게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안 관리규정 제2장 3.(11)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함

- 법령 위반사항의 이력관리(정보시스템에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1〕

입력)(안 관리규정 제7장 6.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10〕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합병 시 자본총계는 충족
되었으나 주권병합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모자라는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경우 일정기간 증자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건물→건물·토지)하여 건설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하며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원예기술사(기사)와 수중공사업의
잠수기능장을 기술자격취득자 범위에 추가 인정하는
한편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일을 명확히 정하고
기타 대통령령에 반영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국토교통부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재해 대비 도로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안전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척도를 세분화
하고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평가 기준 평가지표 신설·개선(안 별표 1)

보완하고자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예방(제설 등) 사전 활동, 도로안전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무관청 권장
사항 이행여부 건별 가점 등 평가지표 신설

가. 주권병합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모자라는
경우 일정기간(30일 이내) 증자기회 부여 (건설
업체 기업진단지침 안 제5조)

2) 교통안전 개선노력 배점 확대, 교통사고
취약구간 관리적정성 평가 시 재해 취약
구간 포함 등 평가지표 개선

나. 실질자산 인정범위에 토지도 포함(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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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평가 기준 정성평가 점수 척도 세분화(안 별표 1)

1) 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
점수를 3단계 척도에서 5단계 척도로 세분화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

- (기존) 우수, 보통, 미흡 → (개선)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044)201-4576〕

2020.6.4. 시행)됨에 따라 점검기관을 산지보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710호, 2019.12.3. 공포,
협회와 사방협회로 하고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사·점검·
검사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사도·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표고 등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지역의 사정에 맞게

재입법예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는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19.7.12.~8.21.)하고 법제심사 진행 과정
에서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
하고자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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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하고 4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변경
(안 별표1의3)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새롭게 적용(2021.1.1.)함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나.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8)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5년 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1〕

「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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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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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화 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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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안)

및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조례

입법예고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림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라. 비탈면 복구를 위한 토석 반출의 의미 명확화
(안 제32조, 제3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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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국가·지자체 외의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재해방지

자가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
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해당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이 금지됨을 명확히 함
마. 외부 토석 반입의 세부기준1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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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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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73호, 2017.4.18. 공포, 10.19. 시행)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반입 허용거리
및 반입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바. 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면적 제한 삭제(안 제39조)

개정(대통령령 제29329호, 2018.12.4.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역 등의 협의기준도 동일
하게 정비함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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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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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산지 내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골재
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487호, 2019.8.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추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관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안전진단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진단기관 등(안 제35조의2)’을 신설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진단의 주체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공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인력, 장비,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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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안전진단기관에
포함
3) 안전진단의 실시 주체를 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에너지공단 명칭(안 제28조 등)’을 통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위기경보 심각단계12)가
발령된 경우를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신설하고자

1) 「에너지용합리화법」 제45조가 종래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2) 기관 명칭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 상호간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044)203-5193〕

심각인 경우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신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설 (안 제93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위기경보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7〕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절수설비의 구조 및 규격 기준을 정하도록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802호, 2019.12.10. 공포, 2020.6.11. 시행)에
따라 개정 법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 등의 승급을 허용
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
조항 정비 및 자구수정(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나.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위탁업무에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취소·정지
등의 업무 포함(안 제28조제2항 제1호의2
내지 제3호)
다.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
경력을 갖춘 경우 중급 기술자 및 감리원까지
승급허용(안 [별표1], [별표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2-5159〕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호, 2019.5.27.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 제조 시 사용수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도록 하여 규정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수량 정의 명확화
사용수량 측정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으
므로 제조자가 표시한 수위선으로 사용수량
측정기준을 명확화하도록 함
나. 사용수량선 표시 의무화
절수설비 설치 시 사용자가 사용수량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변기
물탱크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표시하도록 함
다. 대변기 물탱크에 담기는 물의 양 및 부속품
조절 제한
절수설비 설치 시 부속품을 조절하여 물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물탱크의
최저수위에서 제조자가 표시한 사용수량까지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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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양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을
6리터의 사용수량을 초과하여 조절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함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1〕

2020년 3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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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은 현행 법률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등이 사용되어 일반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부재
(部材)’를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로 바꾸어 현행 법률
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789〕

