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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IT산업 열풍 이후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각 분야의 최신 기술들이 복합·융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물 유지관리 기술 또한 다르지 않다. 

 시설물은 공용기간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며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우리나라는 

노후시설물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기술의 진보가 필연적인 상황이다. 구조물의 열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작업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육안에 의한 외관조사이다. 그러나 인력에 의한 외관조사는 

조사자 개인역량, 구조물 여건, 현장 상황 등에 의해 정확성,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된 광학장비, 메카트로닉스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객관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한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터널 스캐닝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터널 스캐닝의 이해

 터널 스캐닝은 터널 단면에 대해 고화질 영상 장비를 활용하여 촬영을 실시하고 촬영된 영상을 분석

하여 구조물에 발생된 손상을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요즘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구조물 스캐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1) 구조물 스캐닝 방법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물 스캐닝 방법은 발전된 3D스캐닝 기술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에 접목하여 2차원으로 설계되고 관리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하여 3D스캐닝을 

통한 3D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그에 따른 시설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활용하는 작업이다.

  ① 3D스캐닝 장비를 통한 시설물 스캐닝 ② 3D스캐닝 데이터 기반 도면 및 모델 작성

  ③ 작성된 도면 및 모델에 데이터를 입력 ④ 활용

》  칼  럼

 터널 스캐닝의 이해와 발전방향
   
    서 지 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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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터널 스캐닝

  터널 스캐닝은 터널 구조물에 발생된 손상에 대해 근접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발전된 

광학장비를 활용하여 손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손상 이미지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손상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통칭한다. 

<터널 스캐닝의 구성>

  ① 영상획득 :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 [영역 스캔(Area-scan) 또는 라인 스캔(Line-scan)카메라]

  ② 영상획득 탐사차량 : 메카트로닉스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 거리+위치확인, 조명장치)

  ③ 영상분석 : 영상분석 프로그램

<터널 스캐닝의 흐름>

외관

조사

점검구간 교통통제 고소작업차 현장 육안점검 도면화 작업

터널

스캐닝

현장영상촬영 단면이미지 작성 영상분석(손상추출) 도면화 작업

 3) 터널 스캐닝 필요성

  터널 스캐닝을 통하여 인력 점검 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조사자 개인차에 의한 손상의 평가, 손상의 

위치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구조물에 다수의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개인차를 배제한 손상의 

객관적인 도면화(Mapping)가 가능하다. 또한 경년변화에 따른 손상의 비교 분석에 유리하며 대단면 

터널 등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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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스캐닝 장·단점

 터널 스캐닝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5년경으로 약 15년가량 터널 스캐닝이 수행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장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1) 터널 스캐닝의 장점

  ① 손상의 수치화 가능 : 조사대상 구조물에 망상균열과 같이 형상화가 어려운 손상이나 다수의 

손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을 경우 명확한 손상의 조사를 통한 수치화가 가능하다. 또한 수치화된 

손상은 향후 동일한 위치의 스캐닝을 통해 손상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다.

  ② 손상의 객관성 : 발생된 손상에 대하여 인력조사 시 조사자 개인차에 의한 손상의 고평가 및 

저평가를 방지할 수 있으며 외관조사망도에 정확한 손상위치 표시가 가능하여 조사자 외에도 

외관망도를 통해 정확한 손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③ 접근불가 지역의 조사 : 대단면터널, 특이한 형상의 구조물 등 조사가 위험하고 인력접근이 난해한 

경우 스캐닝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다.

  ④ 기타 주변여건 상황에 따른 조사가능 : 도심지 터널과 같이 교통이 혼잡하여 장시간 교통통제가 

불가한 경우나 고속철도, 지하철 등 조사시간이 부족하고 여건이 열악한 경우 터널 스캐너를 활용

하여 교통통제를 최소화하고 조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터널 스캐닝의 단점

  ① 손상 추출 시 오류 : 터널 스캐닝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파일을 프로그램을 활용해 추출할 때 

보수면, 거미줄 등을 손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며 균열폭의 과대·과소평가 등의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② 터널 스캐닝 속도 : 터널 스캐닝 시 스캐닝 속도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가 있다. 

  ③ 내부손상 측정 불가 : 구조체의 표면촬영에 의한 손상파악 시스템으로 구조체의 들뜸, 박락 우려

구간, 습윤 상태 및 배면 공동발생 등의 파악은 불가하다.

  ④ 3D 형상화 불가 : 터널 스캐닝 시스템 자체가 2D촬영으로 구조체의 3D형상화가 불가하며 그에 

따라 터널 스캐닝을 통한 BIM에 활용이 어려움

터널 스캐닝의 국내외 현황 

 이와 같은 터널 스캐닝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기술 발전에 의해 단점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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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터널 스캐닝의 활용 현황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터널 스캐닝이 진행된 구조물은 지하철 구조물이다. 지하철 구조물은 구조 

형태가 단순한 반면 공용기간 증가에 따른 다양한 손상이 발생되고 있어 터널 스캐닝을 활용한 구조물 

점검에 활용도가 높은 구조물이다. 또한 고속도로 및 도심터널의 경우 인력 점검 시에는 장시간 교통

통제가 필요한 반면 터널 스캐닝을 통한 구조물 점검은 시간을 단축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 외에 구조물의 단면이 일정한 대단면 도수터널 등에 대해서도 일부 활용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다양한 터널 스캐닝 장비를 통한 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터널 스캐닝 장비의 경우 7개국의 488개 터널에 대한 활용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

나라에 도입된 터널 스캐닝 장비의 경우 대부분 일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 및 운용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도로 및 철도터널 등 다양한 구조물에 대해 터널 스캐닝이 활용되고 있다.

 

 2) 국내외 터널 스캐닝 장비의 개발현황

  다양한 터널 스캐닝 실적을 통해 국내외 터널 스캐닝 장비를 활용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장비 개발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일본

     일본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대해 터널 스캐닝 장비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 도입된 터널 스캐닝 

장비도 일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비구성은 라인카메라, 탐사차량, 분석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인 카메라 촬영을 

통하여 손상의 정밀한 영상획득 뿐만 아니라 이미지 자체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이미지 분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영역 스캔(Area-scan)카메라 : 일반 디지털카메라 방식

* 라인 스캔(Line-scan)카메라 : 카메라 혹은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대상을 스캔하여 영상 데이터를 얻는 

것이 원리(ex: 복사기)

  ② 독일

     독일 스캐닝 장비의 경우 독일 내 뿐만 아니라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세계각지에서 철도

터널 및 수로터널 등에 대해 다양한 적용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스캐닝 장비의 구성은 

디지털카메라와 열화상카메라 그리고 3D구현을 위한 3D센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비의 경우 다양한 활용실적, 열화상촬영을 통한 육안식별이 어려운 손상에 대한 파악, 

대상 구조체의 3D구현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장비에 비해 진일보한 장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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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캐나다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터널 스캐닝 장비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장비와 매우 유사한 

장비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특이한 점은 3D센서를 통한 구조물의 3D구현이 가능한 장비인 것이 

특징이다.

  ④ 미국

     미국 터널 스캐닝 장비는 라인스캔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손상 분석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인스캔카메라를 통한 손상의 촬영뿐 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손상 파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약 30mph의 속도로 스캐닝을 실시하면서 손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⑤ 한국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터널 스캐닝 장비는 영상촬영장비로 디지털카메라 또는 라인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개발된 장비의 경우 열화상 장비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도 

있다. 촬영된 영상에 대해 각각의 스캐닝 장비의 특성에 맞는 손상 추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외 터널스캐닝 장비현황>

구분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영상획득 디지털카메라 라인스캔카메라 라인스캔카메라 라인스캔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추가자료 열화상카메라 - 열화상카메라 - -

센서 3D센서 3D센서 - - -

손상분석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스캐닝 

장비

외관

   

터널 스캐닝 발전방향

 1) 손상의 추출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스캐닝 부분에 대해서는 고화질의 영상자료 및 열화상 자료의 습득이 용이해 

지고 있는 반면 스캐닝 된 손상의 추출에 있어서는 충분한 기술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국내에서 개발된 다양한 스캐닝 장비를 현장에서 활용해 본 결과 보수부, 단면오염, 거미줄 

등에 의해 손상이 왜곡되어 프로그램에 의한 손상 추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인력에 의한 육안확인이 

필요하였다. 현재 손상의 밝기를 이용한 추출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AI가 결합된 추출프로그램 

개발도 진행 중으로 보다 정확도 높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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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D형상화

 근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BIM과 관련하여 터널 스캐닝을 활용한 3D형상화를 통해서 2차원적

으로 나타나는 손상에 대해 3차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손상의 규모,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형상화(균열의 경우 균열 깊이를 형상화 할 수 있으며, 단면손상의 경우 손상의 깊이를 형상화 할 수 

있어 철근 손상의 유무판단)할 수 있어 손상부 보수 및 유지관리에 활용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3) 내부손상측정

 터널의 손상은 균열, 단면 손상 등의 표면 손상뿐만 아니라 누수, 배수불량 등의 터널 배면 손상 등

이 터널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터널 내부 손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부착한 터널 스캐닝 장비가 활용되고 

있으나 열화상자료와 터널 스캐닝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상황이다.

