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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과 같은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해 6개월, 

2년, 5년 주기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샘플검사가 아닌 전수검사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관리 해야 한다.

 그러나 시특법 시행령은 점검자의 육안검사 방법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점검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교통통제 후 제한된 시간 내에 인력 기반으로 시설물을 안전점검 하므로 점검자의 전문성에 

따라 주관적인 결과가 생산될 수 있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부정확한 점검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부터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영상촬영 기술과 컴퓨터 비전 기술의 발전으로 

점검자의 육안검사를 비전검사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 알파고에 

의해 대중에게 알려진 딥러닝(Deep Learning)의 등장과 함께 시설물 안전점검 패러다임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인공지능의 등장

 2016년 3월 서울의 포시즌 호텔에서 진행된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DeepMind Technologies 

Limited) 알파고(AlphaGo) 간의 바둑 대결은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최고의 인간 실력자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으며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에게 승리한 사건은 인류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중들은 일부 영역이긴 하지만 인간의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인공지능으로부터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게 되었다. 알파고 사건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친숙해진 인공지능 기술

은 1955년에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 존 맥카시(John McCarthy)에 의해 최초로 개념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생각보다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97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의 딥블루(Deep Blue)는 당대 체스 세계 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를 격파시켜 인간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여기서 머신러닝은 딥러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칼  럼

 인공지능 기반의 시설물 안전점검
   
    김 씨 동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다산컨설턴트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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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러닝은 딥러닝 출현 이전에 인공지능의 대명사였던 뉴럴넷(Neural Network)을 훈련시키는 방법

인데 뉴럴넷은 얕은 은닉층(Hidden Layer)을 가지고 있었다. 

 은닉층이 깊이가 깊을수록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1997년 당시에는 컴퓨팅파워

(Computing Power)의 부족과 백프로퍼게이션(Back Propagation, 인공지능 학습기법의 하나) 기법의 

한계로 깊은 은닉층 자체가 불가능 하였다. 

 인간의 두뇌는 수천 개 이상의 레이어로 구성된 은닉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이 고민하는 실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수백 층 또는 수천 층 정도로 깊은 은닉층이 필수적이다. 

 딥러닝의 등장으로 최근 상대적으로 깊은 은닉층을 대상으로 신경망에 대한 실험이 성공하였고 최대 

152층의 레스넷(ResNet, Residual Network)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차이는 특징 추출 방법인데 머신러닝은 인간이 문제의 특징을 정의해주어야 하므로 머신러닝은 

인간의 수준(Human Level Performance)을 뛰어넘을 수 없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는 머신

러닝 또한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딥러닝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의 특징을 알고리즘(algorism)이 스스로 정의 하므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도 딥러닝이 해결하며 인간의 수준 이상의 성능구현도 가능해진다. 

 인간은 업무수행 시 85% 이상을 시각정보에 주로 의존하며 그 외 청각 및 촉각을 활용한다. 인공

지능 분야는 시각정보 처리, 음성인식, 번역, 문자인식, 금융데이터 처리, 예측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고 어떠한 분야가 메인 비지니스(Main Business)로 자리 잡을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인간이 시각

정보처리에 많이 의존한다는 점으로부터 일정부분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 인공지능의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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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머신러닝과 딥러닝

3. 시설물 안전점검

 1) 시설물 안전점검의 역사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한 사건이 발생하여 출근하거나 등교하고 있던 시민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였고 그 

가운데 32명이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성수대교는 1977년 4월 착공하여 1979년 10월에 

준공된 15년 밖에 되지 않은 교량으로 이 사건으로 건설 분야에 만연해 있던 부실공사와 부실감리, 

안전검사 미흡이 집중적으로 폭로되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 

학계, 시민사회단체, 토목분야 전문가그룹이 모여 관련법의 제정에 관해 검토하였고 1995년 4월 6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미처 정비하기도 전에 5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건이 1995년 6월 29일에 발생하여 부정부패와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던 우리사회에 또 한 번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2) 시특법의 개정

 2020년 2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건설기술진흥법 1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 기술을 안전점검 시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점검자의 주관적인 육안조사에 의존했던 과거의 점검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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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하여 첨단의 영상센서, 최신의 딥러닝 기술 및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된 프로세스 기반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3) 해외기술의 도입

 영상촬영 및  컴퓨터비전을 활용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기술은 광학센싱기술(Optical Sensing 

Technology)이 고도로 발달하고 소니, 파나소닉, 니콘, 캐논 등 글로벌 광학카메라 브랜드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일본의 NEXCO, TONOX, TOSETU, 계측검사㈜, 

Kurave, 퍼시픽컨설턴트 등은 10여년 이상동안 컴퓨터비전 기반의 터널스캐닝 기술을 현장해 적용

해 왔으며, 특히 NEXCO는 1,000㎞ 이상의 영상기반 터널점검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기술들은 전통적인 이진화기법(Threshold)에 기반 하여 균열을 검출하는데 이는 인공

지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혁신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의 사회분위기로 인해 아쉽게도 인공지능의 

기술 적용은 아직까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2010년대 초반 국내의 K사는 일본 지댓쿠사의 이진화기법 기반 영상처리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

하여 많은 터널에 적용실적을 축적하였다. 또한 2010년대 후반 국내의 A사는 일본 Kurave사의 터널

스캐너와 이진화기법 기반 영상처리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여 활발히 적용중이다.

 4) 인공지능 기반 안전점검 기술개발

 앞서 언급한 일본의 기술도입은 첨단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균열검출 성능이 높지 

않고 자동화된 시스템 기반이 아니므로 작업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기술의 확산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국내의 인공지능 기반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자동화 기술을 보유한 D사는 국토교통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자체기술로 4K급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되고 20㎞/h 중행 중 균열폭 0.1㎜, 

40㎞/h로 주행 중 균열폭 0.5㎜의 균열 촬영 및 분석이 가능한 터널스캐너와 인공지능 기반의 균열

검출 및 안전점검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건설신기술 최종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림 3]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터널스캐너로 AI 기반 남산1호 터널 안전점검 실시(딥인스펙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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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AI 교량스캐너로 천호대교 등 안전점검 실증(NIPA, 딥인스펙션 제공)

[그림 5] 인공지능에 의한 안전점검 패러다임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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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술의 발전방향

 알파고의 등장과 함께 화려하게 대중들에게 소개된 딥러닝은 과거 머신러닝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현실세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딥러닝이 지능적으로 되기까지 수백만 장 이상의 

대량의 학습데이터를 요구하고 인간과 달리 새로운 태스크(task)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며 추론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① XAI (설명가능 인공지능, eXplainable AI)

 다른 영장류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능력 중 하나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안다는 것과 추론

이유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적능력을 모방한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은 아쉽게도 이러한 설명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블랙박스라 칭하며 

단순히 추론결과만 출력할 뿐 그 과정은 인간에게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아군을 공격하는 AI 전투로봇, 하늘과 전복된 트레일러를 구분하지 못하는 테슬라 자율주행차 등의 

위험한 사례를 양산할 수 있다.

 미국 국방 고등연구 프로젝트 사무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은 

이러한 딥러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 과학자와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2021년 4월까지 XAI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팀은 AI의 역량을 예측정확도 뿐 아니라 

AI가 갖춰야 할 새로운 역량으로 “설명능력(eXplainability)” 개념을 도입하고 XAI를 AI가 최종결론에 

이른 이유와 그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새로운 AI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있다. 

 DRAPA에 의하면 XAI는 최상의 기계학습 기술을 창조할 것이며 explainable model 개발을 통해 

사용자가 이해하고 신뢰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부터 발효되는 일반정보보호법에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항목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항목을 마련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시민의 권리 보장하고 있으며 설명기능이 

없는 인공지능 및 딥러닝 알고리즘의 시장 진출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년 내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개척영역인 인공지능 기반의 안전점검 관련 분야에서 십수 년 간 일본 기술에 주로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국내 연구진의 독자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기술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글로벌 기술선도적인 XAI 기반의 객체인식 기술의 확보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뒤를 쫓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의 변방이라는 그릇된 오명을 벗는데 크게 일조

할 수 있을 거라 감히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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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eta-러닝

 터널, 교량과 같은 공공시설물 결함영상을 취득하기 위해 특수차량 또는 무인비행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와 같은 고가의 촬영장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결함발생 직후 주기적

으로 보수를 하므로 결함 영상은 교통사고 영상과 같이 희소(sparse) 영상으로 분류되어 대량으로 

취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일본과 같은 기술 선진국에서도 딥러닝의 

도입이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서는 유독 더디게 진행되었던 듯하다. 

 Meta-러닝은 딥러닝과 달리 신규 클래스에 대해 소규모 데이터셋(10장 내외)만으로 충분한 성능을 

보이며 데이터 불균형 및 새로운 클래스의 데이터도 추론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결함영상(박리 등)은 발생빈도가 낮아 결함유형 간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러한 불균형은 딥러닝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Meta-러닝은 이러한 데이터의 불충분함 및 클래스 

간 데이터의 불균형으로 인한 딥러닝의 성능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는 Meta-러닝이 인간의 보편적인 지적능력의 모사를 추구하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한걸음 더 다가간 기술로 진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4. 결언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과 같은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분야는 약 25년간 인간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과가 도출되는 기술 및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간주되었다. 국민소득이 꾸준히 증가하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현 정부 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외치고 있다.

 알파고와 함께 등장한 딥러닝 기술은 이러한 기술 집약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산업의 패러다임을 컴퓨터 비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혁신하고 있다. 경제적이고 정확하며 

빠른 인공지능 기반의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켜 매년 천억 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비용을 활용하여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분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건설

분야가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연상시키는 다소 진부한 산업분야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컴퓨터 비전 

기술, 최신 IT기술 등 첨단기술의 격전장이 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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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뉴딜 생태계 조성’ 한국

에너지공단과 MOU 체결
 서울시가 ‘서울형 그린뉴딜’ 추진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

하는 분야인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6월 1일(월) 서울시청에서 ‘그린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로에너지건물 

확대 등 건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그린 일자리 창출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방안에 적극 협력

키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신축 공공건물 등 제로에너지

건물 도입·확산 ▴에너지 다소비 건물 관리 강화 

▴기존 건물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서울시 태양광 

실증단지 운영 참여 및 태양광 보급 확산 ▴에너지

신산업 지원 등 관련 산업 육성 등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중 상징성 높은 건물을 선정해 건축 과정부터 

제로에너지건물 컨설팅을 진행하고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분야로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산한다.