■ 제6차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적격심의
○ 설계평가회의
- 일
시 : 2020.3.27.(금) 08:30~16:30
- 장
소 : 서울창업허브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입찰업체 간 설계 토론회 실시
∙ 보충·추가 질문 및 진위여부 심의
∙ 전문분야 위원별 토의
∙ 설계평가사유서 작성 및 채점
∙ 감점사항 보고
∙ 설계 적격여부 심의 의결(기본설계, 우선시공분)
∙ 심의결과 발표(적격여부, 종합점수)
○ 심의결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찰업체

설계
적격여부

종합
평가점수

비고

문화재청은 현행 법률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적격

93.29

1위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단어 등이 사용

태영건설 컨소시엄

적격

83.29

2위

되어 일반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전화(戰禍)’를 ‘전쟁의 피해’로,
‘제반’을 ‘각종’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서 사용
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789〕

■ 제25차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자료검토 관련
- 부지여건 및 급수수요 현황 변동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에서 결정한 용량의 적정성이
검토될 수 있도록 보완
- 배수지 기본설계 시 필요한 과업대상지역의
수전수 및 유수율 현황 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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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 토공설계, 가설공사 설계, 구조물 설계내용
및 송수관, 배수관 등 ‘관종 선정’에 관한
사항 추가
- 기계설비 선정 시 설비운영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수격방지 및 이물질 제거 등 기기보호
기능, 설비운영의 용이성, 설비의 안전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 내용 추가
- 배수시설에 공사 중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침사지 설치 등 강우 시 현장 내 배수
계획 수립내용 추가
○ 적용기준 및 시방서 등 개정사항 반영
- 설계기준 및 시방서는 개정된 코드화 체계로
작성
- 관련 법규 및 부처명 변경사항 반영
■ 제29차 신정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횡방향 편기된 구교 구간 받침에 대해 구체적인
보수·보강 시기 등 중점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 용접결함에 따른 잔존피로수명 분석 시 결함
지수 증가에 대한 보완설명을 추가하여 실제
공용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하고 단순 결함 개소수에 따른 결함지수·피로
수명 외에 실질적인 내하력을 고려한 검토를
실시할 것
○ 우물통 기초의 안정검토에서 교축방향단면력이
기둥 검토 시와 비교할 때 DATA가 너무 과다
하므로 재검토할 것
○ 진단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자제하고 명확한 데이터 제시를 통해 구조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할 것.
또한, 구조물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문제 해결 대책 및 향후 유지관리 방안에
있어 기술자적 판단을 제시할 것
■ 제32차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기 수행용역 검토

- 기 수행용역(2013~2020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결과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등 평가를 실시하고 미실현 계획은 문제점
및 실현가능성 등 검토 후 대책을 보완·제시
할 것
○ 물 재이용 시설의 현황조사 관련
- 물 재이용 시설 운영 및 이용상 문제점, 시설의
노후화 및 처리효율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 시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운영실태 및 여건 분석·검토 필요
○ 물 재이용 시설의 규모 산정 관련
- 물 재이용 시설의 공급수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재이용 시설의 적정 규모 및 공급량을
산정할 것
○ 물 재이용 정책 및 촉진방안 관련
- 최근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일상화됨에 따라
지하수 및 재이용수 등을 이용한 도로살수,
쿨링포그, 인공수로 등 미세먼지 발생 및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기후변화대응 물재이용 정책
지표 정립 필요
■ 제33차 지역형 물순환자원화센터 설치 기본
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용어의 통일
- ‘지역형 물순환자원화센터’, ‘지역형 수처리시설’,
‘소규모 수처리시설’, ‘분산형 물순환자원화
센터’ 등 유사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 중이므로
본 과업에 적합한 용어를 검토하여 통일시킬 것
○ 현장 및 기초자료 조사 관련
- 대상지 정화조 설치현황(정화조 폐쇄 및 배수
설비 개량계획)을 검토할 것
- 하수관로 설치 현황(수세변소수 직유입 가능
여부 및 개량계획)을 검토할 것
○ 악취발생 방지 대책 관련
- 악취발생 및 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악취 자동
측정기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검토할 것
- 대상지역의 악취발생 현황 파악을 위해 악취
민원(최근 10년간)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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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효과 검증 관련
- 사업추진 동력확보를 위해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자료를 마련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제35차 오류고가 정밀안전진단심의
○ 균열깊이 측정에서 선정시험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0.3㎜ 이상의 균열 부분으로 상부구조,
교대 및 교각 현장 조사편에서 해당구간의
0.3㎜ 이상의 균열에 대한 위치, 원인, 대책을
보고서에 제시바람
○ 2017년도 보수한 방호벽 및 난간의 표면보수부에
재손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2017년 시공한 것이라면 하자기간 2년인 경우
진단용역기간동안 하자담보책임기간인 것으로
추정되는 바 외관조사 후 발주부서에 결과보고를
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
○ 금번 진단에 따라 발생된 신축이음장치 손상
물량은 기 점검 및 진단 이후 손상의 변화가
미세하다고 판단되나 단차가 없는 교대 A1
까지 교체하는 사유를 보완할 것
○ 보수·보강 개략공사비 결정 시 결함지수 하향
평가원인인 미세균열을 우선순위 3순위로 지정
하는 등 선재적 대응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니 C, D등급 부재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한 결함지수 만회대책을 제시하기 바라며
이에 맞게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 제42차 전농천 악취저감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조사 및 자료검토 관련
- 하천의 악취원 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방법,
횟수 등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명확히 제시
-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수리검토에 대한
세부 과업내용 반영
○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 정체수(오수) 면적 최소화를 위해 기존 하천
내 오수차집을 위한 보를 상류로 이설하고