 4) 터널 스캐닝 속도 향상

 터널 스캐닝의 장점인 조사속도의 향상과 관련하여 현재 터널 스캐닝 속도는 도로터널의 경우 약 

80km/hr, 철도터널의 경우 약 30km/hr 내외의 속도로 터널 스캐닝이 진행되고 있는바 터널 스캐닝 

속도 향상 및 스캐닝 시 조속한 손상의 추출 및 확인 등의 기술 발전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스캐닝 대가 기준 마련

 비교적 오랜 시간 터널 스캐닝이 활용되었으나 터널 스캐닝의 적절한 대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진단 

및 점검 시 설계반영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따라 기술 발전에 따른 대가 기준 마련 등의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언

 터널스캐닝은 위험하고 힘든 외관조사 작업을 기계화, 자동화 작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스캐닝 성과물에 대한 적정성에 의문이 존재함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앞서 

언급한 개선사항, 단점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완 반영할 수 있는 가에 의해 터널 스캐닝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숙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터널 스캐닝에 대한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자들의 인식 확대 및 제반 기술 기준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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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반침하 유발 공동 5배속 

탐색…국내최초 ‘AI 분석기술’ 도입
 서울시가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땅 속 빈 공간인 

‘공동(空洞)’을 기존의 5배 속도로 빠르게 탐색

하는 ‘AI(인공지능) 기반 공동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지난 3월부터 현장에 도입

하였다.

 기존 공동탐사는 탐사장비를 통해 모은 자료를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약 

10㎞ 구간을 탐사 분석하는데 5일이 소요됐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해 분석 시간이 

하루로 대폭 단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총 18㎞ 구간(16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 

공동 13개를 발견했다. 향후에도 도로함몰처럼 

긴급조사가 필요한 구간이나 자치구가 요청하는 

민원지역을 대상으로 공동탐사를 할 때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공동탐사기술을 

도입해 공동을 사전에 발견·조치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예방해왔다. 이번 AI 기술 도입으로 조사와 신속한 

분석이 동시에 이뤄지면 도로안전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전문가 분석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AI 자동분석 정확도(80% 이상)를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90% 이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02)2133-8138〕

서울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공공건설 기획부터 안전MP 참여
 서울시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건설 사업추진 시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종별로 안전MP(Master Planer, 총괄

계획가)를 참여시킨다고 밝혔다. 

 공공건설 안전MP는 기획단계인 공모(운영)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지침서, 과업내용서의 안

전분야를 검토·자문한다. 또, 설계(계획·중간·실

시)단계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안전분야를 공사단

계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계획서, 현장 안전

분야를 검토·자문한다. 

 한편, 시는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공종별 

안전MP를 도입하기 위해 안전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와 업무협약을 5월 12일에 

체결했다.

 시는 1995년 설립된 한국시설안전진단협회와 

함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시설물에 대해 그동안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건설 사업에 안전

MP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공공건설사업 초기부터 안전MP를 참여시키면 

기획과 설계단계에서 지하 매설물, 지장물, 가시설 

등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

으로 예방할 수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73〕

서울시, 개봉철도고가차도 성능개

선…오류IC방향 가교개통
 서울시는 개봉철도고가차도(구로구 개봉동)를 

성능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가설교량을 먼저 개봉

교차로→오류IC방향으로 5월 14일(목) 6시부터 

개통해 차량을 우회했다.

 성능개선공사는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공사로 

인한 차량통제를 하지 않고 가설교량을 통해 차량을 

우회해 양방향 교통 순환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건설된 지 43년이 지나 노후화된 개봉철도고가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량하부 보수·보강은 물론 교량 상부 거더(Girder) 

및 바닥판 교체 등 성능개선 공사가 지난 2019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11월까지 추진된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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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철도고가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성능개선공사는 1단계 오류IC 

방향, 2단계 구로IC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가설교량 

이용 및 성능개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봉교차로→오류IC방향 개봉철도고가차도를 이용

하는 차량이 가설교량을 이용하게 되면 오류IC 방향 

2차로를 차단하고 본선교량 2개 차로를 오는 9월

까지 철거 및 성능개선하게 된다.

 또, 오류방향 본선교량 2개 차로 성능개선공사가 

완료되면 가설교량은 구로IC방향 본선교량 3개 차로 

철거 및 성능개선공사가 끝나는 2021년 5월까지 

구로방향 차량이 이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설교량으로 차로가 변경되므로 

공사기간 중 차량속도를 시속 40㎞ 이하로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67〕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02)2133-1964〕

공사장 임시통행로 설치 시민불편 최소화

하려면?…서울시설공단, 동영상 제작·배포

 서울시설공단은 도심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보행자 

임시통행로를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장 보행자 임시통행로 개선 

동영상’을 5월 14일 제작·배포했다.

 도심지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임시통행로는 바닥이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모차, 휠체어 등을 이용

하는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상황도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공사 건설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보행자 임시통행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동영상을 제작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건설 

관계자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공단은 편안하고 안전한 임시통행로 제공을 위해 

올해 T/F팀을 구성해 도심지 공사장 임시통행로

의 실제 불편사항들을 수집하고 이를 개선해 알

기 쉬운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개선 전 개선 후 

➡

 동영상은 공사장 내 임시통행로의 요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공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바닥 굴착구간의 충분한 면 정리 및 다짐 시행을 

통해 노면 평탄성을 확보한다. 이후 노면 상태에 

따라 고무형 모듈매트 혹은 파레트와 인조잔디를 

선별적으로 시공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행자 유도와 함께 교통약자 동반·안내, 

보행시설물 점검 및 문의 응대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적극적 자세와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3처 (02)2290-4685〕

서울시, 노후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자연형 

물놀이장’ 재탄생…2022년 6월 개장

 1990년 조성돼 30년이 경과한 노후한 잠실한강

공원 수영장이 탁 트인 모래사장이 펼쳐지고 실

개천이 졸졸 흐르며 다양한 꽃·나무로 둘러싸인 

물놀이장으로 재탄생한다. 한강공원 내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연형 물놀이장’이다. 

 이 일대 자연경관도 대대적으로 회복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친환경 복합 나들이 공간으로 조성

한다. 2022년 6월 개장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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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잠실한강공원의 노후한 
수영장과 운동장, 임시 주차장까지 아우르는 이 
일대를 대대적으로 새 단장한다고 밝혔다.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설계안을 선
정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수영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엔 다양한 
수심으로 구성해 남녀노소 이용 가능한 14,000㎡ 
규모의 물놀이장이 생긴다. 물놀이장과 한강 사이에 
모래사장이 조성돼 마치 강에서 수영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물놀이장 내 모든 마감재는 환경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다.
 콘크리트를 걷어낸 자리엔 자연경관이 회복된다. 
실개천이 조성돼 강변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실개천 주변으로는 다양한 꽃과 나무가 가득한 
초화원이 생긴다. 가족 피크닉장, 숲속 쉼터도 
만들어 여름에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다. 6월 초 당선작을 선정해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 
2022년 6월엔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새 단장을 준비하기 
위해 잠실한강공원 수영장이 올 여름부터 폐장된다. 
올 여름에는 6개 한강공원 수영장 중 3개소(뚝섬·
광나루·여의도)와 물놀이장 2개소(난지·양화)만 
운영된다.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02)3780-0847〕

서울시, 산사태 취약지역 75개소 우기 

전까지 예방사업 조기 완료
 서울시는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우기 전까지 

북한산, 도봉산 등 산사태 취약지역 75곳에 대하여 

총 108억 원을 투입 ‘산사태 예방사업’을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풍수해 기간(5.15.∼10.15.)을 포함하여 

4월∼10월까지 6개월간 총 100명 규모의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구성·운영하여 산사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진행 등 산사태 

대응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지 인근에 위치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재난 전문가 및 지도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를 

진행하되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일정 및 방법 등을 

학교 측과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리플릿, 소책자 등 산사태 대응 홍보물 3종 

총 21,100부를 제작하여 관공서 방문 일반시민, 

자치구 거주 지역주민 및 산사태 예방학교 참여 

학생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특히 대표적인 대중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역사 내 전광판 및 전동차 

내 모서리 광고판 1,100면 정도를 활용하여 산사태 

대응 관련 대 시민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옥외 전광판 및 엘리베이터 내 

홍보용 모니터 등을 활용한 동영상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 및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산사태 대응 시민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현장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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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산사태 예방대책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안전점검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산사태 

현장예방단 가동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및 산사태 대응 시민역량 강화 활동 전개로 추진된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기존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02)2133-2182〕

서울시, ‘상수도관 녹물 방지 기술’ 찾는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배양 및 상수도 

공동발전 도모를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의 일환

으로 ‘서울시 상수도관 녹물 방지 및 관리기술 

테스트베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분야 테스트베드 사업’이란 상수도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의 신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실증 및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하는 

일종의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을 말한다.

 이번 테스트베드에는 ‘상수도관 녹물 및 스케일 

방지·제거 관련 서울시 실정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모든 업체는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6월 5일(금)까지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했다.

