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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설물의 가치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는 1947년 미국의 GE 

(General Electric)사에서 태동되었다. 일명 Asbestos(석면) 사건을 통해 비용은 기능을 위해 사용

되어야 하고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더라도 기능은 확보해야겠다는 개념이 VE의 시작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설계 VE는 2000년 1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법제화된 이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라는 이름으로 지난 20년간 실시되어 왔다. VE를 통해 정부는 매년 1조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VE의 효과는 비용절감 뿐 아니라 설계 대안을 이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비용절감에 치중되었던 VE활동을 지양하고 가치중심의 VE를 확산시키기 위해 

VE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8년부터 국토교통부 주최로 매년 실시

되고 있는 VE경진대회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평가지침의 양식도 가치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VE활동을 비용절감에 치중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비용절감을 

위해 값싼 자재, 부품 등으로 변경한다든지 기능 중에서 필요 없는 기능을 찾아서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시설물의 성능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능이 감소된 시설물은 유지관리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한 VE활동은 기능분석을 생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도출

된 대안이 시설물의 기능개선과는 거리가 멀어서 결국 가치향상이 되지 않는다.

 ‘VE를 통한 국가시설물의 가치향상’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20년간의 설계VE 성과를 간단히 

돌아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시공단계의 VE에 대하여 토의해 보고자 한다.

》  칼  럼

 설계VE 성과와 시공단계 VE
    김 병 수
    한국VE연구원 원장,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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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VE 성과

 설계VE의 지난 20년간 성과는 정부예산절감, 설계품질 제고 그리고 시설물의 가치향상 등으로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예산절감 부분을 제외한 설계품질 제고나 시설물의 가치향상 부분은 정량적

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정량적인 성과를 위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설계VE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비용절감액, 비용절감률, 투자대비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ROI)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비용절감액과 절감률은 설계VE의 직접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ROI는 설계VE의 비용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VE 성과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자체

VE는 발주기관에서 내부 조직과 인력을 주로 활용하여 수행한 것을 말하며, 외부위탁VE는 VE전문업체

에 위탁하여 수행한 VE, 사업관리VE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한 VE를 의미한다.

구   분 수행건수 VE 수행금액(A)
(35.2백만 원/건 가정)

비용절감액
(B)

절감율
(%)

ROI
(B/A*100)

자체VE 1,147 40,374 3,216,369 2.65 80

부분 외부위탁VE 37 1,302 14,647 0.23 11

외부위탁VE 228 8,025 1,120,891 6.36 140

사업관리VE 94 3,309 304,738 3.17 92

합계 1,506 53,010 4,656,645 - 88

<표 3> 설계VE 수행주체별 성과

(단위 : 백만원)

     자료 :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2012년∼2016년 자료), 국토교통부(2018)

 [표 1]에 나타낸 설계VE 수행 주체별 수행실적은 자체VE가 수행금액이나 수행건수에서 여타 수행 주체에 

비하여 압도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자체VE 수행건수는 1,147건으로 전체 수행건수(1,506건)의 약 

76%에 달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효과성 측면에서 비용절감액 또한 400억 원으로써 전체 절감액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절감률은 2.65%를 나타내 [표 2]에서 제시한 설계VE 평균 비용

절감률 3.36%의 약 79%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외부위탁VE는 수행건수에서 자체VE의 약 20%(228건)에 불과하지만 비용절감률은 전체 평균 비용

절감률을 상회하는 6.36%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체VE 비용절감율(2.65%)의 2.4배에 

달하는 성과이다. 사업관리VE는 설계VE 평균 비용절감률(3.36%)과 유사한 3.17%를 보였으며, 부분 

외부위탁VE는 0.23%의 비용절감률로서 설계VE의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

 수행주체별 ROI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위탁VE가 140을 나타내 효율성 측면에서 자체VE(80) 보다 1.8배, 

사업관리VE(92) 보다는 1.5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VE 전체 ROI는 88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수행건수의 76%에 달하는 자체VE에 대한 ROI가 외부위탁이나 사업관리VE 보다 작은 80에 

머무르고 있는 영향이다. 설계VE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위탁VE에 대한 확대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시공단계 VE

 시공단계의 VE(이하 시공VE)에 대한 정의는 미국의 VECP(Value Engineering Change Proposal)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 연방정부는 정부예산의 절감을 목적으로 연방정부 각 기관에 대통령 관할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의 고지(Circular No. A-131)를 발행

하여 VE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고지는 제정 배경, 용어의 정의, 각 정부기관의 책무, 예산관리국

으로의 VE보고, VE에 관한 감사 등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인센티브 조항으로 VECP의 정의 및 정부기관의 가이드라인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항 