홍수 시 수위저하를 위한 가동보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 실시설계에서 선정된 시설물 설치 후 품질보증
방법 명기(악취저감목표량 달성여부 등)
○ 관련 법령 및 시방서 보완
- 악취방지법, 환경정책기본법(하천수질기준),
물환경보전법(배출허용기준) 등 관계 법령
추가 검토 필요
- 설계기준 및 시방서는 개정된 코드화 체계로 작성
■ 제43차 한강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심의
○ 교량 정밀점검(2018)에서 조사된 도장 손상
상태, 물량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금회
전면 재도장을 시행하는 사유 및 근거를 제시
하기 바라며 도장 외에 콘크리트 구조물 등
다른 부재의 손상 및 금회 보수보강 내용도
보완하기 바람
○ 설계에서 비계 자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만
검토하였으나 방진막 설치 시 풍하중(수평력)
작용에 따른 기존 한강교량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필히 검토
○ 백년다리 공사와 아치리브 보수공사 시기가
중복되므로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공정계획 수립 필요(하부바닥판 비계와 백년
다리 교각 설치공사와 간섭 우려)
○ 도장 보수 이후에도 장기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축이음, 바닥판 등 주요 누수 발생부에
대한 보수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구교 데크플레이트에 대하여 전체 구간 재도장으로
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데크플레이트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도장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도장을
실시하더라도 부재의 중요도를 고려한 바탕
처리 방법 및 도장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45차 탄천2고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내진받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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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명확한 원인분석 선행 후 받침 여용치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본선 하부구간 중 표층의 염화물량이 D등급
으로 평가된 부분은 표층 염화물 제거, 표층
강화 등 원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제시할 것
안전성 평가 시 적용된 크리프 등의 응력을
내하력 평가 시 동일하게 적용하여 검토할 것
교량의 고유진동수와 구조해석결과 나타난
다양한 이론고유진동수를 함께 비교하여 교량의
강성 저하 여부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것
주요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 결과, 유지관리방안
등이 다음 진단에도 반영되어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제46차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강변북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교량구간 캔틸레버부 종방향 접속 등에 따른
시설물 구조적 영향 및 거동변화 검토내용 추가
○ 진입램프가 한강제외지 및 유심부에 설치됨을
고려하여 ‘하천설계기준과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부)’을 반영한 설계시행 필요
○ 실시설계 등 이후 단계에서 사업비의 지나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교량 설치 시 가시설,
바지선 등 장비투입계획 및 적정 공기 등을
예측하여 타당한 공사비 산정 필요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시기는 실시설계 공정률
80% 정도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은
기본설계이므로 ‘(13)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내용 삭제
○ 신설램프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소음영향 검토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 설치된 방음시설의
실효성 검토 내용 추가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작성, 교통
안전시설심의 및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 등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삭제