 서울지역 에너지 사용량의 약 13%를 차지

(2018년 기준)하는 대학, 병원, 백화점 등 470

여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원단위(건물 

바닥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수준을 평가하여 

미흡한 건물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등을 통해 에

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EERS1)제도를 활용하여 LED, 엘리베이터 회생제동

장치, 변압기 등 민간건물의 고효율 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1)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에너지공급자효율
향상의무화제도) :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 목표를 부여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제도

 서울시가 구축 중인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운영에 참여, 관련 기업에서 개발 중인 태양광 

제품의 효율 등을 성능 검증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촉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등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할 계획이며 ‘마곡 플러스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2020년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한국에너지

공단, 민간기업이 공동 참여 중에 있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시작

으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와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태양광 확대 보급 등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적

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가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소규모 공공건물과 민간건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를 시행하여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공공건물부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용 태양광시설에만 지원하던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서울형 FIT)를 적정 발전량 

계측시설을 갖춘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까지 확대함

으로써 민간의 태양광 발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그린뉴딜’을 선제적으로 추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 개선책, 민간 지원책 

등을 적극 발굴해 연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주요 방안인 

그린 뉴딜 정책이 서울의 선진 사례와 보완책 

등을 통해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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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그린뉴딜 시책 추진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온실가스 넷 제로(NET ZERO)’에 기여

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 산업 분야와 태양광 

등 신재생 산업분야를 병행·결합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556〕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02)2133-3577〕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조사 완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017년 1월 

의뢰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가 지난 2020년 5월 28일 완료 통보되어 

제3자 제안공고(안)을 마련 후 법적절차인 기획

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및 서울시 의회 동의 

등을 거쳐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3자 제안공고(안)에는 ▴전시·컨벤션(전용 12만㎡ 

내외) ▴야구장(3.5만석 내외) ▴스포츠콤플렉스

(1.1만석 내외) ▴수영장(공인 2급 규모, 5천석) 

▴수변레저시설(70척 내외) ▴호텔(900실) ▴ 문화·

상업·업무 시설 등의 설치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서 작성 지침, 성과요구수준서 및 평가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3자 제안공고 이후 2021년 상반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과정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본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투기적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주변

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장 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수요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02)2133-827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02)2133-4677〕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실시계획인가 

…사업추진 속도
 서울시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강남구 

개포동 567-1 일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6월 11일 

인가 고시했다. 2016년 12월 구역지정 이후 4년 

만이다.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룡마을은 도시 내 생활터전을 상실한 철거민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자생적으로 이주하면서 

집단촌락을 형성, 현재는 1,100여 세대가 거주

하고 있다. 최초 지정된 구역이 2014년 지정 해제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강남구의 

요구조건인 수용·사용방식을 전면 수용, 사업이 

재추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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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6년 12월 구역지정에 따라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 협의체, 거주민 협의체, 관계

기관 TF회의 등 수십 차례 협의와 회의, 자문 

등 검토 과정을 거쳤다. 

 목표는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은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로또분양을 방지하는 동시에 거주민 재

정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시는 해당 구역에 4천 세대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1,107가구에 이르는 기존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재입주를 추진한다. 거주민들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파격적으로 인하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1개소와 의료연구단지, 공공

복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각 단지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 명품

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단지 내 

공존해 조화를 이루는 ‘소셜믹스’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검토한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TF를 구성, 

지속 운영해 단지 개발의 최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최소화해 원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자치구·거주민·

토지주 등과 논의해 최대한 추진 일정을 단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02)2133-4642〕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자연성회복 및 

사계절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조성 후 30년이 경과한 

잠실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새 단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설계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는 국경을 뛰어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로 진행되었으며 총 

11작품(국내 9, 해외2(프랑스1,인도1))이 참가, 

5작품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6월 4일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된 당선작은 ㈜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의 ‘Wonderful Land-환상의 

대지 그리고 경이로운 공간’이며 당선팀에게는 

실시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심사위원회는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 

운영위원(PA)인 ㈜씨토포스의 최신현 대표를 포함한 

조경·건축 분야로 구성된 5인의 심사위원, 1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당선작인 ‘Wonderful Land-환상의 대지 그리고 

경이로운 공간’은 한강 주변의 자연적 요소가 

직·간접적으로 결합된 경관을 제공함과 동시에 

유지·관리·통제가 용이한 도심형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두터운 자연적 경계를 

통한 장소 만들기 ▴사계절 프로그램 재구성 ▴
한강과의 자연적 연결을 위한 지형설계 ▴시·공간적 

맥락을 반영한 식재를 대상지에 녹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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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는 ▴경관 및 지형을 고려한 계획 ▴인위적

이지 않은 자연성 회복 방안 ▴주야간 및 사계절을 

고려한 공간 조성  ▴실현가능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심사위원장인 최신현 대표는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묶어 집중적인 공간으로 풀어낸 것이 좋았으며 

기존 한강공원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사계절 활용 

가능한 공간 조성에 가장 충실한 안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공모의 최종심사는 ‘디지털 심사장’

에서 참가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심사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서울시는 당선팀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 시민들

에게 새로운 한강 수영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02)3780-0899〕

서울시,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국제공모…7.17까지 접수

 서울시는 7월 17일(금)까지 올해 처음 국제적으로 

개최되는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설치될 

작가정원 5개 작품에 대한 국제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서울정원박람회가 

첫 국제행사로 치러지는 만큼 작가정원은 전 세계 

정원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서울만의 특색이 

반영된 일상 속 존치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공모주제는 ‘Link Garden, Think Life’이다. 

단절된 도시 공간을 정원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원을 통한 물리적 생태계의 연결, 심리적 

커뮤니티의 연결, 이를 통한 도시 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전 세계 조경가와 정원 

디자이너들과 함께 서울시만의 정원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10월 8일(목)부터 

10월 18일(일)까지 서울로7017과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역(중림동, 만리동)에서 개최하며, ‘숲과 

정원의 도시’, ‘걷고 싶은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의 연결과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개최

하고자 한다.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국제공모’ 

접수는 7월 15일(수)부터 7월 17일(금)까지 3일 간 

온라인접수이며 국내·외 정원관련 분야 전문가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총 5개 팀(팀당 최대 2명)을 

선발하고 각 팀은 기업과의 협업 출품도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출품신청서, 작품도판(A2 사이즈), 

작품설명서, 국내외 정원 출품 및 수상 경력서 

등을 운영사 이메일(klam@chol.com)로 제출해야 

한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팀은 손기정

체육공원(서울시 중구 손기정로 101)에 개소 당 

150㎡ 면적의 작가정원을 조성하며, 개소 당 

4,500만원의 조성비를 지원한다. 조성 후 10월에는 

2차 현장심사를 통해 금상·은상·동상을 선정하여 

총상금 2,400만원을 시상한다.

 본 공모전은 PROJECT SEOUL(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 새소식(https://project.seoul.go.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2〕

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서울시, 국내 

최초 ‘설계의도 구현제도’ 전면시행

 ‘2019 서울시 건축상’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주목받은 

'문화비축기지'와 '서소문역사공원'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건축가가 설계도면 완성 후에도 손을 

놓지 않고 마지막 준공까지 꾸준히 참여해 자식을 

키워내듯 자신이 의도한 디자인을 구현시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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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이와 같이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

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건축가는 건축물의 토대가 되는 구조와 설비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직접 설계하지만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과정에서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건축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

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실제 시공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설계안과 달리 

시공되는 일을 막고 공사 담당자들은 빠른 의사

결정과 불필요한 설계변경 예방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 국제설계공모에 해외 건축가들의 

참여와 당선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설계자의 

업무와 건축과정도 세계적 기준에 맞춰 국내·외 

건축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①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②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③설계자의 참여보장 

세 가지로 추진된다. 

 첫째,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

하는 '설계비요율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둘째,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디자인 의도

전달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

장비의 확인·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을 수행한다. 

 셋째, 설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 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기간 중 업무범위의 적정성, 현장감리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제시된 대가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

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공간개선단 (02)2133-7637〕

서울시, 월드컵공원 등 6개소에 어린이가 

기획하고 만드는 ‘자연친화놀이터’
 흔히 ‘놀이터’하면 떠오르는 놀이기구 가득한 공간이 

아닌 자연 속 공터에서 아이들이 직접 흙과 나무, 

돌 같은 재료로 자연친화적 놀이터를 만들어보고 

다양한 놀이 활동도 기획하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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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마포구 월드컵공원, 강동구 암사역사

공원 등 6개 공원에서 ‘시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꿈의 놀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활동부터 

시작하고 오프라인 활동 시작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꿈의 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사회의 참여로 운영되는 커뮤니티형 놀이공간

이다. 아이들이 직접 놀이터 이용규칙을 정하고 

어떤 놀이터를 만들지 상상하고 기획한다. 정형화된 

놀이기구에서 벗어나 나무 등 자연물을 이용해 

울타리를 세우고 물길을 만들고 모래성을 쌓는 

등 모든 놀이과정을 주도한다.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만들어 갈 ‘놀이터활동가’가 배치돼 놀이

활동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6개 공원은 ▴마포구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 

노을공원) ▴도봉구 밤골어린이공원 ▴강북구 

벌리어린이공원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양천구 

신월동근린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꿈의 

놀이터 운영이 가능한 대상지 6개소와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각 놀이터별로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놀이터 만들기에 주도적

으로 참여할 ‘어린이 꿈놀이단’ 90명을 6월 23일

까지 모집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와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이메일(ecobuddy@hanmail.net)로 

신청 받았다.