용어의 정의”에서 “VECP란 시공자가 연방조달규칙의 VE 조항에 의거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서로 정해진 사업의 계획, 설계, 또는 시방의 변경을 요청하여 제출한 계약 변경 안이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즉, 설계VE와는 개념이 다르다. 설계VE가 발주기관의 예산절감과 시설물의 가치향상이 목적

이라면 시공VE는 시공자 및 발주기관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절감된 비용을 인센티브 형태로 시공자

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미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에서는 절감액에 대한 분배율을 계약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시공VE의 경우 ⑴ 총액계약에 대해서는 시공자 50%, 발주청 50%로 분배하며, 

⑵ 실비정산계약에 대해서는 시공자 25%, 발주청 75%로 분배한다. [그림 1]은 VECP에 의한 절감액의 

산정식 및 분배방식이다.

<그림 1> VECP에 의한 절감액 및 순절감액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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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시공VE는 그동안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관련지침의 개정을 

통해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 금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시공VE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시공

VE와 유사한 제도로서 기술개발보상규정이 원가절감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기술개발보상제도의 실적은 단 7건에 불과하며 관련 연구들에서도 

본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왔다. 

 그 문제점으로는 시공VE에 대한 정의의 엄격성, 설계변경 처리기한 장기화, 검토기관의 제한, 사용권 

규정미비, 하도급자의 설계변경안 제출절차 미비, 클레임 규정 미비, 시공업체의 매출감소로 인한 소극적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시공VE 개념정립, 검토기간 단축, 검토기관의 합리적 설정, 하도급자의 

설계변경문제 해결 등의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VE에 대한 정의를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대상시설물의 성능개선,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기존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효과가 현저할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을 

탈피하였다. 

 둘째, 검토기간은 기존의 설계변경 소요 기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간의 검토기간

으로 인한 공기 지연 가능성을 봉쇄하였다. 

 셋째, 검토기관을 기술자문위원회로 규정하여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감사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넷째, 하수급인이 참여한 제안공법이 승인되어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하수급인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일부 하도급금액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된 시공VE 제도가 시행되면 시공단계에서 VE를 활용한 설계변경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공VE의 특성상 시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정부에서 

시범 적용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이때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미국에서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VE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건설사업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VE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설계VE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나친 비용절감 위주의 VE검토, 기능

분석을 생략한 VE검토, VE보고서에 대한 검증기능 부재, 적정 VE대가 미지급 등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 막 시작하는 시공단계의 VE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VE에 대한 발주

기관의 유연한 사고와 시공사의 도전의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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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R·방탈출게임으로 배우는 

재난대처법…‘목동 재난체험관’ 개관
 서울시가 지진, 화재, 폭염, 풍수해 같은 재난

상황을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방 탈출 

게임 등을 통해 실제처럼 체험하고 대처방법을 

익히는 ‘목동 재난체험관’을 8월 3일(월) 개관했다.

 ‘목동 재난체험관’은 교육과 오락을 결합한 서울시 

최초의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형 재난체험관

이다. 모든 체험은 무료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연간 1만여 명이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방 탈출 게임 

방식으로 재난상황을 탈출해보는 ‘재난 방 탈출

체험’ 시설이 생겼다. 홍수·태풍, 지진, 화재, 폭염·

가뭄 4개 방의 미션에서 획득한 번호를 입력해 

탈출하는 방식이다. 

 미션 번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홍수·태풍 방에선 

전기에 감전되지 않도록 누전차단기를 내리고, 

손전등·구급함을 찾아야 한다. 지진 방에선 전봇대 

있는 곳은 가지 않고 고지대로 몸을 피해야 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화재 방에선 레이저가 

나오는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야 한다. 폭염·

가뭄 방에선 그늘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하고 메마른 

풀에 물을 줘야 한다.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 점점 다양화되는 각종 

재난유형을 현실감 있게 경험해 보고 스스로 상황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미 요소를 더한 

재난체험관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설은 지상 2층 규모로(연면적 1,252㎡) 건립

되었으며 3개관 8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체험관은 ▴빗물저류시설 홍보관 ▴디지털 안전 

체험 ▴자연 재난 VR 체험 ▴미션 재난방 탈출 

체험을 비롯해 ▴펌프동 견학 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다.

 1층 ‘안전 행동학습관’에서는 빗물저류배수시설 

홍보관과 디지털 안전 체험관으로 꾸며졌다. 빨리 

대피하기, 도움 요청하기 등 키오스크를 통해 재난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을 스스로 학습하고 재미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 ‘안전 행동 체험관’에서는 실제로 체험해 

보기 힘든 자연 재난을 VR로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자연재난 VR체험’공간과 ‘재난 방 

탈출’ 미션 게임으로 꾸며져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빗물저류시설 펌프실 견학도 가능하다.