 시는 공모가 완료되면 참여업체와 실증장소, 기간, 

방법, 비용부담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테스트베드를 시행

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02)3146-1471〕

서울시,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창동 

아우르네’ 로고 디자인 공모

 서울시는 지난 4월 시민 공모전을 통해 이름이 

확정된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창동 아우르네

(Aurne)>의 로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새로 이름 지어진 <창동 아우르네(Aurne)>는 

‘일자리 창출 시설을 한데 아우르고, 지역경제의 

재생과 부흥을 만드는 공간’을 뜻한다.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 부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공간

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창동 아우르네’ 로고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은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가 가능하며 

6월 2일(화)까지 공모 전문플랫폼인 라우드소싱

(http://loud.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았다.

 작품 심사는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개 작품을 선정하여 6월 

24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

이다. 당선자에게는 1등 상금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창동 아우르네(Aurne)>라는 이름으로 조성될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오는 9월 

말 공사를 마무리해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지하2층∼지상5층(연면적 17,744㎡) 규모로 ▴청년 

창업공간(창업 고도화센터) ▴청년 창업가·예술가를 

위한 주거지원시설 ▴중장년 세대 취·창업 및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50+ 북부캠퍼스) ▴동북권 NPO 

지원센터가 한 데 들어선다.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02)2133-8279〕

서울시·SH공사, ‘강일, 서울 컴팩트시티’ 

국제화상회의로 1차 설계공모 심사

 도심 속 저이용 공공시설인 강동구 강일 버스공영

차고지를 혁신해 차고지, 생활SOC, 공공주택이 

어우러지는 ‘강일, 서울 컴팩트시티’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 말 발표한 디자인 혁신 등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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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강일, 서울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 심사 방식을 ‘비대면 

원격 화상심사 방식’으로 진행하여 본선 진출작 

5개를 성공리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채택을 위하여 심사위원 중 과반(4명)을 국제적

으로 저명한 해외 건축가와 조경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심사단을 섭외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 심사위원의 출입국이 제한되어 화상회의 방식

으로 심사 진행했다.

【해외 심사위원 현황】

- Bian Lanchun : 중국 칭화대 교수

- Charles Waldheim : 미국 하버드대 교수

- Thomas Schroepfer : 싱가포르 SUTD 교수

- Viren Brahmbhatt :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

【국내 심사위원 현황】

- 이상윤 : 연세대 교수(Project Adviser)

- 이은석 : 경희대 교수(건축)

- 이제승 : 서울대 교수(도시계획)

- 황기연 : 홍익대 교수(교통)

 

 5월 8일 실시한 화상회의 원격심사는 심사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세텍(SETEC)전시장에 심사장을 

마련하고 영상 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심사장 

상황을 해외 심사위원들에게 실시간 중계했다. 

해외 심사위원은 클라우드(Cloud) 기반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심사장에서 송출하는 카메라 

영상과 해외 심사위원단 영상을 함께 보면서 심사를 

진행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했다.

 ‘심사위원 사전간담회’는 사업개요와 공모목적, 

공모지침, 심사방법 등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해외로 

송출하여 해외 심사위원의 공모 이해도를 높였

으며 사업대상지 설명은 드론(Dron)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뷰 동영상을 활용하여 심사위원에게 

사업 대상지와 주변지역의 현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제안서 등 심사자료는 국제특급 배송을 이용하여 

해외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전달하여 해외 화상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였고 심사장소에 

통역부스를 설치하고 통역 내용을 영상과 함께 

해외심사위원에게 실시간 전송하여 회의 참석자들 

간 언어 장벽을 해소하였다.

 심사는 응모된 제안서 25개 가운데 심사위원의 

투표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5개 제안서를 선정

했으며 해외심사단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를 

E-mail로 주고받음으로서 화상회의로 심사가 진행 

되더라도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비대면 원격 화상심사 방식’으로 5개 제안서가 

본선에 진출함에 따라 최종심사는 오는 7월 16일 

서울 세텍(SETEC)에서 작품심사를 통하여 당선자 

및 입선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심사를 통과한 

당선자에게는 설계우선협상권이 부여되며 입선자

에게는 소정의 설계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본선 진출팀 현황】: 국내사 3개, 해외사 2개 선정

-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한국)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

-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한국)

- Studio Sunggi Park (미국)

- Studio Milou Singapore Pte (싱가포르)

 〔SH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02)3410-7235〕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02)2133-7070〕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6→7∼8차로 

확장…걷고 싶은 거리 조성
 서울시는 수서IC∼세곡동사거리 간 밤고개로를 

기존 왕복 6차선에서 7∼8차로로 확장하고 보행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밤고개로 확장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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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밤고개로 주변 SRT수서역 개통, 세곡2· 

강남 보금자리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나들목IC∼세곡동

사거리 구간 2.75㎞를 총사업비 355억 원을 투입

하여 2017년 5월 착공, 2020년 5월 왕복 7∼8

차로로 확장하였다.

 특히, 수서역∼세곡동사거리까지 도로확장 공사와 

더불어 가공선로(한전, 통신) 지중화공사를 병행 

추진해 보행자 편의와 도시경관이 향상되었으며 

자곡사거리∼교수마을 구간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되었다.

 출퇴근 시간대에 수서IC∼세곡동사거리 밤고개로의 

상습 교통정체와 혼잡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56〕

서울시, 도심권 종로구에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2024년 문 연다
 서울시가 도심권 종로구에 서울 전역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소방합동청사’를 건립

한다. 오는 2024년 완공 목표다.

 119신고 접수부터 현장 활동 원격지휘 통제까지 

통합 관리하는 ‘종합방재센터’와 화재 예방·진압 

등 서울시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재난본부’가 

한 지붕 아래 배치된다. 종로소방서도 함께 입주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는 재난·사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담하고 있지만 현재 중구 

예장동 남산자락에 별도청사로 분리·운영 중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대형

재난·사고 컨트롤타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꾸준히 확산돼왔다. 

 서울시는 현재 종로소방서 자리에(부지면적 1,987㎡) 

연면적 17,789㎡ 규모(지상 12층, 지하 4층)로 

‘소방합동청사’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1~4층은 

종로소방서, 5~8층은 소방재난본부, 9~12층은 

종합방재센터가 입주한다.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서울 

도심에 통합 배치함으로써 서울 전역에 대한 신속한 

재난현장지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종로는 서울 전역 어디서 재난상황이 발생

하더라도 4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30%가 종로 광화문 

도심에 위치해 있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의 

66%가 광화문과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시는 이처럼 서울의 도시적 특성을 고려해 소방

합동청사 건립위치를 광화문 도심권으로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도시 중심부에 

소방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뉴욕이나 동경 같은 

세계 주요 도시의 사례도 참고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현상설계공모 공고를 하고 

2021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0월에 준공한다는 목표다.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02)3706-1353〕

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

단지 조성…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에 들어설 <신혼희망타운>의 설계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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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설계공모 결과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대표 김현호)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작은 ‘창작문화 발전소’와 ‘경계 없는 거리

(Borderless Street)’을 기본개념으로 제시했다. 

▴담장으로 이분화 됐던 주거유형을 하나의 도시로 

결합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공동

주택 건설 ▴예술·문화·창작이 결합된 느슨한 경계의 

가로중심 마을 만들기를 골자로 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당선된 안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옛 성동구치소일대 부지(84,432㎡)는 지난해 7월

부터 금년 4월까지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 계획(안)이 

수립되어 신혼희망타운,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공

기여시설 등 토지이용을 구체화했다. 이후 주민 

의견수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 계획(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신혼희망

타운 공동주택 설계공모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

공사 간 공동으로 공모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공모를 추진한 첫 사례이다.

 공동주택 용지(26,773㎡)는 민간 매각을 통해 

분양주택 600세대 건립 계획으로 현재 매각준비 

중이며 오금역과 인접한 업무시설 용지(9,263㎡)는 

복합 비즈니스·창업 공간 등으로 조성 예정으로 

SH공사가 세부계획 수립 중이다. 

 끝으로 공공기여시설 용지(18,992㎡)는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2021년 

상반기에 확정 할 예정이다.

 이로써 옛 성동구치소 시설물로 주변과 단절되고 

지역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지역이 이웃과 

공유하는 주민소통 공간, 활력이 넘치는 지역, 

주거·경제 등이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변화 될 것

으로 기대된다.