○ 편입용지의 이해관계자와 각종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등), 등기 등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사, 확인 필요
■ 제47차 DDP패션몰 정밀안전진단심의(재심의)
○ 안전성평가 시 내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출입통제 및 잭서포트 설치 등 응급조치할 것
○ 내력이 부족한 부재(MS2 슬래브 5개소 및
MG1 등 보 30개소)에 대해서는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제시된
보강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보강방안을
확정 후 보강 시공할 것
○ 지상층 인테리어 마감 등으로 인해 조사가
어려운 부위는 향후 인테리어 공사 시 점검구
설치 등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점검구
설치 위치 및 수량을 제안할 것
○ 기존 구조계산서 및 전차 진단보고서들은 전산화
하여 FMS에 반드시 등록할 것
■ 제48차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시설
용량 재산정 용역발주심의
○ 과업목표 설정 관련
- 오염총량제를 고려한 물재생센터별 처리용량
재산정 기준시기를 명확히 제시할 것
○ 현장조사 관련
- 현장조사 등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책임기술자는 사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2인 이상 1조가 되어 작업을 실시하며
안전장비 착용 및 유사 시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최신 수처리 공법 도입 관련
- 초고도처리시설 등 최신 수처리 공법 도입
검토 시에는 실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여건 분석·조사를 실시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할 것
- 난분해성 미량오염물질 관리기법 도입을 위해
센터별 미세플라스틱 등 미량오염물질 조사
내용 추가할 것

- 32 -

○ 시설용량 재산정 관련
- 분뇨 및 음식폐기물 직투입 고려 시 오염부하
증가로 시설내구성 등 수처리시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
■ 제50차 송배수관 최적관리를 위한 관망실태
조사 및 세척방안 마련 용역발주심의
○ 용역명 수정
- 본 용역의 전반적인 과업내용 및 최종 성과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전체 용역내용을
포함하는 용역명으로 수정 검토
○ 관망 조사·분석
- 관망 조사·분석 시 유속 측정을 통한 내부
상태조사(내시경 등) 필요
- 퇴수밸브 누수에 대비한 비상 차단용 이중
밸브 추가 설치 또는 구경 확대 검토
○ 세척 구간 및 적용 방안
- 적정 세척주기와 세척시기(계절별, 시간대별)
및 세척 종료 시기에 대한 검토·제시 필요
- 세척에 따라 발생되는 세척수에 대한 간이
처리계획 등 세척수 성상별 배출방법이 제시
되도록 보완
○ 가이드라인 수립
- 저유속 대형관, 배수지 관말지역, 수질민원
과다지역 등을 시범구간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척 기술경진대회 기본
가이드라인 수립
■ 제53차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증축
공사 용역발주심의
○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을 검토할 것
-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세탁실을 복합적(일체형)
으로 구성
-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게공간 확보, 남녀
고용규모 등에 따라 구분 설치
- 1인당 5㎡ 내외의 공간 확보(휴게실은 바닥
난방 필수)

- 기자재 및 청소도구 보관 수납공간은 별도 확보
- 사무근로자와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 공간 인접배치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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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할 것
○ ‘전기설비’ 기본지침 및 ‘전기설비 계획’ 설계
지침에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
- 전기실 배치와 관련하여 기존건물 증축에
따라 전기용량 증설에 대한 용량과 기존사용
용량을 합산 산출하여 통합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증축 설비 계획 시 수전, 배전, 동력, 조명,
전열, 소방설비 및 통신, 방송, 음향, LAN,
CCTV 설비 등은 기존 설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체성, 통일성, 유지관리 용이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 계획하여야 함
■ 제56차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하천에 설치되는 시설이므로 공모지침서 참가
자격 및 과업내용서 참여 기술자에 하천 및
수리 분야 기술사를 포함할 것
○ 공모 심사위원 구성에서 조경전문가 중 하천
생태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 에너지 사용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할 것
○ 기계실 MCC반 PAD의 설치 높이는 60㎝ 이상
으로 하여 침수를 대비할 것
○ 건설기술심의 2개월 전 설계경제성(VE) 검토
절차를 이행할 것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절차를 이행할 것
○ 종이 없는 설계공모를 위해 디지털 설계공모
가능여부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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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4차 시립송파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VE)

■ 제3차 노들로 구조개선 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97건을 제안하여 88건 채택

○ 성능향상

(채택률 90.72%)

- 아이디어 58건을 제안하여 49건 채택
(채택률 84.55%)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7,883백만 원에서 402백만 원 절감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절감률 2.25%)