 ‘자연재난 VR체험’은 화재, 풍수해, 지진의 재난 

상황을 VR을 통해 가상으로 체험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재난 시 대처상황을 학습 할 수 있다.

 ‘재난 방 탈출’ 게임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됐다. 

체험자가 미션인 재난 대처 상황별 행동 요령을 

수행해 코드를 찾아 탈출 암호번호를 획득하는 

시스템이다.

 옥상에서는 생활안전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고 

체험을 마친 후에는 안양천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간식을 섭취하며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에 예약한 개인만 

이용, 입장 인원 10명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1일 총 3회 

운영하고 공휴일은 휴관이다. 다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VR시설은 우선 운영하지 않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해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목동 재난체험관 홈페이지

(http://www.mokdongdstc.com/)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민의 안전 문화 활동 지원 및 편의 

향상을 위해 ‘공공자원 개방공유’, ‘도서 이용 서비스’, 

‘금요시네마극장’ 등 특별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성

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02)2133-3897〕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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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만나는 정원리더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기해 왔던 ‘시민

조경아카데미’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기본과정)’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온라인강의와 현장실습으로 병행하여 운영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의 조경·정원문화의 인문학적 이해 

증진 및 시민 녹화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시민조경아카데미’와 정원도시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원·조경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수강접수는 ‘시민정원사 기본과정’은 8월 10일

부터 ‘시민조경아카데미’는 8월 24일부터 시작하며 

주소지가 서울시민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 

으로 신청가능하다.

① 시민조경아카데미는 인문교양강좌

  :조경·정원전문가로 이루어진 다양한 강의 진행

 ‘시민조경아카데미’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식물·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이 각자 살고 있는 동네에서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이웃 주민들에게도 녹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정원도시리더’로 양성

하는 첫 번째 녹색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민조경아카데미 1차수 교육은 8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2차수 교육은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두 달간 매주 화·목요일에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강사진은 조경학과 교수, 조경설계가, 

식물전문가 등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모집인원은 인터넷 접수 선착순 200명으로 일반

시민 누구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 

yeyak.seoul.go.kr) 으로 신청가능하다.

②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본과정/심화과정)

  :시민참여 도시녹화운동 활성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두 가지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기본과정)’은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이론

위주 교육으로 8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

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심화과정)’은 ‘서울시 시민

정원사’ 인증을 위한 최종 단계인 실습위주 교육

으로 5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삼육대학교

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강인원은 시민정원사 기본과정은 75명, 심화

과정은 100명으로 인터넷 선착순 접수이며 등록

조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민이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

으로 신청 가능하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29〕

서울시, 20여년 방치 ‘舊서울역사 폐쇄

램프’ 서울로와 연계해 재생
 서울시가 20여 년간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구(舊) 

서울역사 폐쇄램프’(높이 약 20m, 연면적 1,159㎡ 

규모)를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 있는 시민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폐쇄램프가 재생되면 이중 나선형 구조를 통해 

오는 10월 개통되는 공중보행교와 연결되고 서울로

7017까지 이어져 구(舊) 서울역사에서 서울로

7017까지 연결되는 또 하나의 재생길이 신설된다. 

또 다른 한편으론 폐쇄램프 재생 공간은 현재 

구(舊) 서울역사 옥상에 조성 중인 녹지·휴게공간

과도 연결된다. 

 폐쇄램프는 진·출입로가 이중 나선형으로 분리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로 도심에서 매우 보기 

드문 형태의 특색 있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http://yeyak.seoul.go.kr
http://yeyak.seoul.go.kr
http://yeyak.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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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시민 아이디어를 담아 서울역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근 서울로7017과 하루 3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의 관문 ‘서울역’을 방문하는 시민·

관광객들이 주목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재생할지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8.6(목)∼9.14(월) 총 40일 간 10시에서 17시

까지 서울시청 본관1층 로비에서 현장접수하면 

된다. 자격,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가, 

예술인, 학생, 주민 등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선정하고 총 1천 5백만 원의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추후 현상설계공모 

진행 시 참여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선정된 작품은 

서울로7017∼舊서울역사 연결통로 개통식에 맞춰 

전시할 예정이다.

 폐쇄램프 재생은 서울시가 지난 2019년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역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서울역 공공성 강화사업’의 하나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서울로7017∼舊서울

역사 옥상 연결보행로 설치 ▴舊 서울역사 옥상 

휴게공간 조성 ▴폐쇄된 주차램프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서울로∼서울역 

대합실 이동편의를 위한 안내판 설치사업에 협력

하기로 했다.