〔SH공사 건설사업본부 (02)3410-7968〕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432〕

서울시, 중림동 ‘손기정체육공원’ 주요
시설 우선개방…9월 정식개장
 중림동 ‘손기정체육공원’이 조성된 지 30년 만에 
‘러닝’을 중심으로 하는 다채로운 문화·체육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러닝의 성지’로 재조성 중인 ‘손기정 
체육공원’의 주요 시설을 5월 27일 우선 부분 
개장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지역주민들
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식 재
개장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중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시설은 ▴러닝트랙 
▴다목적운동장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놀이터 
▴게이트볼장 등이다. 러닝센터와 손기정기념관 
등 2곳은 9월 정식 개장 시 공개된다. 
 서울시는 당초 오는 7월 공원을 재개장할 계획
이었으나 주요시설과 진출입 개선, 수목 식재 등의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기간 중 공원을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조기 개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기정 체육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의 모교인 
양정보고를 1990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이후 
1997년 체육공원으로 변경 지정하였으나 기존 
시설들의 한계로 인해 공원 조성의 취지와 정체성이 
퇴색되어 마라톤·러닝 운동을 즐기기 힘들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공원을 재조명하여 동반자로서의 
손기정과 남승룡 선수, ‘최고’와 함께 ‘최선’을 다한 
수많은 마라톤 영웅을 기념하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고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공원의 주된 변화는 공원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며 축구장으로 이용되던 운동장이다. 시설의 
전면 교체와 함께 위치를 남쪽으로 이동 배치하여 
운동장 북측 비좁은 보행로를 대폭 확대하고 마라톤과 
보행이 가능한 트랙으로 조성하여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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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설치된 이 운동장은 축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마라톤 광장, 야외 요가, 플리마켓 장터 등 

세부 프로그램이 요일별, 시간별 운영되는 문화·

체육 복합공간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손기정체육공원에 신설된 ‘손기정어린이도서관’은 

공원 남측 입구에 자리한 공영주차장 건물 일부를 

활용하여 조성됐다. 공원 진입부에서 처음 마주

하는 이 공간은 당초 관리사무소와 각종 창고로 

사용되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되어 ‘우리의 역사’, ‘최선의 노력’과 ‘협력’의 가치를 

후대에 전달한다.

 공원 내 트랙을 이용하는 러너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러닝센터도 조성된다. 서울로7017 서측 만리동

광장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공원 북측, 가설 

건축물과 임시 화장실로 지저분한 공원 입구를 

정비하여 마라톤 부대시설, ‘남승룡러닝센터’를 

조성하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마라톤 공원으로 변모하는 손기정체육공원 재생의 

발단은 손기정기념관 리뉴얼이었다. 손기정 선수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방문객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이곳의 전시를 전면 재구성하여 마라톤 

영웅들을 재조명하고자 2017년 이 사업이 본격적

으로 시작된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전국 러너와 시민들이 참여

하는 공원 재개장 행사를 개최하여 손기정체육

공원을 도시재생 핵심 거점시설로 육성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02)2133-8644〕

〔중구청 공원녹지과 (02)3396-5852〕

서울시, 시민참여로 기업이 2,500그루 

나무후원…‘나무사랑 챌린지 숲’ 조성
 시민들이 ‘나무사랑 챌린지’를 통해 랜선으로 

심은 나무가 기업후원을 받아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6차선 도로의 매캐한 자동차 매연과 먼지를 

차단하는 완충 숲으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화랑대 철도공원 내 호젓한 단풍나무 숲길로 탄생한다.

 ‘나무사랑 챌린지’란 3천만그루 나무심기 일환

으로 식목월인 4월 SNS에 반려나무 사진을 찍거나 

지정 게시물에 댓글로 나무 이모티콘을 달면 민간

기업에서 서울시에 나무를 후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달라진 일상을 반영

하여 온라인 나무심기 캠페인 형태로 서울특별시, 

㈜KB국민카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트리플래닛이 

함께 기획하였다.

 캠페인 추진결과 총 497천명의 시민이 ‘좋아요’ 

및 ‘조회수’로 캠페인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반려

나무 사진 찍기’ 및 ‘댓글달기’에 9천명이 직접 

참여하여 기업으로부터 총 2,501그루의 나무후원을 

달성하였다.  

 기업에서 후원하는 나무의 일부는 5월 28일(목)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성산

녹지대(청단풍, 복자기 등 1,076그루)에 첫 식재

되었으며 6월 초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경춘선숲길(산수유, 산딸나무 등 424그루)에도 

식재된다. 잔여물량(1,001그루)의 경우, 하반기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여 협력기업에서 점진적으로 

식재해 나갈 방침이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24〕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02)2133-651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설

사업관리 실적을 공공분야 입찰 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

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적관리를 위한 

세부내용을 지침에 정하고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 하였다.



- 16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정 (별표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70% 실적 인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

로에너지건축 인증 기준」 일부 개정

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서는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수수료를 명시하고 있는바 민간의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인증수수료를 감면토록 함

으로써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인증참여 활성화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을 도모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기준」 일부 개정

(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제6조제4항)

  [별표4]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에 한해 인증

수수료의 50% 감액 적용하고 있으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증 등급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나. 재검토 조항 신설(제11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조항 신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0〕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용역업 변경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용역업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이 용역업 변경 등록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7〕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종교시설 

첨탑 등의 전도방지를 위해 공작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1인 가구 및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 규모를 확대하며 공장 

출입구 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따라 고시원 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업종 등장에 

따른 건축물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직통계단 등 

화재안전 관련 적용대상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가. 직통계단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34조제1항)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보행

거리 기준의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여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에 대해서는 보행

거리 50m 이하,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보행

거리 40m 이하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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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규제대상 건축물 명확화

(안 제61조제1항)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규제대상 중 ‘발전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대한 적용 범위 의미가 

불명확하여 방송통신시설과 별개의 발전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종교시설 첨탑 등 공작물 신고대상 확대  

(안 제118조제1항제2호)

  종교시설 첨탑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

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장식탑, 기념탑 등의 

축조신고 대상을 높이 4미터 이상으로 규정함

라. 공장 출입구 상부 건축면적 완화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

  공장 건축물에 물품을 입출고 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미터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하도록 함

마. 다중주택 규모 확대(영 별표1 제1호가목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6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동 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개 층 이하로 규모를 확대함

바. 다중이용시설 위임기준 마련(영 별표1 제4호거목)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     

(별지 제30호의2 서식)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작물을 8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6〕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처분관청이 법령위반 의심 건설사업자에 

대해 청문을 한 경우 청문내용의 진위를 알 수 

있도록 청문일자 및 그 내용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법령위반 의심 건설사업자가 청문

진행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

관청은 등록기준 심사기관에 해당 소명자료에 

대한 확인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임·위탁받은 자는 감리결과 부실진단으로 확인

되고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진단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자 「건설업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6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관청이 법령위반 의심 건설사업자에 대해 

청문을 한 경우 청문일자 및 그 내용을 건설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6장 2.)

나. 법령위반 의심 건설사업자가 청문진행 과정

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기준 심사기관에 해당 소명자료에 대한 

확인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장 6.사.)

다. 위임·위탁받은 자는 감리결과 부실진단으로 

확인되고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진단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별지2 제11조 제2항)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10〕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도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주

계약자 공동도급체의 대표사에 대해 권한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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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책임을 강화함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여건을 조성하고자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주계약자)에게 품질 및 

시공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재시공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 부여(안 제5조

제3항 신설)

나.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또는 분담) 

책임 범위를 기존 계약이행뿐 아니라 안전, 

품질 확보, 책임까지 확대(안 제9조 개정)

  이를 반영하여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등 공동계약 유형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개정(별표1 제6조, 별표2 제6조, 

별표3 제6조 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49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산정기준이 명확

하게 규정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어,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폐기물처리시

설 지하 설치비용 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토지자

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

는 등 본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

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비용 

납부 근거(안 제4조제3항)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산정기준 구체화(안 별표5)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부대시설을 포함

하여 납부하도록 구체적 근거 마련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6〕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전망, 통합재정수지, 일반

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기재정전망의 근거조항 삭제 (현행 제2조 

제3항 삭제)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있던 장기재정전망 근거 조항이 법률로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함

나. 통합재정수지 관련 조항 신설 (현행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통합재정

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

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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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관련 조항 

신설 (현행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작성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조항 개정 (현행 제13조의3 제1항 제8호 개정)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법률 인용 

조항이 바뀐 것을 반영함

마. 타당성 재조사 요건과 면제요건 관련 조항 

개정 (현행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044)215-572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0.6.4. 시행)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통재료 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 

(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신설)

  법률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전통재료 인증 절차를 

①신청 → ②심사(취소) → ③인증서발급(반환) 

으로 구체화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정비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5〕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하는 한편,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배수설비의 사용변경 신고를 하게 하여 

신고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2제3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유역 물관리 체계 하에서 유역 

하수도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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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수설비의 사용 변경 신고(안 제27조제4항)

  종전에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정도와 
관계없이 배수설비의 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
하려는 경우에만 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라. 사용료 등에 대한 가산금 부과(안 제73조제1항)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준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
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44)205-515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관리청인 시군구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
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44)205-514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정기
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정하는 한편, 단일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던 과태료의 상한을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안 제4조제3항
제3호의2 및 제5조제1항제5호·제5호의2 신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
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
놀이시설의 명칭 등을 신고하도록 함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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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인에게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알려주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 신설   
(안 제17조의3 신설)

  1)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한 과태료 금액의 
구분(안 제31조)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단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의 양태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별로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구분하여 규정함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6〕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10.1., 2021.1.1)됨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과 관련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신사업 
수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시설기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  
(안 제4조의3)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허가신청 14일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7일전까지 지역신문 등에 발전사업 내용을 고지
토록 하고 의견 수렴결과를 전기사업 허가권자
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 후 양도 양수 가능한 
사유(안 제5조의2)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일신상 사유, 파산 신청, 강제집행·회생
절차 개시 등 경제적 사유, 천재지변, 화재 등 
재난사유로 계속사업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발전사업 개시 후에도 양도 양수 가능
토록 함