- 공사비 24,083백만 원에서 5,388백만 원

비용(C)
(절감률)
2.25%

절감(절감률 22.4%)
비용(C)
(절감률)
22.4%

성능(P)
(개선율)
34.9%

가치(V=P/C)
(향상률)
68.3%

성능(P)
(개선율)
28.84%

가치(V=P/C)
(향상률)
31.88%

○ 주요대안내용
- 경제성 향상

○ 주요대안내용

∙ 지하층 바닥, 벽체의 침투식 액체방수 삭제

- 시공성 향상

⇒ 공정의 단축으로 공기 단축이 가능하며

∙ RC 옹벽을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
⇒ 시공성이 우수하고 공기단축이 가능한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감액 약 395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시·종점부에 안전
시설물 설치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구간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원가 절감을 통해 경제성 향상 (감액
약 126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지상1층 휴게실을 전면으로 이전 배치
⇒ 북쪽 폐쇄된 곳에 있던 휴게실을 이전
배치하여 이용자의 사용성 및 유지관리성
향상 (감액 약 12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관보온재인 가교발포폴리에틸렌을 고무

- 경관성 향상
∙ 가로등 및 신호등을 필요한 구간에만 설치
⇒ 가로등 및 신호등을 필요한 구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수량 등 재검토
(감액 약 1,241백만 원)

발포제로 변경
⇒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보온효과가
우수하고 시공이 용이한 보온재 사용으로
시공성 향상 및 공사비 절감(감액 약
35백만 원)

- 사용자 편의성 향상
∙ 당산역 교차로 앞 사전예고 신호기 설치
⇒ 당산역 앞 교차로에 사전예고 신호기를
설치하여 교차구간 내 차량운행자, 보행자간
안전성 확보(가치향상액 약 4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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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소개
LTE 무선통신장치와 바닥면 고정 무게추 방식의 변위 측정 장치가 적용된
교량 재하시험 방법 (제883호)
(보호기간 :

2020. 1. 28. ～ 2028. 1. 2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교량의 정적·동적 처짐 정도를 기존 방식의 유선 케이블 없이 LTE 무선 방식으로
설치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원격지에서도 수집·처리가 가능한 교량 단기(일회성) 무선 재하
시험 방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제 1단계 변위계측 계획수립
○ 발주처와 지역을 사전 선정 하여, 탐사 기간, 탐사 시간등의 계획을 수립
점
종 0.006
량
교 .3+85
A
T
S

100

2@30,000=60,000

100

2@30,000=60,000
55
왜관방향
A

15,000
1/2L

A

P17

P15
P14

P16

2) 제 2단계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
○ 탐사 장비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자가 정비 메뉴얼에 의한 장비 점검
○ 측정구간의 주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비설치 장소, 시간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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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3) 제 3단계 변위측정기 설치(LTE 무선)
○ 교량 하부에 변위센서와 데이터 로거를 설치하고 지상 밑면에 무게추로 고정한 후 LTE
무선통신 여부를 확인

4) 제 4단계 변위계측(관측, 측정)
○ 시험 데이터의 측정방법에 따라 데이터 분석
○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변위 관측, 측정(현장, 원격지 모두 가능)

5) 제 5단계 결과해석 및 보고서 작성
○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량의 변위정도를 분석하고 안전성을 평가함
○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 후 모든 측정 업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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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1

남원포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당진시

2

국도33호선
대구
안포교외 26개소
국토관리사
정밀안전진단 및
무소
정밀점검 기술용역

안전진단
기관
㈜장민
이엔씨
㈜장민
이엔씨
(70%)
(주)세종
(30%)

2019.2.22.～ 19,400,000
2019.3.23.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19,400,000
(3,599,000)

2018.7.12.∼
2019.3.27 400,820,000

400,820,000
(0)

공사기간

공사규모

비고
발주처
확인
성능검증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 교량은 2018년 33,572개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에 두 달간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79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이정도의 안전점검이 예상됨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의 무선 재하시험과 기존 유선 재하시험 2개 현장시험 비교결과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안포교)와 당진시청(남원포교)에서 오차범위내의 안정적 결과를 나타냄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교량 무선 재하시험의 중앙 모니터링 기술을 더할 경우 IT와 융합된 교량 시설물 관리의 독자적인
인프라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기간사업의 신뢰도 향상 및 스마트 건설의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국내의 뛰어난 무선통신기술(LTE)을 접목하여 전체 시스템을 국산화함으로써 원가절감 및
핵심부품 불량 시에도 신속히 대응 가능함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및 공사비(안전진단비)
구 분
계산기준
재료비
인건비
제경비
총 합계
차액