 ‘어린이 꿈놀이단’으로 선발되면 랜선 놀이터 탐방, 

놀이터 상상, 놀이터 그리기, 나만의 놀이터 이름 

짓기 등 사전과정을 먼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오프라인 활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작

한다. 11월 초까지 놀이터별로 20∼30회 정기적

으로 모여 놀이터 안전교육과 함께 놀이터 이용

규칙을 정한다. 놀이터 상상하기, 울타리 설치, 

놀이집(아지트) 만들기, 숲밧줄놀이 설치,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 공간 꾸미기, 꿈의 놀이터 홍보 활동을 

한다.

 각 놀이터별로 배치되는 ‘놀이터활동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어린이 간의 

거리두기, 놀이 후 손 씻기 등을 지도한다. 다양한 

놀이와 체험에 필요한 공간과 재료를 준비하고 

어린이가 상상한 꿈의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 간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꿈의 

놀이터’ 사업을 통해 ‘시민이 선정하는 아름다운 

놀이터’와 ‘2020 서울놀이주간’도 운영한다. 어린이 

놀이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시민참여를 통한 놀이터의 

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44〕

서울시, 동부간선도로에 ‘태양광 방음

터널’…300가구 사용 전력 생산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상계8동∼의정부

시계 구간(479m)에 5,472㎡ 규모의 ‘태양광 방음

터널’을 설치해 연간 3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83만㎾h 전력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방음터널’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에 도로 소음을 차단

하는 방음 기능까지 제공된다. 터널 위에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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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을 얹는 기존 방식과 달리 방음 성능을 

갖춘 태양광 패널 총 2,736매를 연결하는 방식

으로 설치되었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총 902.8㎾ 규모다. 

연간 약 36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32,120그루의 

나무를 심은 대체효과가 나타나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방음유리 자재비로 13.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20년 동안

(2.2천만 원/년) 총 4.4억 원의 부지임대료를 받게 

된다.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발전사업자 다스코㈜가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을 투자하고 20년 간 총 18억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비를 회수한다.

 또 20년 이후 기부채납 받아 시가 직접 운영하면 

연간 3천2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된다. 다스코㈜는 20년 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

하면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가져간다. 

 한편, 도로 폭이 좁은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

의정부시계 구간은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여 

오는 2020년 12월 차질 없이 개통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79〕

서울시, 은평∼관악 ‘서부선 경전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2028년 개통

 서울시가 불균형 개발로 인해 수십 년 간 이어져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대표적 교통

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도시철도로 잇는다. 

이를 통해 심각했던 지역 간 교통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하고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를 갖춰 

서울시 대중교통의 사통팔달 체계를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한국

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연장 16.15㎞,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되며 기존 5개 간선 도시철도와 

환승하며 연계하는 지선노선으로 2000년대 초 

노선을 계획한지 20년 만의 결실을 맺었다.

 ‘서부선 경전철’은 현재 국토교통부 승인 과정인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도 반영되어 대중

교통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이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북·서남부를 도심부와 

직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을 완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도시철도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지닌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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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이래로 

상당기간 동안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쉽게 예단

할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최신 데이터베이스

(KTDB) 적용, 검토기간 중 확정된 철도계획

(GTX-B 등) 추가 반영과 더불어 KTDB 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으로 하여금 수요

예측을 위한 효용함수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다 정확한 분석(평가)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올해 6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서부선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과도하게 

우회하던 이동경로와 복잡한 환승으로 지체됐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촌, 

여의도와 같이 대학·상업·업무지구 등 통행수요가 

많은 지역까지 한 번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1·2·6·7·9호선과도 환승하며 주요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단축돼 출퇴근 등 이동시간이 크게 

감소된다.

 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계기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된 만큼 앞으로 민간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2028년

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02)2133-2241〕

서남권 첫 공공 ‘서서울미술관’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다…화상심사
 서울시가 오는 2023년 금천구에 건립하는 ‘서서울

미술관’을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 설계를 통해 

서울을 대표할 건축물로 건립한다. 서울 서남권 

최초의 공공미술관이자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이다.

 서울시는 국내·외 저명 건축가가 대거 참여하는 

국제지명설계공모를 통해 ‘서서울미술관’의 설계

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모운영위원회를 거쳐 

지명한 5개 팀(해외 2팀, 국내 3팀)2)이 참가한다.

 중국 3대 건축가 중 한 명인 리우 지아쿤(Liu 

Jiakun),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로저 

리베(Roger Riewe), 여행업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월드 트래블 어워드’에서 3년 연속 ‘한국 

최고의 리조트’로 선정된 힐튼 남해 골프&리조트를 

설계한 민성진 등 유명 건축가들의 참가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는 최종 당선작 선정을 위한 심사를 6월 

26일 열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untact) 화상심사로 진행했다. 심사 전 과정은 

유튜브 ‘도시공간개선단’ 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심사는 전문가 5인의 심사위원단이 맡았다. 특히 

‘공원 속 미술관’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하버드 

GSD대학 조경학 교수인 니얼 커크우드(Niall G. 

Kirkwood) 교수를 초빙, 조경 분야에 대한 심사

에도 중점을 두었다. 

 최종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체결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도시공간개선단 (02)2133-7722〕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도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주

계약자 공동도급체의 대표사에 대해 권한에 비례

2) ▴THE_SYSTEM LAB(김찬중) ▴One O One Architects(최욱) 
▴SKM Architects(민성진) ▴Jiakun Architects(Liu Jiakun, 중국) 
▴Riegler Riewe Architekten(로저 리베,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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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책임을 강화함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여건을 조성하고자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주계약자)에게 품질 및 

시공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재시공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 부여(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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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을 위해 불법

외국인력을 퇴출하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업역규제를 폐지

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5991호(2018.12.18. 공포, 2021.12. 19. 시행), 

법률 제16136호(2018.12.31. 공포, 2021.1.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2020.4.7. 공포, 2020.10.8.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주자의 건설공사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종합·전문 업역 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나.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

   (안 제31조의2 신설)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함이 

원칙이나 신기술·특허 등의 공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복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

하도록 함

다. 임금직불제 적용 공공기관 확대

   (안 제34조의5 제1항 신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자 함

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

(안 제44조의2 및제87조제1항제5의2호 신설)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청년층 진입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전문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마.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

(안 별표 3의2 제2호 마목 및 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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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고 노무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고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월간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재협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을 

보완하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의 예산집행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그 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하

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시기를 대상사업의 

굴착공사 완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안 제14조)

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월간보고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다. 흙막이 공법 및 차수 공법 변경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50조제3항 신설)

라.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협의기간 산정 

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현행법령과 통일(안 제80조제2항)

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기준을 운영위탁기관의 

기준으로 변경(안 제124조제1항)

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운영규칙 

수립 근거 마련(안 제127조제1항)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벌점 측정기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무사망사고’ 및 ‘현장관리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계의 지속적인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벌점 측정

기준 조정, 벌점 심의절차 도입 및 벌점부과 기간

의 정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7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벌점측정기준 조정(별표 8)

 1) 구조물의 중요도 및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체계화

 2)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경우 벌점

기준 삭제

 3) ‘소홀히’, ‘불성실’,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의 명확화

 4)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을 신설하여 현장여건을 

소명할 기회 부여

나. 공정한 벌점부과를 위해 위원회 심의절차 도입

(제87조제5항)

다. 벌점 부과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으로 정의(제87조제8항)

라. 공동도급 시 도급비율별로 벌점 부과토록 현행

유지(제87조제2항)

마. 인센티브 제도 도입(별표8)

 1) 점검을 많이 받은 업체 중 벌점부과율이 

20% 이하인 경우 0.2∼1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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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에 20∼59% 

벌점 경감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운행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위·변조 등 부정행위 

및 부정·부실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 건설기계 등에 대한 검사주기를 개편하고 

검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을 강화하며, 검사 내실화를 

위한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1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가. 시·도지사의 직권 등록말소 강화(안 제6조) 

 1)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

하도록 함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운행 

제한 강화(안 제12조)

 1)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건설

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다. 정기검사명령 제도 도입(안 제13조)

 1)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검사 명령·수시검사 명령·정비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용·운행중지명령제 도입(안 제13조의2)

 1) 정기검사·수시검사·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검사증 확인을 의무화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는 건설
공사에 사용·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마. 부정·부실검사 처벌 강화(안 제14조)

 1) 부정·부실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요건 확대

바. 부정사용 금지 신설(안 제34조의3)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등록번호표,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 금지 

[시행규칙]

가. 정비명령 이행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안 제31조)

나.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정(안 별표 7) 

 1) 기중기의 유효기간을 단축(1∼3년→1년)

 2) 항타·항발기의 유효기간 단축(3년→1년)

 3) 터널용 고소작업차(2년→1년)

 4) 기령이 10년 초과된 도로주행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트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트럭지게차)의 유효기간 단축(1년→6개월)

다. 검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강화(안 별표 9)

라.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50% 인상

    (정기검사 기준 55,000원→82,500원)

 2) 현장검사의 경우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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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지원 관련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요 용어 정의, 

지원사업 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주체, 방식 및 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3조∼제5조)

나.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대상사업, 지원

절차·기준 등 민간이자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제9조)

다. 공공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절차·기준 등 공공

건축물 지원사업 실시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제12조)

라. 우수사업자 선정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및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제정 (안 제13조∼제14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753〕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 현황과 국토계획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국토계획 수립 및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국토모니터링의 추진과 관련된 「국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228호(2020.4.7. 공포, 2020. 10.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8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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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473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설계

공모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

에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안 제17조제7항)

  공공기관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세움터)에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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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안 제19조제2항)

  설계자 참여(설계의도 구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안 제21조

제1항제1호)

  건축공간연구원 독립 법인화에 따라 공공건축

지원센터 지정대상을 ‘국토연구원’에서 ‘건축공간

연구원’으로 변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20.6.9. 공포, 9.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률용어 일괄정비(법률 제

17326호, 2020.5.26.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1) 사업주와 달리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 발생

 2) 도급인의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2)481-486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조건을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공정한 경쟁유도를 통한 산림

기술수준 향상과 사업 품질을 확보하고자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 취소 기준 

마련(안 제4조제5항)