 ‘서울로 연결보행로’, ‘옥상 녹지·휴게공간’ 조성 

등은 금년 내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렴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2단계 

사업으로 폐쇄램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02)2133-8650〕

서울시, ‘2020 72시간 프로젝트’ 실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 내 녹지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

하고 있는 요즘 서울시는 시민들의 생활권 내에 

쓸모없는 자투리땅을 녹지 및 쉼터공간으로 재창조

하는 ‘2020년 72시간 프로젝트’를 8월 13일(목)

부터 8월 16일(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현재까지 총 709명의 시민과 조경·건축·도시 분야 

전문가가 주체적으로 협력하며 서울시 내 공원녹지 

소외지역 해소와 더불어 서울의 도시경관을 점진적

으로 변화시켜왔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아 

2018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제2회 경관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에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도시재생 및 

생활SOC 분야’ 1위를 차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상을 받기도 하였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시민이 직접 대상지에 적합한 

주제를 찾아 보다 실험적이고 참신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 를 나누자!”라는 미션을 부여

하였고 응모 접수 총 43개의 시민팀 중 자투리

땅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은 5개 시민 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자투리땅의 역할과 의미를 스스로 찾는 공모였기에 

작품 하나하나 기후변화 대응, 커뮤니티 활성화 

등 도시와 시민이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① 대상지 인근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수직관계’팀은 지극히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하여 악취가 

나고 음침한 성동구 송정동 산책로변 공터를 화장실과 

공간을 분리하여 이용객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곁(옆자리)]을 나누는 공간으로 조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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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경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조경을 통해 변화시키는 ALIVEUS와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시밀러’팀은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으로 전락한 중랑구 상봉동의 자투리

땅을 사람들의 [시선]을 나누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시선은 곧 관심이 되어 긍정적인 감시의 

역할을 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③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재학생과 

팀펄리가든(졸업생)으로 구성된 ‘모였SWU’팀은 

노원구와 의정부시의 경계에 위치하여 방치되고 

인적이 드문 노원구 상계동 자투리땅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모여 들고 주변의 텃밭을 이용

하는 주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탈바꿈하였고,

 ④ 고려대학교 조경학도와 건축학도들이 모인 

‘Team A.NAM’팀은 은평구 불광위령탑 옆에 방치

된 공터에 구화인 “코스모스” 형태의 꽃다발을 

조성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치유의 

꽃다발]을 제공하여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조성

하였다.

 ⑤ 한경대학교 조경과 교수, 재학생, 졸업생으로 

구성된 ‘7272뱅뱅’팀은 양천구 법원 앞 공개공지는 

등하교 또는 출퇴근을 위해 주민들이 매일 이용

하는 곳으로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 학생, 직장인 

등 버스정류장 이용자들이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

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선별 식재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녹지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3〕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제12차 서울시 건축위원회(2020.8.11.)를 

개최하여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일대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

안을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시켰다.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은 2019년 11월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후 서울시에서 선정한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하여 현재 지형에 순응하며 주요 경관축을 

확보하고 기존도로 체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블록별 

배치를 통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심의가 통과되었다.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은 해발90m 이하의 높이

제한을 통해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보전하고 특별건축구역 취지에 맞게 연도에 접한 

회랑, 테라스형, 점승형, 탑상형 등 다양한 배치

계획으로 특색 있는 공간을 창출하였으며, 기존 

고가구거리(보광로)의 다채로운 상가경관을 보전

하기 위해 10인의 공공건축가들이 개별 상가디자인에 

참여하였다. 

 고가구거리의 활성화된 보행환경을 단지 내로 

연결하여 상업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였고 보광로변 공동주택 입면을 분절하여 

통경축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형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 

옥상정원, 실별 개방형 발코니, 테라스형 녹화공간 

등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등 품격 있는 임대주택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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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도로선형을 유지한 공공보행통로 폭을 14미터로 

넓게 확보하여 단지 내의 휴게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쾌적성과 편의성이 높은 주거

단지를 구현하였다.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02)2133-7108〕

서울시,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9월 첫삽…

내년 봄 도심 자전거 출퇴근길 열린다

 내년 봄이면 청계천의 시작점인 청계광장에서 

동대문구 고산자교(2호선 용두역 인근)까지 막힘

없이 달릴 수 있는 왕복 11.88㎞ 길이 자전거길이 

열린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자출족’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도심 자전거 출퇴근길이 

더 빠르고 편리해질 예정이다.

 청계천로 자전거길이 조성되면 도심에서 중랑천, 

한강에 이르는 동서축 간선망이 완성된다. 서울시는 

향후 성북천, 정릉천 자전거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자전거도로 간선망을 동북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월 7일(월)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조성 첫 삽을 뜬다고 밝히고 2021년 4월까지 

완료해 정식 개통한다. 

 청계광장∼고산자교에 이르는 청계천로 직선구간 

5.94㎞가 대상이다. 청계천을 사이에 둔 양방향

(남·북측)에 총 11.88㎞ 길이로 한 바퀴 도는 

도심 순환형 자전거전용도로(CRT1))다. 