단기
기존기술
신기술
1건 1일(8시간) 실시
4,230,150
4,200,000
15,020,352
14,412,055
16,522,388
15,853,260
35,772,890
34,465,315
35,772,890-34,465,315=1,30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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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인건비의 110%
3.7%

2) 공사기간

3) 유지관리비
구분
기존기술
신기술

설치 작업용
공구손료(원)
23,331
13,736

차이(%)

비고

9,595(41%)

인건비의 2%

4)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 발전기 대신 배터리 사용에 따른 에너지절감 및 환경소음 해소
○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및 이에 따른 추가 고용창출
○ 교량 붕괴로 인한 국민 불편 감소 및 대국민 삶의 질 향상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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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술정보
광역맨체스터도시권과 베를린-브란덴
부르크주의 광역계획과 행정
머리말
최근 지역 이슈들을 살펴보면 여러 지역이 연계
되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광역적 문제는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선진국의 광역
도시권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공간관리를 위한 공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지역 간 갈등 해결과 공간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는 다수의 지자체가
모여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행정조직과 협의체들이 있다. 독일도 두 개의 주가
계약 체결을 통해 공동계획국을 설립하여 두 지역의
공간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행정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광역맨체스터
도시권과 독일의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사례를
통해 광역계획권의 행정조직과 공간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광역맨체스터도시권
광역맨체스터도시권은 10개의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약 280만 명 수준이다. 1970년대
섬유산업과 중화학산업 등 도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쇠퇴하고 1980년대 도시재생사업이 시작
되면서 맨체스터시 주변 지자체들이 광역적으로
연합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에는 지역들의 연계
협력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10개 지자체들은 다시
자발적으로 모여 교통문제 등 지역 현안들을 논의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1년도에는 법적 효력을
갖춘 광역 도시권으로 지정되었다.
광역맨체스터에는 도시권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광역맨체스터 지자체 협의회(AGMA), 광역
맨체스터 정부(GMCA), 로컬 기업 파트너십(LEP),
광역맨체스터 교통서비스(TFGM) 등 다양한 정부
조직과 협의체들이 구성되어 있다. GMCA를 중심

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AGMA로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전략적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의사결정은 10개 지자체 투표를 통해 7표
이상을 획득해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해 광역맨체스터 전략 계획을 입안
하여 광역도시권의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광역맨체스터의 비전은 ‘Greater Manchester를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중
하나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다.

<그림 1 GMCA 비전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

광역맨체스터도시권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정부
조직인 GMCA는 10개 지자체에서 파견된 직원과
신규 채용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맨체스터의
시장은 10개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의
사람을 임명하였으나 2017년부터 투표로 시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광역맨체스터도시권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10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District Funding, 지방세, 광역맨체스터
재정, EU펀딩 등이 있다. 재정 지출이 가장 큰
분야는 교통모델링으로 광역도시권의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간 갈등문제가 가장
큰 부문은 교통인프라 부문이다. 공간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많아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역 간 배분과 비용분담을 인구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광역맨체스터 공간계획(GMSF)
GMCA는 공간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권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광역공간계획인 GMSF
(Greater Manchester Spatial Framewor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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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여 공간 정책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GMSF는
법정계획으로 런던 외 대도시권에서 최초로 수행
하는 공간계획이며 주택 및 토지수요량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다. 주로 주택유형과 주택구입능력,
주택건설 내용과 인프라 건설, 토지 소요, 그린인프라
등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GMSF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있었는데
주로 교통망 연결과 주택건설계획, 가용 토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부문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졌다. GMCA에서는 인구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10개 지자체의 의견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소속된 총 4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월급은 소속된 지역에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공동계획국은 두 지역의 공동개발프로그램과 각종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두 지역의 지역계획을 종합
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개발
프로그램 및 개발계획은 두 지역의 경제와 공간
개발을 장려하고, 두 지역이 공동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수립된다. 공간계획은 각
주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각 지자체별 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러 지역에 해당되는 광역적 개발계획 대상지를
위한 적절한 장소와 연결 노선들을 찾고,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공동 계획을 조정하고 대표한다.