나.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15조)

다.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이행(안 제29조)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8816〕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178호, 법률 제16607호)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정하고자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더불어 다수의 광역 지자체에 상수원을 공급

하는 광역상수도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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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24조의3 및 안 제24조의4 신설)

 1)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관리는 환경부령에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관련 사항이 수도법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지정 변경요건,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관련 조항 신설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상세 의무 제도의 

도입(안 제34조의3)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수도법에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 의무 

사항을 체계적인 관세척 등을 통한 수질관리, 

수업관리 및 누수탐사·복구 등을 통한 유수율 

관리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하고, 그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송·배·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제도 

마련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세부 

기준 마련(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및 안 

제35조의3)

 1) 상수도관망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단순위탁 범위에 상수도관망의 위탁을 포함

시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또한 상수도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수도법에 

따라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마.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상세 기준 마련

(안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

관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 등급 및 직무범위 등의 

기준과 자격증 교부절차 등을 마련함

바.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절차 및 역할 구체화

(안 제46조의2)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하는 

제도가 수도법에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파견 

요건 등을 정하고 사고 대응·복구·상황관리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수돗물 사고 발생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사.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65조의2)

  당초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기술진단 수행자의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별표로 신설하고 더불어 진단보고서의 

거짓 작성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67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관리 업무는 유역

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위임하고 상수도관망

시설운영관리사는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함. 한국

환경공단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임·위탁하며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업무인 유역수도

지원센터의 설립·운영도 수자원공사에 위임·위탁함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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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소방

시설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며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 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3)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4)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

(안 제20조)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 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

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어

(2017.10.24., 국무회의 심의 의결) 이를 위해 국무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

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음

 2) 한편,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및 이를 위한 비용 

보전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목적인 전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합함(법 제48조)

 3)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

전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4)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과 더불어 원전 비중 축소를 유도하여 

적정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이루어 

궁극적으로 전체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됨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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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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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차 7호선 신대방삼거리∼온수 종단부 간 

정밀안전진단심의

○ 철산∼광명사거리역(S1∼S4)에서 발생된 균열 

및 신풍∼대림역 구간의 누유량 발생구간에 

대해 원인자를 확인하고 근거 및 향후 보수

보강 방법, 비용 부담 등 행정 처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에 보완하여 수록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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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할 것

○ 서울교통공사는 향후 정밀안전진단용역 추진 시 

상세한 외관조사와 시험 등을 통해 효과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용역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행하고 심층적인 자문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심의를 구간별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 강구바람

■ 제84차 4호선 동대문∼충무로역 간 정밀안전

진단심의

○ 동대문∼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간 청계천 하부

구간 터널이 당초 비배수형에서 배수형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데에 따른 안전성 등 기준 

마련할 것

○ 충무로역과 3호선 교차 구간의 사균열이 3호선 

Slab에도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연계성 

등을 확인하여 수록할 것

○ 지하수 유출량 자료를 보고서에 수록하고 누수량과 

비교 검토하여 유지관리 방안 제시할 것

  - 지하수 용출량과 진단에서 적용한 지하수위계의 

데이터, 조인트 또는 균열부 누수 여부 등을 

상호 비교 검토 필요

○ 서울교통공사는 진단용역이 충분한 외관조사 

및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충분한 용역기간을 

감안하여 시행할 것

■ 제85차 홍제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PSC 거더 내부 경사균열이 전차 정밀안전진단 

대비 2배 이상 증가되었는데 원인 및 균열의 

진행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진단 시 균열의 진행성 여부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보수된 위치(균열대장 작성 등)를 

별도로 표시하기 바람

○ 교량 상부 체수, 교각 하부 피복 부족 등에 

따른 교각 하부 열화로 인해 콘크리트의 박리·

박락, 균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교각 하부 염화물 함유량이 D등급으로 평가

된 부분은 표층 염화물 제거, 표층 도장 등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 재하시험 등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 구간과 

향후 시행할 구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필요

○ 강변3공구 받침부 사이드키 탈락이 발생치 

않도록 받침 교체 순서 등에 대한 명기 필요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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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차 상수도 실습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실습장 시설계획 및 규모 관련

  - 실내실습장 용도별 공간 수요를 감안하여 

요구하는 실과 실별 개략적 시설 규모가 제시

될 수 있도록 할 것

  - 시설물안전법 및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지침

(환경부)과 연계하여 유지관리 점검항목에 

대한 실습 필요성 및 시설계획 검토 필요

  - 상수도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활용

패키지와 NCS 학습모듈을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 필요

○ 과업기간의 적정성

  - 현장실습장 시설의 구체적인 규격과 배치, 

배치망 구성, 교육컨텐츠 개발 등 과업내용 

실행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위해 용역기간 

증가 필요

○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보완

  - 서례기준 및 시방서는 개정된 코드화체계로 

수정

  - 건축설계관련 적용기준 및 공사시방서를 추가

할 것

■ 제91차 헌릉로 확장 기본설계 심의

○ 내곡IC 연결로 구간은 가감속 및 고속화도로

와의 연결 특성,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방안 필요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연결램프-B의 최대편경사를 

6%로 하향 적용하는 방안 검토

  - 곡선반경, 종단경사 등을 고려 정지시거를 

반영한 차로부 확폭을 검토하고 운전자 안내

시설을 충분히 설치

○ 헌릉교 재설치 관련 설계도서를 보완할 것

  - 공사기간 고려 시 우기가 포함되는 점을 감안

하여 성토재 수급 등 가축도 철거 및 재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은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보고서 및 도면에 상세하게 보완할 것

○ 가시설 지보공법은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상 

오류가 없도록 보완할 것

○ 공사시방서는 서울시 전문시방서 등에 따라 

대상공사에 적합하도록 개정된 코드체계로 

작성할 것

■ 제92차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한 

지장물조사 과업을 추가하고 불명확한 지하

매설물 위치에 대해서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줄파기 및 GPR탐사 내용도 추가할 것

○ 교통량 조사는 개선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통현황조사 범위, 교통량조사, 교통시설조사, 

운영현황, 신호체계 조사 등의 과업내용을 

구체화할 것

○ 사업추진으로 성동교 상 서측보도가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된 공사 중 

교통처리 및 보행대책을 세밀히 검토토록 과업

내용을 보완할 것

○ 장래 교통수요예측과 관련된 교통수요예측 시 

주요가로 및 교차로 소통실태 및 주요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

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수정할 것

○ 환경영향검토 시 건설폐기물처리,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조정할 것

○ 교량확장에 따른 고려사항으로 기존교량과 

신설교량의 연결에 따른 구조계 변동사항,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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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존구조물 측량을 반영한 신설교량 설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

○ 교량받침장치 검토는 상하구조물과의 연결 

구조를 반영한 해석 및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93차 2, 4호선 시청∼을지로입구역 등 13개 

구간 정밀안전진단심의

○ 당초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설계·완공된 구조물에 

대해 현재 설계기준인 강도설계법으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도시철도 구조물의 일관성 

있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설계기준(강도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정립이 필요함

○ 일부 구간이 허용응력설계법에서 ‘B등급’이 

강도설계법에서 ‘C등급’으로 안전성이 하향된 

구간에 대해 추가 보강 및 구조안전성 검토를 

면밀히 확인하기 바람

○ 벽체 심부 구속철근까지 침투된 균열에 대해 

별도의 추가적인 정밀조사와 그 결과를 바탕

으로 보수·보강 대책수립을 검토바람

○ 터널 내부에 유도동판의 유지관리 시 난연, 

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 제94차 서울역(구역사) 옥상녹화 조성공사 

설계심의

○ 서울로7017과 연계사업이므로 명확한 콘셉트를 

위해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에 반영

할 것

○ 주 동선에서의 시점을 고려하여 늦가을~초봄

까지의 경관을 보완할 것

○ 바닥포장패턴으로 복잡한 경관이 연출되지 

않도록 할 것

○ EPS블럭 설치구간별, 규격별 물량산출표 및 

시공상세도를 추가할 것

○ 볼라드등, 수목투사등의 기초는 볼트와 너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한 접지는 

연접접지와 개별접지로 할 것

○ 서울로 연결구간 입구 건물에 다양한 수직녹화

기법을 검토하여 계획을 보완할 것

■ 제95차 물재생센터 환경숲 조성공사 설계심의

○ 유지관리비용을 추가로 투입하기 어려우므로 

저관리형 수종선정 및 식재기반을 조성할 것

  - 유실수의 경우 관리가 쉬운 수종으로 변경

하고 집중관리가 가능한 장소로 식재 계획

할 것

○ 공사비나 설치 위치 등을 감안하여 이동형 

플랜터 설치계획은 제외할 것

  - 수목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 시 고정형 

플랜터 설치 여부를 검토할 것

○ 이용이 많은 공간은 경관성을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식재기법을 다양화하고, 비이용시설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해 계획을 최소화할 것

○ 계절별 생태적·경관적 숲과 녹지공간을 고려한 

식재계획을 수립할 것

  - 사업 초기 효과를 위해 관목 및 초본류를 

밀식하지 말고 대상지 특성 및 향후 유지관리

(통기성)를 위해 식재밀도를 조절할 것

○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유도시설을 보완하여 줄사철을 식재할 것

○ 측백나무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토양개량 및 

시비방법 등 미로원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서에 명시할 것

○ 인공지반을 고려하여 식재계획에 아교목을 

반영할 것

○ 공원녹지정책과와 협의하여 식재계획을 보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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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차 3,4호선 교량 궤도시설물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자재의 성능시험 및 검증은 자재의 신규 개발 

시 제조업체에서 하는 사항이므로 설계과업

에서는 삭제 필요(설계자는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적용)

○ 태양열 및 직사광선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함과 난연재료이어야 한다는 내용 및 종형의 

종단에 따라 높이를 쉽게 조정하도록 할 수 

있는 재료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이는 설계

업무에서 제외)

○ 신규적용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및 검증이 기본

설계에 포함되어 있고 설계기간이 기본설계 

2개월, 실시설계 3개월로 기본설계 기간이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규자재에 대한 검증은 