 청계천로 자전거도로는 서울 전역 동서남북을 

막힘없이 연결하는 23.3㎞의 자전거대동맥을 구축

하는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2020.6.)’의 

핵심구간 중 하나다.

 서울시는 올해를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의 

1) CRT(Cycle Rapid Transportation) : 서울 자전거도로의 간선과 
지선망을 타 교통수단과 상충되지 않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 망

원년으로 삼아 현재 940㎞ 규모의 자전거도로를 

2030년까지 총 1,330㎞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해 

서울을 ‘자전거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특히 기존 차도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는 자전거만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

하게 청계천로를 이동하고 청계천 주변 상인들은 

생업을 위한 기존 조업공간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각 구간별 도로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 예컨대, 차도 바로 옆에서 

불안한 더부살이 중인 기존 ‘자전거 전용차로’(북측 

청계5가∼고산자교 등)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올려 차도와 분리한다. 

 사실상 자전거길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던 ‘자전거

우선도로’ 구간(남측 청계2가∼청계7가 등)은 차도의 

폭은 유지한 채 안전통행로를 가로막고 있는 가로수를 

옮겨 심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차량 이동이 드문 야간 시간대(22시∼

익일 6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구간별 상황과 추석 

등 시기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간별 공사

시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과 

교통정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사 전후 평균 통행속도 변화가 주간(15시∼16시) 

20.5㎞/h→19.7㎞/h, 야간(22시∼23시) 22㎞/h

→20㎞/h로, 도심 평균 통행속도(18.5㎞/h)를 

상회해 공사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게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공사시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해 안내하고 

배너, 표지판 등을 통해 교통통제구간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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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종합교통대책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사진행 및 

교통흐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 시민의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가 조성되면 동쪽으로는 

청계천과 중랑천을 따라 한강 뿐 아니라 동남권 

및 동북권 지역까지 서쪽으로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세종대로, 한강대로를 따라 한강까지 연계되는 

자전거 간선도로망이 완성된다.

 이는 자전거 이용 수요가 높은 한강 자전거도로

뿐 아니라 서울숲, 뚝섬유원지, 올림픽 공원 등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02)2133-395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고속도로과 (02)3708-8666〕

나만 아는 우리동네 정원 뽐내기! 

‘푸른도시 서울상’ 공모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일궈낸 의미 

있는 도시녹화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시민공모를 오는 9월 20일(일)

까지 모집한다.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는 「서울, 꽃으로 피

다 캠페인」 시즌 2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동네

(골목길·자투리땅), 학교, 공공청사, 건물·상가, 

개인·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공간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꾼 우수사례 시상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정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전이다.

 공모대상은 골목길이나 자투리땅 등 동네, 학교, 

건물·상가나 개인·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면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정원 조성, 텃밭 가꾸기 등 꽃과 나무를 

심어 푸르게 가꾼 사례면 된다.

 시민 누구나 응모 할 수 있으며 9월 20일까지 

사연과 사진을 담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해 11월 6일(금)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에서 최종 시민녹화 우수사례 30팀을 

발표하고 시상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해 녹색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치구를 격려하기 위하여 13개소를 

선정하여 대상 자치구(1개소)는 상금 1억 원과 

상장을 수여하고 그 외 자치구엔 상장 및 인증물을 

수여할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0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댐관리청 등이 댐 수질 개선을 위해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7175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댐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업무위탁 사항을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이관하는 

한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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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환경관리사업 종류 및 댐 상류 범위 신설 

(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시행할 수 있는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및 댐 상류의 범위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하도록 함

나. 댐 시설물(국유재산) 관리 업무위탁규정 이관 

등 (안 제16조제3항 신설)

  기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2에 따라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수행 중인 댐 국유재산 관리업무 사항을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안 제41조제4항 신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보다 

만족도 높은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라. 댐수탁관리자 등의 권한 정비 등 (안 제46조 

및 제48조 개정)

  1)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 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중에서 댐용수(하천수) 

사용허가의 경우는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

하도록 개선하고 무분별한 점용허가 등으로 

인한 댐 수질오염 예방 등을 위해 점용 허가 

등의 처분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

토록 개선함

  2) 댐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하고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댐

수탁 관리자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개선

하여 댐 시설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영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발표한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

(2020.2.20.)」 후속조치를 위하여 최고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제 운영 실효성 제고방안

(2019.12.23.)」을 통해 권고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고포상금제 정비(제13조의2)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에 

대한 운영 결과 평가 및 운영방식 점검 등을 

위하여 각 시·도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시 행정처분 강화

(별표1, 별표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해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조작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백두대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맥을 규정하여 생태축 보호·관리의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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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 범위와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기준 및 자연보전시설 등의 