다. 산지 중간복구 관련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절차 해제, 유예사유 등(안 제19조의2, 제62조, 
별표1의2)

  1) 「산지관리법」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준공검사확인증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
토록 하는 한편, 산지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 명령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서면
으로 사업정지를 명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3)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순차적으로 복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정함

라. 전기차충전 과금형 콘센트 전기신사업자 등록 
근거(안 별표1)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시설기준에 ‘전기차 충
전기’ 외 ‘과금형 콘센트’를 포함하여 전기차 
충전시장 진입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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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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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축, 
시스템) 설계심의

○ 동 건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될 예정
으로 당선자에게 실시설계권을 부여함에 따라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조정까지 수반되어 클레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건설기술
심의 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입찰안내서에 심의지적사항 검토결과를 
명확하게 명기할 것

○ 단일 부지 내에 토목(4개 공구), 건축 및 시스템
(2개 공구)로 발주되어 시행되는 공사인 만큼 
① 공사 간섭 방지 ② 공종 간 협의 ③ 공기
지연 최소화 ④ 설계 중복 반영 방지를 위해 
공사완료 시까지 발주처,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가 
참여하는 각 공구를 통합한 전체 TF를 구성
하여 운영할 것

○ Light Beam에 시공되는 유리 및 다른 유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유리의 특성을 분석(단열
성능, 간봉, 파손, 안전 등)하고 특히 라이트빔에 
시공되는 유리는 선팽창계수를 확인하여 준공 
후 누수 발생이 없도록 검토 필요

○ 6개 공구가 각각 별도의 시공사가 수행하게 
되어 선·후행 공종에 영향을 받아 시공사 귀책
사유가 아닌 공기연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현장대리인 등의 관리인원의 배치 최소화 
및 간접노무비의 정산 방법을 관련기준에 따라 
입찰안내서에 명확히 제시할 것

■ 제72차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사전절차 및 용지보상 계획은 철저하게 검토하고 

용지보상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는 조건을 

전제로 금회 사업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출하되 

송수관로의 폐관처리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공학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관련기관(상수도본부 

등 관리기관)과 추가 협의할 것

○ 당초 40개월에서 36개월로 공사기간을 조정

하였으나 작업일수 산정 관련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할 것

  - 지장물 이설에 대한 주요공정 착공일을 공정표에 

보완할 것

  - 재하시험 등 설계내역과 시방기준을 검토하여 

해당공종에 적정 시험일수를 반영할 것

○ 기타

  -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작업조 등 공사비와의 

관계에 대한 설계내용을 검토할 것

  - 근로자 및 장비가 작업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공기반영요소가 있는지 검토할 것

■ 제73차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설계심의

○ 여러 동선이 겹치는 데크참 계획에 대하여는 

경사 및 계단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모듈화 

된 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크기를 키우는 등 

계획을 보완할 것

○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잡석다짐 및 기초 크기를 변경 적용할 것

○ 스크류볼트 규격 등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도면 NOTE와 특별시방서에 보완

할 것

○ 자생수종 중 아교목으로 식재를 추가하는 등 

훼손지 식재계획을 보완할 것

○ 샛길폐쇄구간에 대하여는 식재계획을 추가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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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차 쌍한교 재설치공사 설계심의

○ 기존 쌍한교를 이용하던 보행자의 경우 평시에는 

인근에 위치한 징검다리, 세월교 및 수유교를 

이용하면 되고 홍수 시에는 인근 수유교를 

이용할 것이므로 가교 설치의 필요성 없음

○ 상부구조 제작 관련 용접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커버 플레이트 축방향 좌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고 합성형 플레이트 

거더와 비교하여 안전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지 

검토할 것

○ 교대부 주열식 말뚝기초 관련 파이핑에 대한 

검토와 군말뚝 영향을 고려한 지지력 재산정 

후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한 무조인트 

공법사례를 조사하여 수평변위를 수용할 수 

있는 뒷채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할 것

○ 교량 시점부 자립식 가시설의 경우 자립 높이가 

높고 굴착 바닥부 수동저항층의 지층조건도 

양호하지 않으므로 가시설 형식의 추가 검토나 

수동저항부 지층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 제75차 시립송파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굴착구간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차수대책 필요여부를 검토할 것

○ 북측 외부 데크는 헬리오시티 측 경사면 하부에 

위치해 있어 우수의 유입이 용이하고 일조량 

부족에 따라 우수의 건조가 어려워 하부지지 

철물 및 데크의 부식의 예상되므로 우수에 

강한 자재로의 변경을 고려할 것

○ 플랜터 1, 2, 3, 옥상측 (L-010, L-011, 

L-012, L-013, L-107)

  - 플랜터 벽체 및 바닥 구조 건축 벽체와 플랜터 

벽체 이음부 누수 예상

  - 무근 벽체를 건축슬라브 위에 설치로 구조 

취약, 연결부 누수 우려

  - 벽체 내부 조경토 채움 : 플랜터 내부 조경토가 

붙임몰탈 및 두겁석과 연접하여 부적합

○ Y1∼Y2열 켄틸레버 보는 Y1열 RC 벽체가 

연속되는 사항도 고려하여 2층보는 전이보로 

상세검토 요망. 또한 CB5에 대한 처짐(장기

처짐) 검토 및 시공 중 특기사항 명기 요망

○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의 장기적인 성능, 효율 

모니터링 기능 확인

■ 제76차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설계심의

○ 버스정류장 설치계획은 보다 구체적인 버스노선 

운영계획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적 

위치를 검토하고 설치방안을 도출할 것

  - 8구간 김포방향 버스베이는 버스정류장 신설에 

따른 선형 불량, 교통흐름 저해 등이 예상

되므로 버스노선 운영계획 및 빈도 등을 고려

하여 필요여부 및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

  - 6구간 신길역 교차로는 엇갈림구간 안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교통섬 조정, 

버스정류소와 노들로 진출차량 분리방안, 신호

체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것

○ 자전거도로는 일부 구간에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전체 구간의 자전거도로 연계성, 보행자 

안전 및 보도 분리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 설치구간 및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

○ 당산철교구간 신설 버스정류장 부근 보도 가각부

에는 충격흡수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강화

할 것

■ 제77차 물재생센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구상 

용역발주심의

○ 수처리시설 배치 및 부지활용 관련

  - 공사 중 기존 처리시설의 철거 및 신설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무중단 운영계획을 고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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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시설의 장래 신설 및 개량 등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부지활용 

방식, 위치, 기간 등을 검토할 것

○ 관련 용역 연계검토 필요

  - 난지물재생센터는 분뇨처리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가 추진 중이므로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 현재 추진 중인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시설용량 재산정 용역」에서 제시되는 최신 

수처리기법을 반영한 시설계획을 검토할 것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 적용 가능한 에너지시설로 연료전지 외 방류수 

낙차를 활용한 소수력발전, 유휴 부지를 이용한 

소규모 풍력발전 시설 및 태양광패널 설치, 

소화조 가스(메탄, 수소,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대안 제시 필요

○ 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사업기간 산정 관련

  - 처리시설의 계획검토 및 소요 사업기간 산정 

시 처리시설별 시운전 절차를 검토할 것

■ 제78차 금화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수치시뮬레이션, 

모형실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과업

내용서에 반영

○ 공사 중 화재안전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반영

○ 과업내용서에 진입차단설비에 대한 필요사양

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 옥내소화전 설치 내용 보완

  - 내진설계 및 동결방지대책 제시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호스릴방식 선정

○ 과업내용서에 소방시설 T.A.B 시행 반영

○ 공사 중 교통심의가 필요할 수 있는 바 교통

분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면허사항 명시

○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성능 및 수치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과업내용서 상 오탈자 수정 및 관련법령 추가·

현행화

■ 제79차 7호선 건대입구역∼신대방삼거리역 간 

정밀안전진단심의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안전법 제12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진

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할 것

○ 안전진단용역의 실질적인 상세조사 및 결과분석 

등을 통해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안전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의 수행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과업구간을 분할

하여 용역사별 시행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안전진단용역 성과(조사, 시험, 보수·보강 방법의 

타당성 등)의 적정성 심의 시 분할하는 등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전차 점검 및 진단, 보수이력을 상세히 추적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할 것

■ 제80차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 설계심의

○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으로 제시한 우회경로 

선정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우회도로 분산교통량을 감안하여 가로 및 교차로 

지체도 분석 필요

○ ST BOX 거더 철거 시 거더 상부 슬래브 콘크

리트 철거 필요성 재검토 (크레인 인양 능력, 

수평 절단시간, 경제성 등 불리)

○ 시점부 L형 옹벽 구간 등은 단면 크기를 감안

하여 압쇄기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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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차 생태하천 시범 조성사업(성내천) 설계심의

○ 정체수역 해소 운영방안 타당성 제시

  - 방류관로 설치를 금회분과 장래분으로 구분한 

운영방안에 대해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

○ 가시설 구조 안전성 확보

  - 기존 차집관로 보호를 위한 가시설(POST 

PILE)에 대한 좌굴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 

및 기존차집관로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구조계 

변경에 따른 안전성 확인

○ 펌프장 기계설비 적정성

  - 수문 유압배관은 관 재질을 고려한 적정 압력을 

토하여 관경 결정

  - 펌프 도장두께(20㎛이상)는 최소 두께에 부족

하므로 도장 횟수(3회) 고려하여 도장두께 

적용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지침서를 별도 작성할 것 (펌프장 운영 

매뉴얼 포함)