삭제하고 시험은 실시설계에 포함 필요

○ 기존 목침목에서 다른 침목(합성수지 침목 등)

으로 교체 시 교량에 재하되는 하중의 변경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 시에는 자체공법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 검토 필요

■ 제97차 개웅산 자락길 조성공사 설계심의

○ 현재 계획 노선 외에 기존 등산로 활용 및 

연결성, 자연환경 훼손을 고려한 대안을 검토

하여 최적의 노선계획을 마련할 것

○ 지반(토질)조사를 시행 후 그에 따른 구조계산을 

통해 경사도, 위치 및 구조별 적정 규모의 기초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데크로드 하부 식생복원 시에는 주변의 자생

수종을 도입하여 보완할 것

○ 이용자가 많은 쉼터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안전난간 높이를 1.2m로 상향조정 

검토할 것

○ 안내체계는 서울시 도시공원 안내체계 및 둘레길 

안내체계 등 표준안에 따라 계획할 것

■ 제98차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및 광장 개선

공사 설계심의

○ 서어나무는 중부지방 산림의 극상림으로 천이

되는 수종이지만 시설지역 주변에서의 생육이 

적절한지 향후 하자보수 등 충분한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할 것

○ 오수계획에서 오수량이 급수량보다 큰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할 것

○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판매동 옥상

에도 세덤블럭 등 녹화를 검토할 것

○ 포장공간은 유출계수, 투수성 및 LID기법 도입 

등 우수배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고임

으로 인한 보행불편이 없도록 투수블록 포장 

도입을 보완하고 다른 재질의 포장재가 접하는 

부분은 정밀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것

○ 옥내 사용되는 HFIX 배선은 시공성, 내침수성이 

향상된 최신 제품이 사용되도록 할 것

■ 제99차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보완설계심의

○ 큰굴다리 비개착구간 설계 관련 다음 사항을 

보완할 것

  - 하부 연약지반으로 추정하여 치환공법을 적용한 

부분은 시공단계 지반조사를 통해 안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여부 또는 대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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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부도로 침하방지철판은 유사현장의 설치 

및 관리사례를 조사하고 침하계측 방법을 

강구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

  - 도달기지 가시설은 주변 지형 등을 고려하여 

설치방안을 보완할 것

○ 기존 작은 굴다리 철거 시 차량진입 예방, 우회로 

등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방음벽 기초 두부보강 철근 깊이 등을 고려

하여 옹벽 기초 구조물 설계를 최적화할 것

○ 옹벽 및 방음벽 기초의 말뚝의 수평지지력에 

대해 재검토하고 말뚝 선단부, 어스앵커 정착장 

중 N치가 작은 지층에 지지되도록 설계된 구간에 

대해 안정성을 상세 검토하여 보완할 것

○ 매봉초 앞 임시 보도육교는 초등학생 이용을 

고려하여 진동, 처짐 등의 사용성을 검토할 것

○ 오류 임시IC의 곡률반경이 대형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공관계자 및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곡률반경 확보방안과 공사 중 

통행금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비교 검토할 것

■ 제100차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심의

○ Ramp-D 및 Ramp-H 노선, 경간장 및 구조

형식 등을 비교검토하고 적용방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완할 것

○ 투척방지시설의 목적, 형식, 규모, 적용구간 및 

사업비 등을 상세히 비교 검토하고 합리적인 

설계안을 도출하여 적정성을 확보할 것

○ 정수센터 침전지 덮개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하여 설계논리를 제시할 것

○ 건설기술심의는 기본설계내용을 심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시 선정하는 특정 공법은 심의대상이 

아님

■ 제101차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 

설계심의

○ 보차도교 시종점 교대는 폭 50m 이상의 광폭의 

Massive한 구조물로서 수화열 및 온도에 의한 

균열이 예상되므로 구조물 분리 계획이 바람직

○ 교량 배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접속되는 교차로와 

연계하여 횡단경사 조정 등을 통해 배수계획 

수립하기 바람(배수구 간격 등 조정)

○ 보차도교 교대(A1) 설치 시 수로암거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교대 구조물 계획 수립 필요

○ 보차도교는 보행폭이 타 교량에 비해 크고 

스틸박스 보다 강성이 작은 거더를 사용하므로 

보행자 측면의 진동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양측 교차로가 비정형 형태이므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접근로 좌회전 차량의 궤적을 

고려한 정지차량 상충 발생여부 및 횡단보도 

후퇴 방안 검토 필요

○ 공사 준공 후 주요부위의 상시 점검을 위한 

점검 목록 작성 및 접근이 원활할 수 있는 

점검로 설치계획 상세 검토

2020년 6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9차 헌릉로 확장공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49건을 제안하여 37건 채택 

(채택률 76%)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1,945백만 원에서 1,067백만 원 

절감(절감률 4.8%)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4.8% 6.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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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대안내용

  - 안전성 향상

    ∙ 도로 급경사 구간에 미끄럼 방지포장 적용

      ⇒ 급경사 구간의 주행 시 안전성 확보, 

기상악화 시 미끄럼 방지(증액 84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보도부 접속 슬래브 삭제

      ⇒ 부등침하의 영향이 없는 보도부 접속

슬래브를 삭제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 (감액 13백만 원)

  - 구조적 안전성 향상

    ∙ 절토부 옹벽 상단에 측구 설치

      ⇒ 대절토부 옹벽 상부에 측구를 설치하여 

배수 기능 향상 (증액 28백만 원)

  - 이용자 편의성 향상

    ∙ 옹벽설치부에 가드레일 설치

      ⇒ 보행자 추락방지 등을 예방하여 보행

안전성 증대 (증액 138백만 원)

■ 제12차 수색교 등 3개소 성능개선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85건을 제안하여 80건 채택 

(채택률 94%)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2,953백만 원에서 169백만 원 절감

(절감률 0.7%)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7% 16.4% 17.3%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수색교의 바닥판을 프리캐스트로 변경

      ⇒ 철도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가 용이하고 

공기 단축 (증액 835백만 원)

  - 계획성 향상

    ∙ 개봉교 장비 진입로 반영

      ⇒ 장비의 진입이 가능한 진입로 확보 및 

중차량 진·출입 시 지반의 지지력 확보 

가능 (증액 228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보도부 채움콘크리트 최소화

      ⇒ 콘크리트 타설 최소화로 경제성 및 시공성 

향상, 자중감소로 교량 하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감액 44백만 원)

  - 민원 최소화

    ∙ 가축도 상부 포장

      ⇒ 가축도 상부 포장으로 차량 진·출입 

시 분진 발생 최소화 (증 15백만 원)

■ 제13차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88건을 제안하여 81건 채택 

(채택률 92%)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37,209백만 원에서 2,174백만 원 

절감(절감률 5.8%)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5.8% 1.8% 7.9%

○ 주요대안내용

  - 가치혁신형 개선

    ∙ 지하1층 Y7열 DA 축소(감액 107백만 원)

  - 성능강조형 개선

    ∙ 중앙감시실 위치 변경 및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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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2층 중앙감시실, 지상1층 방재실 

→ 중앙감시실을 지상1층 방재실과 

통합 (증액 3백만 원)

  - 비용절감형 개선

    ∙ 지하2층 바닥 배수판 하부방수 및 보호

몰탈 삭제 (감액 85백만 원)

■ 제14차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97건을 제안하여 67건 채택 

(채택률 69%)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7,379백만 원에서 545백만 원 절감

(절감률 2%)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0% 10.7% 12.9%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적용(감액 181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보행교 지점부 단면을 최적화

      ⇒ 상부하중 받침전달 최적화 및 교대폭원 

축소 (감액 83백만 원)

  - 효율성 향상

    ∙ 보도교 음향, 방송시설을 설치

      ⇒ 음향, 방송으로 보도교 이용자 편의성 

향상 (증액 84백만 원)

■ 제15차 시립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56건을 제안하여 34건 채택 

(채택률 60.37%)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8,055백만 원에서 659백만 원 절감

(절감률 3.6%)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3.6% 10.9% 15.1%

○ 주요대안내용
  - 가치혁신성 개선
    ∙ 기초, FLAT슬래브, 기둥의 배근을 일괄배근 

→ 층별, 위치별로 세분화하여 배근   
(감액 23백만 원)

  - 성능향상 개선
    ∙ 절토깍기부 되메움토 경사 변경
      ⇒ 절토깍기 되메움토 쌓기 경사 적용 

→ 수평경사 적용
  - 운영효율성 개선
    ∙ 전등동력 내역서 상 HFIX 1.78㎜ 관내 

배선 변경
      ⇒ 관내 배선기준 6㎟ 이하 0.09 적용 

→ 0.01 적용 (감액 592백만 원)

■ 제16차 바람길숲 조성공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49건을 제안하여 49건 채택 

(채택률 100%)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8,953백만 원에서 1,814백만 원 

절감(절감률 9.6%)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9.6% 20.5% 24.2%

○ 주요대안내용
  - 시민건강 향상
    ∙ 북한산 아파트 사면의 숲은 관목으로 변경
      ⇒ 바람길 형성에 유리하고 수목 하자 

방지 기능 (증액 1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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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성 향상
    ∙ 그린 플랜터 내 능소화 식재 최소화
      ⇒ 빠른 시일 내에 벽면녹화가 가능하며 

생육환경 향상 가능(감액 152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벽면녹화 구간에 내구성 있는 플랜터 적용
      ⇒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은 내구성 있는 

STS 재질의 플랜터 설치 (증액 251
백만 원)

  - 유지관리 향상
    ∙ 띠녹지 보호판을 낮음 경계석 등으로 교체
      ⇒ 은행 등으로 인한 보호판 막힘, 빗물 

유도배수 가능 (감액 1,727백만 원)
  - 환경성 향상
    ∙ 화관목의 수종 특성화, 생육이 양호하며 

경제성 있는 관목으로 변경 등
      ⇒ 가로경관 특화로 미관이 향상되고 유지

관리가 용이 (감 172백만 원)

■ 제17차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사업 시스템
분야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6건을 제안하여 9건 채택 