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18호, 2020.5.26. 공포, 2020.11.27.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다른 법률의 분리 제정에 따라 핵심구역에서 지진·

지진해일·화산 관측소 허용 및 부대시설의 종류에 

전기설비를 추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의 생태축 보호·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정맥 산줄기를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남한의 9개 정맥인 한북정맥, 낙동정맥, 한남

금북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낙남정맥의 산줄기를 

규정함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추가 및 부대시설 종류에 전기설비 추가(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안 제8조제5항제2호)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를 핵심구역

에서의 허용행위로 추가함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추가

다.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 범위를 규정(안 제

11조의7 신설)

  1) 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 범위를 ‘백두대간 

사랑운동, 산림정화, 홍보활동, 불법행위 

감시·신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등산로 및 

입간판 정비 등으로 규정함

라.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1) 광역단위 : 둘 이상의 도 단위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국유림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구성 

운영

  2) 지역단위 : 하나의 도 단위 행정구역의 경우로 

토지의 소유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구성 운영

마.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계획 고시 

(안 제14조 신설)

  1) 설치계획에 사업의 명칭·목적, 위치·면적, 사업

기간 및 사업시행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사업예정지 

도면을 반영하도록 함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042)481-881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산림항공기의 지원 요청을 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을 규정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한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을 

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를 받기 위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에 긴급하게 운항

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위해 안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5조 신설)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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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5.19. 공포, 2020.5.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업무 위탁

(안 제15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고시

하는 협회에 위탁

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위탁

(안 제20조의2 신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안 제2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그 권한을 위탁

받은 자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성능점검

업자의 지위승계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11.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의 

규모와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의 원가반영 

및 정산(안 제9조 개정 및 제10조의2 신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을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금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에 드는 금액 중 

잔여금 정산 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사용한 비용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

나. 전자카드를 통한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방법 

규정(안 제12조 개정)

  전자카드 적용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

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함

다. 전자카드 적용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 규모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이 의무적용 되는 사업장을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으로 하되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을 기준

으로 공공공사는 10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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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카드의 발급(안 제12조의3 신설)

  전자카드 의무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건설현장 출입 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가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마. 전자카드의 사용(안 제12조의4 신설)

  전자카드 의무 적용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와 단말기를 통해 출퇴근 내역을 등록

하도록 함

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전자카드를 통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

사.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을 

위해 산림기술자등의 교육·훈련의 이수 현황을 

관리하고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등 운영상 미비점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국가 재정손실 부담을 낮추고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을 재입법예고하고 9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기술자등 교육·훈련 현황관리 기준 신설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절차 신설

(안 제5조제5항, 별지 제9호의2서식)

다.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 절차 신설(안 제8조

제4항 및 제5항, 별표 6의 제1호다목, 별지 

제16호의2의 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의 서식)

라.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처리 일원화

(안 제9조)

마.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업무 일원화(안 제10조

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 서식)

바. 산림기술용역업 재개업신고 제도 마련(안 제13조, 

별지 제22호 서식)

사 부실 측정 범위 확대 및 벌점 부과 결과 통보

체계의 수시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아. 산림기술자등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따른 이중

등록 방지 신설(안 제20조제2항, 별지 제31호 

서식)

자. 수수료 징수 기관 명확화 근거 마련(안 제22조)

차.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관련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에 대한 벌점관리 기준 강화규정 신설(안 

별표4 제2호나목 및 다목, 제3호가목, 제4호

가목, 제7호 및 제8호)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881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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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원상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09호, 2020.6.9. 공포, 2020.12.10./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기증에 따른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게 원상

복구 비용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재돌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중앙문화재돌봄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2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

10조의5 신설)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의사는 참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함

나.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안 제41조의2 신설)

  법에서 정한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 외에 시·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것을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으로 정함

다.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41조의3 신설)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 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에 위탁함

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 등(안 제41조의4 신설)

  중앙문화재돌봄센터는 전담인력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중앙문화재돌봄

센터의 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운영계획 및 전년도 사업운영실적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41조의5, 제41조의6 및 별표3의2 신설)

  1)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실적이 있으며 문화재돌봄

사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세부기분을 정함

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안 제41조의7 신설)

  문화재청장은 매년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평가

하여야 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의 방법

으로 실시하며 평가의 기준은 문화재돌봄사업의 

실적,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운영 및 지원의 

적정성 등으로 함

사. 훼손 문화재 원상복구 비용청구(안 제42조의2 신설)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에는 납부금액, 납부 기간,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로 하며 

납부금액은 원상 복구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

한 비용으로 함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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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은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조항 신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20.6.9.))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8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과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1) 가입대상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

  2) 가입기간 : 착공(착수)일부터 완공(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시설공사, 시설관리의 

경우 완공(완료)일 까지)