■ 제83차 청계 하수역사 체험관 조성 용역발주심의

○ 과업내용서의 세부계획기준 번호 수정 및 유입

관로 계획 재검토

  - 유입관로는 관람객들에게 하수유입 과정을 

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체험의 공간임에도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관람객의 이용에 

제한이 따르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어 가족

단위 관람 시 동행이 어려워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장치나 설비를 충분히 

갖추어 가족단위의 체험공간이 되도록 반영 

검토바람

 ○ 용역손해배상 보험 관련사항을 추가할 것

  - 설계자는 부실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2017. 04.11.)” 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

상의 성실 의무 등)”에 따라 용역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유입펌프장 시설의 보수·보강 계획 수립 시 

기존의 공용중인 펌프장 시설의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전시, 체험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유지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할 것

○ 설계기준의 (2)조명 및 전열설비’ 내용 중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

  -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도

설계로 전력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0차 오금배수지 상부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공사 구역 전반이 인공지반이므로 식재규모와 

수종에 따라 방수 및 방근에 대한 사항이 검토

될 수 있도록 할 것

○ 공사 시행에 따라 배수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유무가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

○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하고 

토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양질의 토양으로 

치환하여 식재하도록 할 것

○ 조명기구는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조명

기구 효율 배광 등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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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7차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11건을 제안하여 86건 채택 

(채택률 77.5%)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36,291백만 원에서 3,473백만 원 

절감(절감률 9.6%)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9.6% 10.0% 23.2%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지정변경
      ⇒ 파일지정 독립기초+내수압슬래브 → 

지내력지지 온통기초 (감액 2,258백만 원)
  - 경관/미관성 향상
    ∙ 계단실 벽체마감
      ⇒ 콘크리트 면처리+수지미장+친환경 수성

페인트 → 내벽 몰탈바름+친환경 다채
무늬도료 (증액 17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소방펌프 규격 변경
      ⇒ 펌프 단수 변경 또는 임펠러 추가 설치는 

추가 비용이 발생, 정격토출압력 재산정
하여 동력 감소를 대안으로 부분 반영함 
(감액 37백만 원)

■ 제8차 군자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55건을 제안하여 50건 채택 

(채택률 90.9%)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7,898백만 원에서 469백만 원 절감

(절감률 5.94%)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5.9% 32.2% 40.6%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대지 기준 레벨을 전체적으로 적정 레벨로 

변경
      ⇒ 대지 전체의 FH 높이 조정으로 사용자의 

진출입 및 건물 외부의 사용 편의성, 
시공성 향상 (감액 0.3백만 원)

    ∙ 가시설 전개도를 재검토
      ⇒ 버팀보 높이를 조정하여 C.I.P 벽체를 

버팀보 2단으로 지지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성 향상 및 공사비 절감 (감액 
78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그라우팅 형식을 재검토
      ⇒ 천공 후 그라우팅 주입 시 압력을 가하여 

확폭함으로써 차수효과 개선 및 지반
보강을 통한 안전성 향상 (증액 71백만 원)

■ 제10차 농업공화국 조성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68건을 제안하여 52건 채택 

(채택률 76.5%)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8,635백만 원에서 298백만 원 절감

(절감률 1.0%)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0% 31.7% 33.1%

○ 주요대안내용
  - 경제성 향상
    ∙ 지하1층 발전기실 출입구 변경
      ⇒ 계단을 1개소 축소하고 발전기실 출입구 

변경하여 경제성 향상 (감액 0.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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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절약성 향상
    ∙ RAKER공법을 Earth anchor공법으로 변경

적용
      ⇒ 벽체시공 원활 및 건설장비 이동성 확보 

(증액 42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옥외 보안등에 방수용 접속함 적용
      ⇒ 규격제품으로 시공성 및 이용객의 안전성 

등 향상 (증액 1백만 원)

■ 제11차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52건을 제안하여 42건 채택 

(채택률 80.8%)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69,250백만 원에서 4,661백만 원 

절감(절감률 2.8%)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8% 2.1% 3.6%

○ 주요대안내용
  - 유지관리성 개선
    ∙ 개별네트워크 구성을 통합관제 조건에 맞게 

통합네트워크로 구축
      ⇒ 분야별로 분리된 네트워크 및 망 분리 

구성 → 전체 분야를 통합네트워크에 
통합망 구성 (감액 3,981백만 원)

  - 유지관리비 리스크저감
    ∙ UPS 출력단에 있는 Mold TR 

1,000kVA를 삭제
      ⇒ UPS 출력단 Mold TR 1,000kVA 설치 

→ UPS 출력단 Mold TR 1,000kVA 
제외 (증액 73백만 원)

  - 운영효율성 개선
    ∙ 분할 CCTV 방식을 통합 CCTV로 변경
      ⇒ 분할 CCTV → 통합 CCTV (감액 

21백만 원)

2020년 5월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주요 내용

■ 제2차 길동배수지(1,2지) 내부 방식공사에 

적용할 신기술의 적정성 심의

○ 보수재료의 층간 재건조 시간을 명확히 제시

하고 표면온도가 이슬점(Dew point)온도(3℃) 

이상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기준을 보완

할 것

○ 도장결함 발생 시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비하여 하자 원인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 단면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별도 발주

(시공) 시 본 방식공사와 상호 중첩이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해당 배수지 내부에 도막계와 패널계가 동시에 

시공됨에 따른 이질재료 간 연결부위의 수밀성에 

대한 대응대책을 수립할 것

○ 피도면 수분 응축 방지를 위해 도료의 가사

시간 내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방기준을 

보완할 것

○ 작업 공간 내 조명 기준, 화재예방, 밀폐 공간 

등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기준 수치, 필요 수량, 대피로, 밀폐 

공간 진입 시 사전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제3차 신림6배수지 내부 방식공사에 적용할 

신기술의 적정성 심의

○ 인증된 신기술의 기술범위는 부식된 강구조물의 

보호를 위해 세라믹코팅제를 사용하는 강구조물 

보수도장 공법이나 발주부서가 적용하고자 

하는 보수대상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신기술 

인정범위를 벗어남

○ 건설신기술의 기술범위에 관하여 건설신기술 

지정기관(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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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론 필름과 클로즈 셀 형태의 폼이 결합된 방수시트에 양 날개 접합부를 

적용한 2중 보강방식의 복합방수공법(제886호)
(보호기간 :  2020. 4. 17. ～ 2028. 4. 1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물리적 강도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일론 필름과 클로즈셀 형태의 폼이 결합된 

일체형 다층구조의 방수시트(나일론 필름·클로즈셀 폼·나일론 필름·알루미늄 필름·부직포·발수재)로 

제작하였으며 방수시트 하부에는 수증기 배출을 고려한 엠보형태를 균일하게 배치하였다. 방수시트의 

확장형 양날개는 상·하부에 부착되는 형태로 제작하여 방수시트 간 연결 시 접합부를 2중 보강

방식으로 물길을 차단시키며 방수층과 바탕면과는 접합부위에서 뜬 구조로 형성되고 양 측면을 

고점도 도막방수재로 고정함으로써 시트 접합부에 가해지는 응력을 완충시킨 접합부 보강형 복합

방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  사  명 발주자 시공규모(㎡) 공사기간 시공위치 특징

잠실5단지8개동 옥상방수 잠실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

11,658 2018.06.15∼2018.09.17 베란다 바닥 발주처 시공

파주운정우체국 옥상방수 경인지방우정청 508 2018.06.01∼2018.06.05 경기장 지붕 발주처 시공

연세대재활학교 옥상방수 연세대 재활학교 412 2018.09.10∼2018.09.21 학교 지붕 발주처 시공

삼육대부속유치원 옥상방수 삼육대부속유치원 288 2018.09.17∼2018.10.05 학교 옥상 발주처 시공

본사별관 옥상방수 조선일보 190 2018.09.10∼2018.10.31 학교 옥상 발주처 시공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 고려대학 423 2018.08.01∼2018.08.30 공항 건물 옥상 발주처 시공

스마트팩토리 옥상방수 한국기술 교육대 445 2019.02.01∼2019.02.28 학교 옥상 발주처 시공

의정부성모병원 옥상방수
카톨릭학원의정부 

성모병원 1,015 2018.06.15∼2018.06.30 건물 옥상 발주처 시공

태릉클럽하우스 옥상방수 국군재정 관리단 1,868 2018.12.01∼2018.12.31 학교 옥상 발주처 시공

동아출판안산공장 신관 옥상방수 동아출판 2,916 2019.05.27∼2019.06.26 학교 옥상 발주처 시공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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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신청인이 보유한 2종의 선행 건설 신기술(건설신기술 제326호, 제394호)을 포함한 

약 60여 년(Since 1960)간 축적된 방수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집약하여 이루어낸 최신의 진보된 