<그림 3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동계획국(포츠담 소재)>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개발계획(LEP HR)
<그림 2 GMSF(10개 지자체 중 맨체스터 공간계획)>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역사적·공간적으로 특이한 형성과정을 거친 베를린과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주는 두 지역의
성장관리와 도시 주변의 환경 정비 등을 공동으로
다루기 위해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공동계획국을
조직하였다. 이는 독일에서도 유일한 사례로 두
개의 주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조직한 공동계획국13)
이다. 1995년 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식적으로
공동계획국이 승인되어 1996년부터 공동업무를
시작하였다. 공동계획국의 대표자는 베를린과 브란덴
부르크주에서 각각 선출되어 총 두 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공동계획국에는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에
13) 베를린 도시개발부처와 브란덴부르크 포츠담에 위치한 인프라
스트럭처 및 공간정비 부처가 공동으로 조직하여 설립함

LEP HR 계획은 수도권 공간의 이용과 기능의
측면에서 결정된 계획으로 두 주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정부의 법적 명령이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의 서로 다른 공간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계획이다. 지역개발계획 수립에는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공동의 전략적인 부분에 책임을 지고 전체적인
지역계획과 부분계획을 명확히 하여 전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내 각
지역들이 하위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위계획이다.
LEP HR 계획은 최근 2019년 4월에 최종 작
성되어 2019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LEP
HR 계획에서는 수도권 공간 정비, 산업 및 유통
시설, 광역시설 및 기능 중심지 배치, 문화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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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농촌공간, 주거지 개발, 오픈스페이스, 교통
인프라 개발, 기후 및 재해, 지자체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중 주거단지에 대한
위치 및 활용 방안과 교통시설, 오픈스페이스 보호
방안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거지 개발에 대해서는 광역권의 중심지와 함께
베를린 주변 브란덴부르크의 지자체들까지 종합적
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요구와 의견을 수용한 주거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각 중심지 간의 연결, 광역권과
인근 도시와의 연결을 다루고 있다. 오픈스페이스
부문은 다양한 기능으로 이용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공간으로서 각종 공간계획에서 여유 공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 확보 방안을 다루고
있다. 공동계획국에서는 특히 도심지 간 오픈스페
이스 공간의 보존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조율해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장들이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상위 단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
으로는 주지사 논의까지 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국내 광역도시권들은 각각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며, 최근 2040년을 목표로 새로운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균형발전과 지역 간 연계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과는 다른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이 필요하며, 광역
도시권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소개한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광역적 이슈와 갈등들을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광역 정부조직을 국내 실정에
맞게 구성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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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광역맨체스터의 GMCA는 지자체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지만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광역도시권을 관리·운영하는 정부
조직과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순차적으로 광역권
정부의 시장을 맡아 오던 것을 투표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여 지역 간 갈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경우 두
주 간 계약을 토대로 구성한 공동계획국이 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동개발 프로그램과
개발 계획을 통해 합리적으로 지역 간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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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il.jsp?id=8141(2020년 3월 2일 검색)
GMCA. 2019a. Greater Manchester–Summary.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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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3월)
(단위 : 백만 원)
구분

차수

설 계
적 격
심 의

6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 부지면적 41,153㎡

25

미아배수지 건설

32
33
42
용 역
발 주
심 의

46
48
50

53
56
설 계
심 의

정밀안전
진단심의

설계경제성
(VE)심사

43

사

업

명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지역형 물순환자원화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
전농천 악취저감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시설용량 재산정
송배수관 최적관리를 위한
관망실태조사 및 세척방안
마련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232,700
(9,600)

적격

기계

조건부
채택

토목

․ 배수지 건설 V=8,000㎥
10,891
․ 송배수관 부설 D=150~600㎜,
(676)
L=2.37㎞

․ 창동차량기지 : 기본계획 수립
․ 용산공원 : 하수처리계획 마련
․ 연장 600m
(전농천 복개 및 반복개 구간)
․ 위치 : 서강대교 북단 주변
․ 규모 : 진입램프 신설 1개소
․ 4개 물재생센터
(중랑, 난지, 탄천, 서남)

10,200
(454)
37,498
(800)
(495)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 송배수관 현황 실태조사
․ 분야별 세척방안 마련

(1,393)

조건부
채택

토목

조건부
채택

건축

조건부
채택

조경

조건부
채택

토목

․ 서울시 전역

(800)
(300)

․ 지상 4, 5층(지상3층→지상5층)
서울의료원
4,507
․ 연면적 1,280㎡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증축
(253)
(3,670㎡ → 4,950㎡)
잠실한강공원 자연형물놀이장 ․ 잠실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일대
9,255
조성
․ 규모 약 28,000㎡
(415)
․ 강재표면처리 및 도장 139,690㎡
24,977
한강대교 보수
․ 콘크리트 단면보수 149㎡
(249)
․ 콘크리트 균열보수 107m