(채택률 56.3%)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36,679백만 원에서 346백만 원 

절감(절감률 0.3%)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9.6% 31.0% 31.3%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자동요금징수설비 배관을 강제전선관에서 

케이블트레이로 변경
      ⇒ 다수의 케이블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로 시공성 향상 및 공사비 절감 
(감액 197백만 원)

  - 사용자 안전성 향상

    ∙ 52HT VCB 통전표시기 설치

      ⇒ 통전사항을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증액 2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모터카선의 전차선 가선을 제외

      ⇒ 모터카선로를 이용하는 유지관리용 차량은 

디젤엔진으로 구동되는 장비로서 불필요한 

전차선 가선구간을 제외하여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감액 77백만 원)

■ 제18차 로봇과학관 건립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56건을 제안하여 51건 채택 

(채택률 91.1%)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36,808백만 원에서 737백만 원 절

감(절감률 2%)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0% 24.8% 26.9%

○ 주요대안내용

  - 비용절감형 개선

    ∙ 말뚝기초의 말뚝 본수와 근입 깊이를 최적화

      ⇒ 말뚝본수(231본→222본), 말뚝기초 근입 

깊이(12m→10m) (감액 60백만 원)

  - 가치혁신성 개선

    ∙ 철골기둥시스템 변경

      ⇒ 외곽기둥(□→H or Ø), 내부기둥(H→□) 

(감액 87백만 원)

  - 성능향상성 향상

    ∙ 자동제어시스템을 동절기, 하절기 구분 설치

      ⇒ MC-103 자동제어 → 0.01 적용

         동절기 Night Setback

         하절기 Night P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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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레인저와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된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한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라이닝의 외관조사 기술(제887호)

(보호기간 :  2020. 5. 1. ～ 2028. 4. 30.)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도로 및 철도 터널 라이닝의 균열 등 결함손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촬영영역의 

왜곡을 식별하기 위한 라인레이저와 화각 조정이 가능한 16대의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된 

광학식 터널 스캐너를 10㎞/hr의 속도로 주행시키면서 터널 내부 라이닝의 전단면 영상을 확보

하고 왜곡 보정, 접합 및 이미지 추출의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터널 라이닝의 결함손상 정보

(균열폭 0.1㎜ 이상)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 개발 배경 및 필요성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 건설된 국내 도로터널은 2018년 말 현재 총 2,566개소, 총 

연장 1,897㎞로서 2008년 대비 1,244개소, 총 연장 1,112㎞가 증가되었으며 도로 터널 개소와 

연장은 매년 약 10% 내외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철도, 도시철도 및 고속

철도에 건설된 국내 철도 터널은 2018년 말 현재 총 925개소, 총 연장 2,219.4㎞로서, 2008년 

대비 281개소, 총 연장 563㎞가 증가되었으며 철도 터널 개소와 연장은 매년 약 5%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로터널 건설현황(1998~2018) 철도터널 건설현황(1998~2018)

그림 1. 국내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건설현황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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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기술 발전에 따라 연장 1㎞이상 장대터널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높이 9m 이상의 고속철도 터널 및 3차선 이상의 도로터널 등 터널의 장대화 및 대형화로 인해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진단 기술의 

기계화 및 자동화 등 기술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도로터널, 철도터널, 지하철 등 터널 시설물 노후화가 급속

도로 진행되어 성능저하로 인한 안전성 위협 및 유지관리 비용 급증으로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상태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선제적 유지관리체계 적용이 

가능한 터널 시설물의 스마트 외관조사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터널 시설물의 복공 라이닝(lining)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터널의 현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한 터널 기본 시설물로서 외관조사는 대부분 차량통제 하에 조사자의 육안과 

판단에 의존한 조사방법(이하, 육안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점검 및 진단 대상 터널 시설물의 

지속적 증가와 터널 시설물의 대형화 및 장대화에 따라 기존의 조사인력에 의한 육안조사 기법

으로는 폭증하는 조사대상 물량을 소화하기 불가능한 현실이다.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 기존 육안조사(visual inspection) 기법은 조사시간 제약 및 장기간 교통

통제, 조사인력의 유해 위험환경 노출, 밀착접근에 의한 정밀조사 제약, 균열 등 결함손상 정량화된 

측정이 어려워 조사결과의 정밀도, 객관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며 조사결과 데이터의 기록, 저장 

및 활용성이 떨어져 과학적 유지관리에 활용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터널 스캐닝(tunnel scanning) 기술은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등 각종 터널 시설물의 외관조사 

시 기존 육안조사기술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광학 카메라 및 레이저 방식의 터널 스캐닝 

장치(터널 스캐너)를 이용하여 획득된 디지털 영상 또는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균열 등 결함손상 

정보를 포함하는 외관 조사망도를 생성하고 결함손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기술로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상태평가 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며 DB화된 경년변화 자료를 토대로 균열, 누수, 박락 

등 주요 결함손상 및 열화의 상태변화 및 진행성을 분석하여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사결정에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유지관리체계에 활용될 수 있다.

     ㈜케이엠티엘은 2003년 터널 외관조사 자동화를 위한 터널 스캐닝 기술 상용화를 위해 터널 

스캐닝 장치(터널 스캐너)를 개발하여 ‘금화터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외관조사용역’에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고, 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 지원의 ‘고감도 CCD카메라 스캐닝 장치를 이용한 대단면 장대 

터널 균열진행 검출 및 균열상태 맵핑 기술개발’을 통해 터널 외관조사를 위한 영상기반 주행형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상용화 수준으로 개발되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에서 제시하는 균열 평가기준에 따라 균열폭 0.1㎜ 이상의 정밀도를 

가지는 터널 라이닝의 스마트 외관조사 및 진단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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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기술] 육안조사 기술 [신기술] 영상기반 터널 스캐닝 기술

현장
조사
(외업)

사  진

조사속도 0.1~0.2 ㎞/hr 10~20 ㎞/hr

작업시간 50일 (연장 10㎞ 기준) 1일 (연장 10㎞ 기준)

특   징

• 조사자 도보이동, 사다리, 고소차 
장비를 이용한 터널 라이닝 표면 
근접 조사, 균열자 등 측정기구 이용

• 인력조사로 조사환경이 열악함

• 다수 디지털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된 주행형 터널 스캐닝 장비

• 단기간 터널 전단면 정밀영상획득

분석
작업
(내업)

작업시간 15일 (연장 10㎞ 기준) 7일 (연장 10㎞ 기준)

특   징

• 현장에서 작성된 야장을 토대로 
외관망도 작성

• 작성된 외관망도를 기반으로 결함 
및 손상 물량 산출 

•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결함 및 손상 분석

• 디지털화된 외관망도를 이용한 
결함 및 손상의 데이터화와 정량화

최종 결과물 • 외관망도, 물량집계표
• 결함부위 근접 사진

• 외관망도, 물량집계표
• 터널 라이닝 평면전개 이미지

[표 1] 터널 라이닝 외관조사 시 기존 육안조사 기술 대비 터널 스캐닝 기술 특성비교

[기존기술] 육안조사

➪

[신기술] 영상기반 터널 스캐닝

• 조사기간 제약 및 장기간 교통통제
• 유해환경 노출 및 조사인력 안전문제
• 대단면 터널 라이닝의 밀착 접근 및 정밀 

조사 제약
• 조사결과 정밀도, 정확도 및 객관성 저하
• 손상 데이터 기록, 저장 및 활용성 저하
• 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성능중심 

유지관리 활용 제약

• 위험 및 유해 조사환경 개선
• 조사기간 단축조사 및 교통통제 최소화
• 접근이 어려운 대단면 터널 라이닝 정밀

조사 가능
• 데이터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
• 조사결과 개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상태변화의 진행성 확인으로 성능중심의 

선제적 유지관리 활용

[표 2] 터널 스캐닝 기술의 기존 육안조사 대비 기술적 파급효과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터널 스캐닝 기술은 유해 위험환경 하의 조사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통제를 최소화하여 

단기간 조사가 가능한 스마트 진단기술로서 정밀도 및 정확도 등 조사품질 향상과 동시에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터널 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터널 스캐닝 기술은 2003년 국내 터널 정밀안전진단 현장에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19년 현재 

총 연장 1,951㎞의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외관조사 현장에 적용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터널 스캐닝 

기술은 전체 정밀안전진단 대상 터널의 약 8%가 적용되었으며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로 2026년에는 전체 대상 터널의 30% 수준인 연간 440㎞ 이상의 터널 스캐닝이 수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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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건  명 적용연장(㎞)

2015 정릉터널 도로부 터널스캐너 조사용역 외 2건 12.8

2016 민락역-센텀시티 구간 터널스캐너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 조사용역 외 11건 31.6

2017 대전도시철도 토목시설물 터널스캐너 비파괴 검사 조사 용역 외 14건 129.2

2018 2018년 일직개착터널 등 4개소 터널스캐닝 외관조사 용역 외 10건 64.8

2019 원효터널외 1개 구조물 비파괴검사(터널스캐너) 조사 외 8건 85.8

[표 3] 최근 5년간 수행된 터널 스캐닝 적용실적(2015∼2019)

    터널 스캐닝 기술은 도로터널, 철도터널, 지하철, 댐 여수로 등 다양한 용도와 형태의 터널 시설물의 

외관조사 현장에 적용되어 왔으며, 핵심기술인 영상기반 스캐닝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인력의 근접

조사가 불가한 고교각, LNG탱크, 수직 환기구, 모노레일 등 그 적용분야의 확장성이 우수한 기술이다.

도로터널 철도터널 지하철 댐여수로

고교각 LNG탱크 수직 환기구 모노레일

그림 2. 영상기반 스캐닝 기술의 대표적인 적용 예

3. 개발기술의 내용

    영상기반 터널 스캐닝 기술은 다중 카메라 촬영방식의 주행형 터널 스캐닝 장비(TMS-100)를 이용

하여 터널 전단면의 정밀영상을 획득하고 이후 내업을 통해 평면전개 이미지를 기반으로 균열 등 

각종 결함손상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외관조사망도와 물량산출표를 작성하는 기술로 터널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단면의 고품질 영상을 획득하는 하드웨어 기술과 영상처리 및 분석을 통해 평면전개 

이미지를 기반으로 외관조사망도 및 결함손상 물량을 자동 산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구성된다.