기술로서 시트 간 접합부는 물론 모서리부(헌치부), 드레인 등 누수 취약부에 대한 세심한 보강을 

통해 보다 기술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시공이 매우 용이한 기술로 탄생시켰으며 신기술이 보급될 

경우 매우 다양한 건축·토목 구조물 방수층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재료 및 방수공법별 비교
신기술 건설신기술 811호 건설신기술 829호

기술 내용

일체형 다층구조를 가진 방수시트에 

엠보형태를 균일하게 배치하였고 방

수시트의 확장형 양날개는 상․하부에 

부착되는 형태로 제작하여 방수시트 

간 연결시 접합부를 2중 보강방식으로 

설계된 복합방수공법

폴리복합시트를 액상형 도막층에 결합한 

복합방수공법으로 접합부 시공 시 별도의 

결합 재료가 아닌 시트에 삽입 고정

된 접합부 연결 테이프를 적용하여 

폴리에스터 섬유락 구조를 형성시킨 

기술임

육각형 벌집 형태의 수평 섬유층과 

재생폴리에틸렌 필라멘트 형태의 수직 

섬유층으로 구성된 입체구조의 시트에 

일액형 액상방수재를 주입하고 시트 

접합부를 Z형으로 시공하는 복합방수

공법임

신기술과의 
차별성 -

신기술은 접합부 상하부를 연결하여 

탑다운의 2중 보강 접합부를 구성한 

것과 차별성이 있음

신기술은 별도의 접하부 테이프 없이 

접합부 날개 부분이 상하부를 연결하여 

탑다운의 2중 보강 접합부를 구성

기존 옥상 노출 공법 기술과의 차별성(기존 건설신기술 비교)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술 분야 활용 가능성
장기적 내구성 향상 기술

 - 유지보수 비용 절감(경제성 확보)

 - 기존의 주요 하자(접합부 파단, 부풀음 등) 문제 해결

유지관리 및 보수기술

 - 건축구조물 장기수명화 기술 확보

 - 기존의 방수층이나 누름콘크리트(보호층)를 제거하지 않는 간편한 보수시스템 개념 

전환으로 품질향상 기대

관련 기관의

각종 기준, 규격, 지침

 - 학회/관련 유관기관 및 관공서의 기준, 지침 작성

 - 신축 및 보수공사 유지관리 지침 작성 및 보완

신기술의 활용가능성(기술적 파급효과)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기존 복합방수공법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접합부 하자에 의한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수시트 간 접합부 2중 보강방식(Top-Down 2중 공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

으며, 시트 상하부에 나일론 필름을 적용하여 시트의 강성보강 및 방수재 간의 일체화 증진을 

가능하게 하였고, 시트 하부 엠보 형태의 시트는 바탕면의 균열 및 습기로부터 효과적으로 대

응 가능하도록 독창적으로 설계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너부(헌치부)용 2중 절연방식의 부착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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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로 취약부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였다. 또한 신기술은 별도의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복잡하지 않은 시공 공정으로 빠르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간단한 

시공은 남녀노소 누구나 소정의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손쉽게 시공이 가능하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 상기 금액은 건설구조물 옥상방수공사 1㎡ 바닥 시공 시에 대한 일위대가임

   ※ 재료비 및 단가출처 : 신기술 원가계산서[(사)21C국민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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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구분 신기술 기존 신기술(811호) 기존 신기술(829호)

재료비 27,985 39,295 42,012

노무비 16,921 10,398 13,910

경비 723 309 -

합계 45,629 50,002 55,922

신기술 대비(%) 100 109 123

기존기술과의 경제성(직접비) 비교(바닥)        (단위 : 원)

   ※ 출처 : 신기술 원가계산서((사)21C국민경제연구소)

  (3) 공사기간

기존 신기술과의 공정수 비교

  (4) 유지관리비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811호) 기존기술(829호) 비고

수명 15년 15년 15년

30년 기준
　

취득원가 63,165 66,366 74,979

철거 및 재시공 원가 72,028 75,227 83,844

합계 135,193 141,593 158,823

신기술 대비(%) 100 104.7 117.5

수명주기비용 원가분석

  (5)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본 신기술은 유지보수에 특화된 방수공법으로써 종래의 비노출 공법들의 옥상방수 보수 공사 시 

방수층 상부의 누름층을 제거하고 기존 방수층을 제거한 후 신규 방수층을 시공하였던 것과는 

달리 기존 누름층의 제거 작업이 필요 없다. 또한, 누름층 상부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방수층 

시공 후에도 누름층을 시공할 필요가 없는 노출 공법으로써 기존 공법에 비해 경제적(공사기간 

단축, 폐기물 발생비용 절감 등), 구조적으로 우수한 공법이다.

      이에 누름층 제거 시 발생되었던 소음, 분진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공사비용(철거 및 누름층 재시공 등) 및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 32 -

인구감소 및 쇠퇴 시대를 대응하는 

일본의 지방도시 재생 전략:

구라시키시 미관지구와 다카마츠시 에코 

콤팩트시티 사례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 지방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지

역 산업과 기능이 쇠퇴함으로써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대응과 전략들은 

주요한 벤치마킹 사례로 다루어져왔으며, 지금도 

다양한 지방도시 발전 전략 추진을 통해 우리에

게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도시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

역자원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일본의 구라시키

시 미관지구와 다카마츠시 에코 콤팩트시티 사

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역사적 경관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구라시키시 미관지구

1. 역사적 경관의 형성과 미관지구 지정의 배경

 일본 주고쿠(中國) 지방의 오카야마현에 속한 

구라시키시는 17세기 에도시대부터 이어져온 물

자 수송의 집산지로서 전통적 창문구조와 기와, 

흰색의 벽체를 가진 가게와 창고를 중심으로 버

1) 이 글은 2019년 12월 22~28일 동안 ‘생태산업도시, 서천군의 
미래발전 구상 및 전략 수립’ 연구에서 수행한 일본 출장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드나무 가로수가 어우러져 뛰어난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시기부터 형성된 창

고들과 마을, 그리고 상점가들은 메이지유신 등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 시대에도 그 모습을 이어

왔으며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보존을 토대로 한 

발전을 이루어왔다.2)

 그러나 1960년대부터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새로운 도시와 건축을 위한 

개발의 붐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구라시키시

에서는 1968년 ‘전통미관 보존조례’를 제정하고 

미관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역사적 경관과 전통적 

건축물들의 보존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

2. 미관지구 제도 도입 및 구역 지정

 구라시키 미관지구는 지역 주민들이 먼저 보존운동을 

시작하고 이후 공공인 시와 국가의 지원으로 보존

운동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1968년에 제정된 

초기 ‘전통미관 보존조례’에서 20.7ha의 미관지구를 

지정하였고 1975년부터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1978년에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 조례’를 제정

함으로써 보존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2) 1900년대 방직소, 미술관, 은행 등 주요 건물들이 건축되었고 
이 과정에서 1949년 지역의 부유한 지주였던 오하라의 주 도로 
도시아름다움협회가 설립되었음. 이때부터 흰벽보존운동 추진 
등 일본의 전통 건축양식을 보존하면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됨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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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관지구 보존사업의 주요 내용

 구라시키 미관지구에서는 역사적 건축물의 특성

을 보존하고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전통적 건축

물, 비전통적 건축물, 신축 건물에 대한 보존 수

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전통

적 또는 비전통적 양식의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전통양식을 따른 수리를 지원하고 신축 건물은 

외관 디자인에 대해 구라시키 전통양식을 따르

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관

리를 하고 있다.

 건축물 보존사업과 함께 미관지구 내 거리에 

대해서도 역사적 가로경관을 구현하기 위해 거리

에 맞닿은 건물 전면부와 담장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선 지중화, 하천 정비, 바닥포장과 

공중화장실의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4. 배경경관 보존을 위한 건축물 높이 규제

 미관지구 보존을 위한 제도는 1980년대까지 큰 변

화 없이 이어져오다가, 일본의 거품경제 시기에 미관

지구 주변으로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대형 호텔들

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서 미관지구 내에서 바라보는 

원거리 전통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해 1990년 ‘보존지

구 배경보전 조례’를 제정하여 지구 주변 건축물 개발

에 대한 높이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배경경관 보존을 위한 건축물 높이 규제는 지붕선을 

기준으로 앙각과 방향에 따라 건축물 규제 높이와 범

위를 차등화하여 배경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건축

물 인허가 시적용·운영하고 있다. 배경보전구역 내에

서 건축물의 높이는 최저 20m 이하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최대 100m까지로 범위를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

으며 높이 규제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5. 보조금 지원 및 관광 활성화 정책

 미관지구 내 건축물을 전통양식으로 보존 수리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와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

을 수 있다. 보조금은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 

내 전통적 건축물은 800만 엔, 비전통적 건축물

은 500만 엔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

통미관 보존지구 내 건축물은 최대 400만 엔까

지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예산 내

에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시

에서 지원한 후 국가에서 추후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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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시의 생존을 위해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주요한 전략 중 하나로, 구라시키 미관지

구에서도 관광객 방문과 체류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전문 디자이너가 

참여해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의 특색 있는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밤낮을 구분하

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30대 

여성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서 

영국식 차를 판매하고 SNS에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 관광객들의 관광 편의를 위해 

간판에 영어를 병기하고, 각종 홍보자료 등의 번

역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섯 개 국어를 

지원하는 공식 웹사이트 개설, 시즌별 이벤트 개

최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 기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생 전략: 

다카마츠시 에코 콤팩트시티

1. 다카마츠시 에코 콤팩트시티 추진 배경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방도시 인구 감소

에 따른 도시 공동화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콤

팩트시티(압축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이며,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

방도시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

마츠시는 오카야마현 남측 세토나이해에 인접한 

시코쿠(西國) 지방의 카가와현에 위치하고 있으

며, 일본 지방도시 중 선도적으로 콤팩트시티 계

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

역이다.