29

신정교 정밀안전진단

35

오류고가 정밀안전진단

45

사 업 개 요

․ 신정교 정밀안전진단

․
․
․
탄천2고가교 정밀안전진단 및
․
탄천1고가교 정밀안전점검

47

DDP패션몰 정밀안전진단
(재심의)

3

노들로 구조개선

4

시립송파 실버케어센터
건립

․
․
․
․
․
․

(164)

강박스거더교 B=15.31~18.7m, L=330m
(121)
옹벽 B=15.31~18.7m, L=90m
본선 : 폭 26.7~34.4m, 연장 3,640m
연결로(Ramp-A, B, C, D, F) : (823)
폭 6.35~6.67, 연장 2,704m
지하6층/지상5층
(148)
연면적 67,130㎡
연장 L=8.5km
24,083
폭 B=17.5~41m(왕복4~8차로)
(379)
지하2층/지상4층
1,243
연면적 4,93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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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조건부
채택

토목

조건부
채택

건축

-

토목

-

건축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0년 3월)
(단위 : 백만 원)
심
기 간

분 야

사

업

사

현

황

명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건

축

봉제산 책쉼터 조성사업 계획 및
중간설계용역 등 20건

9,411

9,046

교

통

강서구 안전속도 5030 추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6건

435

434

90

90

2,282

2,269

880

880

6,543

6,527

136

136

기계설비

양천자원회수시설 비산재 고형화 설비
설치공사 설계용역 등 3건

도

신길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4건

로

도 시 계 획 여의도공원 활성화 계획수립 등 3건

상하수도

2020.03. 소

방

송배수관 최적관리를 위한 관망 실태조사
및 세척방안 마련 등 10건
위례신도시 8호선 추가역 소방공사
소방감리용역 등 3건

전기통신

에코센터 음향설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7건

7,210

6,839

정밀진단

공영주차장 토목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등 7건

530

522

조

경

2020년 한양도성 탐방로(순성길)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5건

1,206

1,138

하

천

중화빗물펌프장 내 부속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1건

37

37

기

타

광나루수난구조대 선박 계류장 설계용역
등 10건

1,499

1,407

129건

30,259

29,325

계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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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세상
국가기술자격 정보

시사상식 용어

< 2020년 120~122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필기 합격예정자 원서접수
시험
발표
(인터넷)

면접시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합격자
발 표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사전에 미리 가상 3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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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도면오류, 완성물에 대한 형상 등 각종 정보를

6.9.~6.12. 7.4.

8.28.

8.31.~9.3. 10.17.~10.27. 11.13.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시공

완성해 봄으로써 건축물의 기하학적인 정보와 공정

품질 향상, 공기 단축, 재시공 방지, 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 극대화, 유지보수관리 편의성 증대 등이 가능

< 2020년 제67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필기
시험 합격예정자 원서접수
발표
(인터넷)

3.10.~3.13. 4.5.

실기시험

하도록 하는 가상설계건설을 말한다.

합격자
발 표

4.13.~4.17. 6.13.~6.28. 7.10.
7.17.

4.10.

< 2020년 제1~3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필기 필기시험
합격예정
원서접수 시험 자 발표
2.25.~2.28. 3.22.

4.3.

5.12.~5.15. 6.6.

6.26.

7.28.~7.31. 8.22.

9.11.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BIM 개념도>

합격자
발 표

6.12.
6.26.
8.28.
6.29.~7.2. 7.25.~8.9. 9.11.
11.13.
9.14.~9.17. 10.17.~11.1. 11.27.
4.6.~4.9.

5.9.~5.24.

OSC 방식은 ‘공장생산-현장조립’ 방식으로 공장에서
주요 건설부재를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조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건축 구조재를 표준화, 부품화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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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1.14.~1.17. 2.9.~2.15.

2.28.

3.24.~3.27. 4.19.~4.28.

5.8.

OSC(Off-Site Construction)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OSC 방식은 프리패브(Prefabrication)의 일종으로
실기 합격자
시험 발 표

4.4.~
4.24.
6.13.~
5.11.~5.14.
6.28.
3.2.~3.5.

4.29.
5.8.
7.10.~
7.17.

건설현장 생산방식에서 조립식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의 제조업화로 볼
수 있으며, 현재 건설인력의 부족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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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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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및 OSC 프리패브의 개념적 관계도>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61호), www.krih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