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소방

산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안 제20조의2 

제2항 신설)

다. 소방사업자는 해당 소방산업의 계약을 체결

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

에게 제출(안 제20조의2 제3항 신설)

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안 제20조의2 제4항 신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

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하고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며 

해당 폐기물의 방사성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30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입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2017년) 

등으로 대형 목구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에 목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고려

하여 건축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그간 

소규모 목구조주택에 국한되던 목조건축 시장을 

선진국과 같이 대형 목조건축으로의 시장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조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

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하고 9월 29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 폐지(현행 제9조의3

제1항 삭제)

  목구조건축물에 대해 지붕높이 18m 이하, 처마

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000㎡ 이하 등으로 

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구조용 집성재(CLT) 등 

고성능 목조자재가 개발되는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규모제한을 폐지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5575, 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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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에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본계획 수립 항목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원

관리청이 지역 실정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9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시설 신설

(안 제22조, 별표1)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도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통해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개선(안 제12조제11호)

  정부는 쪽방촌 정비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소규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촌 정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

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함

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제5∼7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 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에 

도시공원 집행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규정함

【시행규칙】

가. 공원조성계획 수립기준 확대(안 제8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현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규정함

나. 설치가능한 공원시설 확대(안 제9조)

  공원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 체육공원에 전시장, 

수변공원에 교양시설,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함

다. 공원시설 설치 면적 기준 완화(안 제11조)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정하고 

있는 8개 공원시설(수목원, 순환회전차, 유스

호스텔, 승마장, 골프장, 일반경기용 운동시설, 

동물놀이터, 보훈회관)의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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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6.9.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
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원 이상으로 
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안 제98조
의2, 제99조의2 신설)

  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1,000㎡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의 
건설공사로 규정하였으며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승인
하도록 하였음

  2)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으로 시공 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부내용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나.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강화
(안 제100조 개정)

  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기준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타워크레인 검사

대행자의 검사원 이상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여 정기안전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일부항목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면제(안 
제91조 개정)

  1) 건설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2) 면제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는 현장 반입 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도 포함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742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한 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을 정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5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지정 해제사유 규정
(안 제11조의7)

  차마의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한 후 숲길 실태
조사 결과 안전 또는 숲길 훼손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나.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진입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금액 신설(안 별표 4 제2호사목)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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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 공사 중 화재사고를 예방
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0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안 제19조제7항)

  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창고·공장에서 방화에 지장에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함

나. 모든 창고·공장 등의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안 제61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든 공장, 창고시설로 확대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9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난연
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난연재료 미만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며 
복합자재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공사 중 화재사고를 예방
하고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창고·공장 등에서 단열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감리를 규정 (안 제7조의2, 제24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건축물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심의를 통해 불가피함을 인정받은 경우

에 한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전담감리를 두도록 규정함

나. 복합자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24조제1항)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9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대·중소

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2019.12.16.)의 내용을 하도급법에 반영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확대(안 제16조의2)

  1)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는 원가 인상 등의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여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소기업중앙회에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물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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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 포함시키고자 함

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권한 

도입(안 제35조의2∼제35조의5)

  1)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에서 피해기업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

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원사업자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

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 확대   

(안 제25조의3)

  1)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수정

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중소기업에 

한하여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규정

하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및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궤도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삭도시설인 차량과 와이어로프를 연결하는 주요
부품인 차량 소켓부 안전관리기준 마련하고 조문·
별표 정비 및 여건을 반영하고자  「궤도시설 점검·
정비요령」 및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
(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검·정비요령】

가. 차량 소켓부 신설 규정함 (안 별표1, 별표2 
신설) 등

  별표1 일상점검요령, 별표1 정기점검요령에 삭도
시설인 차량 소켓고정부의 이완이나 변형, 용융
합금 탈락여부 기준 마련을 위해 신설 등

【안전검사기준】

가. 와이어로프 정밀검사(비파괴검사) 의무화 및 
차량 소켓부에 대한 검사기준 신설(별표 1)

나. 국부적인 형태의 단선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 
(별표 12 신설)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26〕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개방식 차량(스키장 리프트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탑승객의 추락사고를 방지
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와이어로프 연결부의 유지
보수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로프 연결부에 대한 유지보수기준 신설
(제22조의2 신설)

나. 개방식 차량의 안전손잡이 등에 보조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23조제11호 신설)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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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감리 내실화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주감리 내실화(안. 2.3.3 신설)

  감리 내실화를 위해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명시하고 지하굴착 등 위험공사 
시 상주감리 수준으로 감리원 배치 의무화

나. 상주감리 내실화(안 2.5.4 신설, 2.5.5 신설)

  민간공사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공공공사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위험공정은 감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은 작업허가제 의무화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작업을 일체 금지하는 
등 화재발생 우려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2〕