 다카마츠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자 감소, 병원, 복지시설 등의 이

용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도시 

외곽지역에 주거지와 쇼핑몰 등이 개발되면서 도

심 내 유휴부지가 발생하고 기성 시가지에 입지

한 중앙상점가들이 쇠퇴하게 되는 등 원도심 공

동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 

구조와 기능재편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그 해결

책으로 에코 콤팩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2. 에코 콤팩트시티의 개념과 전략

 다카마츠시가 추진하는 ‘에코 콤팩트시티’는 도

심에 도시 기능을 집적시키고 외곽의 교외 지역

은 도심에서 필요로 하는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생산, 공급하는 개념이다. 도심지역의 밀도를 높

임으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확산보

다는 거점을 활용한 압축을 통해 이동거리를 줄

여 병원, 복지센터 등 생활 인프라 이용의 효율

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3)

 이를 위해 상점가를 도심에 밀집시키고 대중교

통 노선을 확대 및 연계하여 이용자를 증대시킨

다. 또한 인구 이주정책 등을 펼침으로써 인구를 

도심으로 유입시키고 고령자와 청년층, 유소년 

등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다카마츠 에코 콤팩트시티 계획의 

핵심이다.

3) 다카마츠시의 에코 콤팩트시티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공공 교통망 구축, 교
외지역과 중심시가지 간의 기능적 연계 등 을 중시하는 환경친화적 공생도시
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콤팩트시티 개념과 차별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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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한 압축적 토지이용과 인

구 유입 유도

 다카마츠시 에코 콤팩트시티의 가장 주요한 전

략은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압축적 토

지이용을 위한 공간구조 재편이다. 현재 도시의 

중심시가지인 마르가메마치 상업지구에서는 행

정, 생활, 의료, 문화, 교육, 복지 등 각종 도시 

기능을 집약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르가

메 중심상업지구는 도심재개발을 통해 도심부 

중심상가를 활성화하고 공공에서 지원하는 저렴

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와 기능이 유입되는 외곽 거점

구역에도 복지시설(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의료

시설, 면사무소 출장소, 진료소, 슈퍼, 은행 등을 

설치하고, 교외지역에는 향후 새로운 개발을 지

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지방도시에서 입지적정화계획을 수

립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

며 마르가메 중심상업가의 재개발사업에서도 정

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카마츠 시민

이 교외지역에서 도심지역이나 이주촉진구역으로 

이주 시 5년간 금융권 이자 지원이나 현금으로 

보조해주는 금융지원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4. 중심시가지 내 대중교통 및 자전거도로 확충

 다카마츠시 에코 콤팩트시티는 또 하나의 전략

으로써 환경오염과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자가용

의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버스 및 기존 철도체

계를 활용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들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카마츠시는 기

후가 온화하고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자전거

를 이용한 통근·통학과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여

건을 가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버스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노선 및 배차를 확대하고, 철도역과 환승·연계가 

원활하도록 도로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다

카마츠 도심업무지구에 위치한 중심도로에는 자

전거-도보 혼용도로를 설치하고, 카가와대 주변

을 비롯한 남측 도로에는 차선을 줄이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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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의 편리

성을 높였다.

맺음말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감소와 지방도시 쇠퇴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라시키시의 역사문화자원

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와 다카마츠시의 에코 

콤팩트시티 사례는 우리나라 지방도시들이 공통

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감소와 도시쇠퇴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으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해주고 있다.

 그동안 많은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온 일본의 역

사적 지역 보존과 도시재생 사례들과 달리 일본

의 콤팩트시티 정책 추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

는 만큼 그 경과와 성과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

심과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특히 일본의 에코 컴

팩트시티 정책은 지방정부 주도의 특화된 계획 

수립과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결합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

행이 우리의 생활방식뿐만 아니라 국토와 도시 

분야의 기존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긴요한 현 시점에서 이 글

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들이 향후 우

리가 나아가야 할 국토·도시 계획과 정책 방향

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DfT, 2018, The Road to Zero : Next steps 

towards cleaner road transport and 

delivering our Industrial Strategy

구라시키시청. 2017. 구라시키시의 마을보존과 경관

행정 특성. 발표자료.

_____. 2019. 구라시키 미관지구. 발표자료.

구라시키시 문화재보존과. NHK 프로그램 

‘BURATAMORI’의 구라시키 탐방. 내부자료.

다카마츠시청. 2019. 도시구조의 집약화를 향한 시책 

패키지. 발표자료.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 37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5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77
물재생센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구상

․ 수처리시설 증설 및 주민친화시설 

수요 파악, 부지활용계획 등 (955)
조건부

채택
토목

78
금화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
․ 제연설비 1식(2열 L=555m)

4,433

(305)

조건부

채택
기계

83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 유압펌프장 984㎡

․ 유입관로 250m

4,582

(420)

조건부

채택
건축

90
오금배수지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오금배수 상부 공원조성

3,300

(199)

조건부

채택
조경

설  계

심  의

71

영동대로 지하공원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공사(건축, 시스템)

․ 지하7층/지상1층

․ 연면적 111,902.46㎡

631,300

(24,474)

조건부

채택
건축

73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 ․ 순환산책로 1.54㎞ 조성
3,500

(41)

조건부

채택
조경

74 쌍한교 재설치공사
․ 당초 폭 8m, 연장 57m

․ 변경 폭 12m, 연장 63.6m

6,509

(284)

조건부

채택
토목

75 시립송파 실버케어센터 건립
․ 지하3층/지상4층

․ 연면적 8,426.11㎡

12,430

(620)

조건부

채택
건축

76 노들로 구조개선
․ 연장 L=8.5㎞

․ 폭 B=17.5m∼41.0m

14,006

(379)

조건부

채택
토목

80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
․ 남 : 폭 8.0m, 연장 522m

․ 북 : 폭 7.5m, 연장 461m

14,477

(359)

조건부

채택
토목

81
생태하천 시범 조성사업 

(성내천)
․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

12,933

(883)

조건부

채택
토목

정밀안전

진단심의
79

7호선 건대입구역∼신대방

삼거리역 정밀안전진단
․ 연장 16.044㎞

(1,626)
조건부

채택
토목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72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 도로 확장 4.78㎞ (서울시 구간 1.25㎞)

․ 신내IC 연결로 신설(2개소)

94,000

(2,706)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7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 지하3층/지상7층

․ 연면적 14,106㎡

47,598

(1,520)
- 건축

8 군자동 복합청사 건립
․ 지하2층/지상5층

․ 연면적 2,997.07㎡

15,415

(316)
- 건축

10 농업공화국 조성
․ 지하2층/지상2층

․ 연면적 11,194.34㎡

28,635

(1,558)
- 건축

11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169,251

(4,443)
- 기계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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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0년 5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0. 5.

건     축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세부기준 
수립 용역 등 17건

946 925

교 통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건

197 197

기 계 설 비
분뇨처리시설 협잡물종합처리기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2,167 1,928

도 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2건

210 210

도 시 계 획
안암 창업밸리 조성을 위한 활성화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등 6건

1,541 1,534

상 하 수 도
마곡지구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 고도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

3,382 3,221

소 방 
지하공동구 등 소방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건

20 20

전 기 통 신
한강공원 주차장 및 수영장 전기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62 17

정 밀 진 단 지하도상가 내진성능 정밀평가용역 등 2건 80 69

조 경
길동생태공원 환경 개선 기본계획용역 등 
5건

231 226

하     천
한강공원(양화지구) 부상형 매점 설계용역 
1건

55 55

기 타 인왕산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 등 3건 273 267

 계 52건 9,164 8,669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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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6.16. 6.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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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0.
7.17.

6.2.~6.5. 7.4. 7.17. 7.20.~7.23. 8.29.~9.13. 9.25.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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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5.6. 5.6.~5.9. 5.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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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3.24.~3.27. 4.19.~4.28. 5.8. 5.11.~5.14. 6.13.~
6.28.

7.10.~
7.17.

6.2.~6.5. 6.28.~7.4. 7.17. 7.20~7.23. 8.29.~
9.13.

9.25.~
10.8.

9.8.~9.11. 10.11.~10.17. 10.23. 10.26.~10.29. 11.28.~
12.13.

12.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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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식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
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
에서 유래했다.
 기존의 규제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는 그 일환으로 기존에 규제가 있더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했다. 2018년 3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행정규제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며,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 총 195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다.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고 승인기업
에서 출시한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를 
가시화하였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으로 기업은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서는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또한 실증을 위한 특례로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 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구역, 규모, 
기간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63호), www.krihs.re.kr]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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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