[그림 3] 터널 스캐닝 기술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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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행형 터널 스캐닝 장치

     터널 스캐닝 기술의 핵심인 영상획득을 위한 주행형 터널 스캐닝 장치(터널 스캐너)는 그림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①팬틸트 기능을 가지는 총 16대의 3CCD 영상센서를 탑재한 광학식 모듈;  

②화각조정 및 왜곡 최소화를 위한 라인레이저 모듈; ③촬영화상의 16채널 영상분할을 위한 

DVR장치와 ⑦모니터; ④터널 스캐닝 본체의 진동 및 충격을 제어하기 위한 커쉬풋(cushyfoot) 

마운트 타입의 방진 모듈; ⑤전원공급을 위한 무진동 발전기; ⑥메탈할라이드 방식의 고조도 다중 

조명 모듈 카메라와 ⑧팬틸트 모듈의 제어를 위한 카메라 및 ⑨팬틸트 컨트롤러; ⑩알루미늄

(AL) 프로파일을 이용한 지그 및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개발된 주행형 터널 스캐닝 장치는 10∼20㎞/hr의 속도로 조사대상 구간의 터널 라이닝 전단면을 

동시 촬영하며 0.1㎜ 균열폭의 식별이 가능한 고품질 영상 데이터를 획득한다.

[그림 4] 다중 카메라 촬영 방식의 주행형 터널 스캐너의 시스템 구성도

 나. 터널 스캐닝 영상처리 및 분석

     주행형 터널 스캐너를 이용하여 촬영된 영상 데이터는 영상처리 및 분석을 통해 대상구간의 평면

전개 이미지를 생성하고 분석을 통해 결함손상 정보를 포함하는 외관조사망도와 물량산출표를 

작성한다.

     영상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중 카메라 영상의 동기화와 횡방향 접합이 이루어지면 접합된 

동영상으로부터 저왜곡 이미지를 추출하여 순차 접합함으로써 분석대상 구간의 고정밀 평면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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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생성하고 히스토그램 분석 기반의 균열추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균열 등 다양한 결함

손상의 추출 및 분석이 수행된다. 최종적으로는 분석된 결함손상의 도면화 및 자동화된 물량산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외관조사망도와 물량산출표를 작성한다.

[그림 5] 터널 스캐닝 영상처리 및 조사결과 분석 절차

 다. 터널 시설물 균열관리 소프트웨어

균열 결함손상 데이터 분석 균열정보 3D 맵핑

[그림 6] 터널 스캐닝 균열관리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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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가. 조사속도 10㎞/hr의 주행형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한 외관조사 자동화

 나. 영상 데이터 기반 외관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다. 근접조사가 불가능한 어려운 대단면, 장대터널 라이닝의 정밀조사에 활용

 라. 터널 내 조사환경 개선 및 조사작업 안전성 확보

 마. 기존 외관조사 기술(육안조사) 대비 1/3 수준의 경제성 확보

 바. 조사인력 50% 수준 절감, 조사기간 1/5 수준 단축 및 교통통제 최소화

[기존기술] 육안조사 기술 [신기술] 영상기반 터널 스캐닝 기술

비고
항  목

조사단가
(천원/㎞)

항  목
조사단가
(천원/㎞)

내업 자료검토

47,860

내업 자료검토

15,075
기존 
기술 
대비 

31.5%

외업 현장점검

외업

현장답사 및 사전조사

장비이동 및 사전셋팅

동영상 촬영

내업

영상캡처 및 변환

영상합성(접합)

영상 이미지 프로세싱

손상 데이터 추출

내업
외관망도 작성 외관망도 작성

물량산출 물량산출

합 계 47,860 합 계 15,075

[표 4] 조사비용 분석결과 (연장 1㎞, 2차선 도로터널 정밀안전진단 외관조사 기준)

[그림 7] 조사인력 절감 및 조사기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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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와 기초 앞굽을 PS강봉으로 일체화한 역T형 프리캐스트 

옹벽(ACP옹벽) (제888호)

(보호기간 :  2020. 5. 28. ～ 2028. 5. 2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높이 7.0m 이하 콘크리트 옹벽의 벽체와 기초 뒷굽을 공장에서 일체로 제작하여 

차량운반이 가능하게하고 현장에서 PS강봉(Prestressing Steel Thread bar)으로 긴장력을 도입

하여 기초 앞굽을 강결함으로써 철근콘크리트 옹벽(높이 7.0m 이하)을 완성하는 직접기초형식의 

역T형 프리스트레스 옹벽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개요

       운반상의 문제로 벽체와 뒷굽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공장에서 일체로 제작하고 별도로 

제작된 앞굽기초는 PS강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강결함으로써 H=7m까지 높은 옹벽의 벽체와 

저판을 일체화한 프리캐스트 구조 실용화.

벽체, 기초 뒷굽 철근콘크리트(RC)구조
➤

HYBRID 복합구조에 의한

프리캐스트 옹벽기초 앞굽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PSC) 구조

APC 옹벽 구조 개념도

운반을 위해 L형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PS공법을 결합한 복합 Hybrid 구조로 역T형 PC옹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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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기술의 시공순서

1. 옹벽 거치(L형) 2. 앞굽 현장 거치 3. PS강봉 삽입 및 유압잭 설치

4. 1차 긴장(유압펌프사용) 5. 2차 긴장 PS너트 조임, 강결 6. 설치 완료 전경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신기술공사
금액 (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외부 옹벽 설치공사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강탄
산업

2019.5.17.∼
2019.5.31.

L=47.7m
(H=4.0m)

82,330,200

태조산 각원사 관광로 
정비공사

충청남도 천안시
㈜강탄
산업

2015.11.27.∼
2016.4.25.

L=51m
(H=1.5m∼5.0m)

108,535,520

 나. 향후 활용전망

     공장 사전 제작 및 현장 단순 설치 공법으로 우수한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기존 타설형 대비 

90% 공기 단축으로 급속시공 가능하며 및 현장 존치기간이 짧아 공사 환경개선 및 민원예방의 

효과가 커 일반 건설현장과 함께 특히 다음의 현장에 높은 필요성이 기대된다.

 ➀ 우기철전 급속 시공이 필요 하거나, 동절기 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옹벽 배면 경사가 급해, 신속한 사면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

 ③ 하천, 해안과 같이 물과 접한 수상 환경이나 현장 공사 여건이 철근, 거푸집 설치 작업이 곤란

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이 어려운 경우

 ④ 도심지등 옹벽 전면의 미관 및 고품질의 외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⑤ 방음벽, 방음터널, 방호벽 등의 기초 시설

 ⑥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기간 시설로 높은 품질관리를 요하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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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형식
기초,벽체 일체식 옹벽

(신기술)
기초·벽체 분리형 옹벽

(PS강봉 조립식)
기초·벽체 분리형 옹벽

(부벽식)

개요도

특 징

• 기초, 벽체 일체 구조로 
시공성 및 구조안정성 우수

• 뒷채움 및 다짐 시공성 
우수 

• 판형 벽체, 기초의 현장 
조립 및 강봉 배치로 시공성, 
구조안정성 저하

• 배면의 PC강관으로 뒷채움 
및 다짐 시공성 불리

• 판형 벽체, 기초의 부벽부 
현장 조립으로 시공성, 
구조안정성 저하

• 배면의 부벽으로 뒷채움 
및 다짐 시공성 불리

기존기술과의 공법 비교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국내 옹벽공사의 시장규모는 연간 6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건설 현장에 있어 숙련 인력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현장 타설 공법에서 PC공법으로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기존 PC 옹벽

보다 안전성, 시공성을 개선한 신기술의 적용성은 증가하고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및 공사비

       신기술의 공사비는 현장 타설 대비 4∼8%, 기존공법 대비 10%의 절감이 가능하며 공기 단축에 

의한 현장비용, 민원, 환경비용의 감소요인을 고려할 경우 훨씬 많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공사비 비교 ( H=5.0m) 

높 이
기초,벽체 일체식 

옹벽
현장 타설 옹벽

PS강봉 

조립식 옹벽
비 고

4.0m 1,711,544원 2,214,378원 3,232,012원

5.0m 2,295,223원 2,821,436원 3,695,170원

6.0m 2,935,497원 3,669,485원 4,246,637원

7.0m 3,878,766원 4,702,748원 5,299,6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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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기간

       본 옹벽의 시공방법은 기존 옹벽의 시공법과 차이점이 매우 많다. 현장 타설 옹벽과 비교하여 

공장제작, 운반, 현장설치의 과정으로 시공되므로 현장 공사기간을 90% 단축시킬 수 있다.

  (3) 유지관리비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적용 및 전 공정 공장 제작하여 제품의 내구성 강화 및 품질 신뢰도 

향상으로 장기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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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은 고강도 자재사용에 따라 현장 타설 공법대비 1m당 콘크리트 사용량을 1.065㎥ 절감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절감할 수 있으며 벽체, 기초 일체구조로 공장에서 생산되어 

시공하므로 시공안전성이 매우 높으며 현장 공종을 최소화하고 높은 제품 신뢰도로 건설현장의 

숙련 인력감소에 따른 시공 품질 확보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옹벽과 유사한 기능적 

특성을 갖는 방음벽 기초 등으로의 적용 확대를 기대 할 수 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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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도로관리계획 

2019-2029

개요

 캘리포니아 주 교통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유지 및 관리를 위해 2019년 7월 10년 단위의 

도로시스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로 유지보수 프로그램과 도로 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을 통합한 계획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도로자산관리 필요조건 충족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지표 기반 도로관리계획이다. 이 

계획에서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산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도로 포장, 교량뿐만 아니라 표지, 

암거, 보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

 이 계획의 구성요소로는 요구사항(Needs)에 

대한 평가, 도로관리 투자예산에 대한 분석, 10년간 

도로관리 투자계획 및 예상 성과물, 32개 도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설정, 전 주기계획

(Life Cycle Planning)에 대한 전략, 위험관리 

등이 있으며 도로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SHSMP의 4가지 목표 및 관련 사업 

목표 관련 사업
10년간 

필요예산

실제배정 

예산

안전

교량 가드레일 교체 

및 개선, 사고 심각도 

감소, 노변 안전 개

선, 도로 안전 개선 

약 16.3조원 약 6.9조원

관리감독

(stewardship)

교량 상태, 배수 펌프 

시설, 배수 시스템 복

구, 조명 복구, 주요 

손상(응급 개방, 영구 

복구), 사무실 건물, 

표지 구조물 복구, 포

장(등급 1,2,3), 폐쇄, 

도로 방호벽, 노변 안

전 영역 복구, 교통 

관련 시설, 노변 안전 

영역의 폐수 처리 

약 58.1조원 약 43.9조원

지속가능성

교통약자 보행자 인

프라, 사전적 영향 감

축, 교량 세굴 감소, 

교량 지진 복구, 위험 

폐기물 감축, 노변 복

구, 풍수해 감소, 친

환경 차량 인프라 

약 12.8조원 약 4.2조원

성능

화물차 단속 시설, 운

영 개선, 표지판 교

체, 교통 관리 시스

템, 교량 화물 이동 

개선, 화물차 중량 측

정 시설 

약 14.5조원 약 5.3조원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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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주 도로관리계획에서는 향후 10년 

동안의 도로관리 성능목표를 안전, 관리감독, 지속

가능성, 성능 등 네 가지 목표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였고 각 사업별 필요예산 및 실제 배정 

예산을 산출하였다. 도로 안전관리 관련 내용은 

안전 부분에, 일반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관리감독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난

재해 및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지속가능성 부분에 

교통운영 관련 내용은 성능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예산의 경우 관리감독 분야가 전체 도로관리 필요

예산의 약 58%를 차지하고, 실제 배정예산을 

기준으로는 73%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도로

관리 부분 소요 예산은 약 12∼16조원 내외, 

배정예산은 4∼7조원 내외로 산출되어 있다.

 이 계획에서는 도로관리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각 분야 도로관리 요구사항을 평가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절차는 도로자산 

목록 작성, 현재 및 미래 상태를 파악, 목표 관리 

상태 설정, 현재와 목표 간의 차이를 도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을 산출 등의 5단계로 진행되는데 

특히 성능지표 기반 도로관리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각 도로자산 별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 하여 현재 도로 상태와 목표

하는 성능수준의 차이를 파악(Performance Gap)

하고 이 차이를 바탕으로 관리의 대상 및 필요

예산 산출을 도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도로관리계획에서는 총 32개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 목적 

및 성능목표를 제시 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4개의 목표 중 하나의 영역에 속해 있으나 프로

그램의 성격이 2개 이상의 목표와 관련된 경우 

교차중점영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예, 

통합도로, 화물, 시스템 회복력 및 기후변화 등). 

자산별 관리대상이 구체적인 경우 성능지표, 평가

기준, 성능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성능기준은 자산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수준

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포장의 경우 

종방향평탄성(IRI지수), 균열(Cracking) 비율, 소성 

변형(Rutting), 단차(Faulting) 등의 길이를 바탕

으로 복합적인 성능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도로변 

휴게시설 복구사업의 경우 준공 후 경과연수만을 

바탕으로 단순하게 성능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각의 모든 자산을 

평가하고 목표 관리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포장에 

대한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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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주 도로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0년간의 도로관리 투자계획은 제한적인 재원을 

이용하여 어떻게 안전, 관리감독, 성능 및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중 도로 자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는 1)수리 우선(Fix it first), 2)다양한 

주 교통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우선, 

3)중요자산 중심, 4)친환경적 관리감독 부문 우선, 

5)모든 사용자를 위한 통합 교통수단 관리우선 

등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약 51.7조원으로 관리

감독부문의 필요대비 실제 예산배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계획에서는 생애주기계획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최소비용으로 교통시스템 

주요자산이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각 교통자산에 

대한 생애주기 분석 체계 및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도로 관리 시설물별 

생애주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각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계획은 총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적정성, 타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관리계획의 중복성, 규모의 경제 부문(전체를 한 번에 

보수하는 사업이 더 저렴할 수 있음) 등에 대한 

고려사항까지 제시하고 있다. 

시사점

 캘리포니아 주의 장기적인 도로관리계획을 살펴본 

결과 성능지표에 기반한 도로관리시스템이 체계적

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능기반 관리

목표 설정 및 이에 근거한 장기적 예산 산출 사례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고속도로 및 국도 관리를 

위한 성능지표 개발 등의 사업에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산의 특성에 맞게 성능

지표를 다양한 수준으로 개발하여 대부분의 도로 

시설물들을 자산 목록화한 것은 국내 도로관리

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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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6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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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86 상수도 실습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실내교육장 : 연면적 900㎡․ 실외교육장 : 가압장 2개소 등
2,833
(246)

조건부
채택 토목

92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성동교 확장 1차로․ 진입램프 신설 1개소
6,620
(591)

조건부
채택 토목

96 3,4호선 교량 궤도시설물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무도상교량 궤도생력화방안 검토
11,685
(573)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91 헌릉로 확장 ․ 헌릉로 확장 L=1.3km․ 내곡IC 루프연결로 신설
20,899
(682)

조건부
채택 토목

94 서울역(구역사) 옥상녹화 
조성

․ 규모 : 2,362㎡․ 잔디마당, 휴게정원 등
1,335
(55)

조건부
채택 조경

95 물재생센터 환경숲 조성 ․ 중랑,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식재계획 총 14만주
2,870
(230)

조건부
채택 조경

97 개웅산 자락길 조성 ․ 데크로드 1.3㎞(폭 2.2m)․ 데크쉼터 3개소, 난간 799경간
1,950
(54)

조건부
채택 조경

98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및 광장 개선

․ 정문 광장 15,710㎡․ 정문 건축 485㎡
4,895
(202)

조건부
채택 조경

99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보완설계 ․ 폭 30m(6차로), 연장 1,100m 43,800

(225)
조건부
채택 토목

100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 연결로 : 위치 및 교량형식 변경․ 접속교 : 연결로 변경에 따른 종단 검토
144,648
(3,089) 재심의 토목

101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 보차도교량(폭 32m, 연장 118m)․ 보행교량(폭 10m, 연장 112m)
27,006
(907)

조건부
채택 토목

정밀안전
진단심의

82 7호선 신대방삼거리∼온수 
종단부 간 정밀안전진단 ․ 연장 12,272.096m (1,183)

조건부
채택 토목

84 4호선 동대문∼충무로역 간 
정밀안전진단 ․ 연장 2,293m (357)

조건부
채택 토목

85 홍제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 홍제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1,396)
조건부
채택 토목

93 2,4호선 시청∼을지로입구역 
등 13개 구간 정밀안전진단 ․ 연장 14,379.8m (1,456)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9 헌릉로 확장 ․ 헌릉로 확장 L=1.3km․ 내곡IC 루프연결로 신설
21,945
(682) - 토목

12 수색교 등 3개소 성능개선 ․ 수색교 B=18.4m, L=155m ․ 개봉교 B=25.1m, L=60m
20,110
(749) - 토목

13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협력동 건립

․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22,812.69㎡
45,061
(1,841) - 건축

14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 보차도교량(폭 32m, 연장 118m)․ 보행교량(폭 10m, 연장 112m)
27,379
(907) - 토목

15 시립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 ․ 지상3층․ 연면적 4,442.12㎡
10,261
(1,481) - 건축

16 바람길숲 조성 ․ 총 119.37㎢․ 생성숲 6개소, 연결숲 22개소, 확산숲 5개소
18,953
(885) - 조경

17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
사업 시스템분야

․ 총연장 12.906km․ 정거장 6개소
134,381
(2,298) - 전기

18 로봇과학관 건립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7,221.57㎡
21,791
(1,095) -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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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0년 6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0. 6.

건     축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증측 및 외부 
정비공사 설계용역 등 14건

2,300 2,211

교 통
해등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1건

18 18

기 계 설 비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구축용역 등 
4건

514 514

도 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 기본설계(1공구) 
기술용역 등 6건

17,959 17,809

도 시 계 획
서남집단에너지시설 편입예정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등 6건

1,333 1,324

상 하 수 도
서울시 취수원 다변화 타당성조사용역 등 
9건

1,342 1,274

소 방 
2호선 잠실역 등 4개역 전기실 소방설비 
개량공사 감리용역 등 4건

179 179

전 기 통 신
지하철 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건

541 510

정 밀 진 단
2020년 강남권역 임대아파트 정밀점검용역 
등 7건

633 604

조 경 테마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건 21 21

지 하 철
쌍문역 외 1역 환경개선 및 문화예술철도개량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건

3,124 3,064

하     천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4건

1,740 1,733

기 타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방향 용역 등 9건

3,403 3,385

 계 71건 33,107 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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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0년 121~122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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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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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5.18.
6.6.
∼

6.21.
6.26. 6.29.~7.8. 7.25.~8.19.

8.7.
8.28.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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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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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쇼어링(Reshoring)

 리쇼어링은 최근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리(re)는 ‘다시’라는 뜻을, 쇼어링(shoring)은 

‘해외에 있는 타사 또는 자사 계열사의 제조나 서비스 

역할을 이전하여 수행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합성어인 리쇼어링은 인건비, 세금 등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생산과정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했던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이 다시 본국

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체의 본국으로의 회귀를 뜻한다.

 1990년대 미국 제조업체들은 의류,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의 생산기지를 생산비용이 낮은 아시아와 

남미 지역으로 옮겼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였고 그 

결과 중국이 새로운 생산거점지역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오프쇼어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최근에는 반대 개념인 

‘리쇼어링’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제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리쇼어링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제조기업의 해외 진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

이다. 제조업체를 자국으로 되돌리면 일자리가 창출

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기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에 수년 전부터 기업들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자금 및 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각국 정부 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64호), www.krihs.re.kr]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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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