「경관심의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경관법에서는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대상과 사업 종류에 따라 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인원과 
관련된 시행령과 운영지침의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경관 행정을 수행하는 일선 현장의 혼란을 야기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과 운영지침의 내용을 통일
하여 기준 간 정합성을 이루고 합리적인 경관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관심의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관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명확화(안 6-1-4, (1))

  시행령 기준으로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로 
구성인원을 통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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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1차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운영 중인 동부간선도로 내 대규모 굴착 및 

구조물 공사가 수반되는 복합공종으로 발주

기관을 대신하여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수립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업무 시행 철저

  - 교통량이 많은 지정체의 혼잡구간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특성을 

고려 시 굴착공사 경험이 많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사업여건임

○ 하천 내 대규모 굴착사업임을 감안하고 복합 

공종임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자평가 방식을 채택

하고 업무범위를 공통업무, 시공 및 시공 후 

단계로 구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를 

적정하게 산출함

○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 관리 필요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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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차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공사 설계심의

○ 아래 사항에 대해 재검토한 후 분야별 심의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

  - 2단계 시공(증축) 시기가 불명확하므로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완료할 것

  - EE-101/A-SS 고압 TR 판넬을 TR, ACB, 

ATS 등으로 각각 판넬 분리하여 절연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 전기자동차 완속4대, 고속2대를 완속2대, 고속

4대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 제132차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사업 용역발주심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연면적 

1,000㎡ 이상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면 에너지

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 되어야 하므로 ‘2) 

기타 지침’, ‘3)관련 인증업무 수행’, ‘4)관련

기관 인·허가 및 협조’ 등에 인증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바람

  -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수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표시 등

○ ‘3.2.4 구조계획 (5) 구조계산서의 작성요령’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기 바람

  - 하부 기존 구조물의 안전검토

  - 상부 구조물과 하부 구조물의 접합 상세

○ 공모지침서 등에 따라 주차장 계획이 필로티 

구조(1층)에 계획되므로 설계지침 보완바람

  - 소화설비(기계) 항목에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특성에 

맞는 소방 설비를 계획할 것’ 추가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16. 시행)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개정되었으니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출토록 내용을 명시

하기 바람(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 유수지 복개 상부 부지를 활용하는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및 운영 중 원활한 

유수지 기능 활용과 재해예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제133차 바이오허브 글로벌 협력동 증축공사 

공기적정성 심의

○ 동 공사의 적정공기는 심의 시 상정된 단축

안(24.6개월)을 적용하되 추가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돌관공사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가시설 설치 및 해체

  - 토목 터파기 공사와 병행 작업하는 가시설

(띠장, 버팀보) 설치공사의 공사기간이 C.P에 

미반영 되어있으나, 터파기 공사기간 중에 

가시설(띠장, 버팀보) 설치공사의 여유공기가 

필요함

  - 지하2층 건축골조공사는 벽체1차 타설 후 

콘크리트 양생기간과 가시설(띠장, 버팀보) 

철거공사에 대한 공사기간이 C.P에 미반영 

되어있으나, 충분한 양생기간과 가시설 철거

기간에 대한 여유공기가 필요함

  - 지하1층 건축골조공사는 가시설 철거기간에 

대한 여유공기가 필요함

○ 주요 일정 마일스톤(Milestone)계획에 공사 

추가 요함

  - C/W공사 Mock-up Test 일정 및 C/W공사 

완료일

  - 옥상방수공사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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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24차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72건을 제안하여 54건 채택 

(채택률 75.0%)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885백만 원에서 243백만 원 절감

(절감률 8.4%)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8.4% 5.1% 5.1%

○ 주요대안내용

  - 계획성 향상

    ∙ 흙막이가시설 제거식 앵커를 일반 가시설

앵커로 변경 (감액 33백만 원)

  - 계획성 향상

    ∙ 지하주차장 층고 조정(4,400→3,600)

      (감액 28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기존동과 증축동 전기실 통합

      (증액 116백만 원)

■ 제27차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68건을 제안하여 58건 채택 

(채택률 85.3%)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16,336백만 원에서 30,177백만 원 

절감(절감률 25.9%)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5.9% 42.1% 56.8%

○ 주요대안내용

  - 편의성 향상

    ∙ 광암(정)∼풍납사거리 이중화 관로 구간에 

대해서는 상호연계운영으로 경제성 및 유지

관리상 적용이 가능하므로 비구조적방법 

병행 시행

      ⇒ 작업구, 민원 및 교통체증 등 최소화로 

시공성 향상 (감액 13,763백만 원)

  - 환경성 향상

    ∙ 신설관과 기존관 사이 채움을 몰탈에서 

경제적인 재료(경량콘크리트)로 변경

      (감액 1,305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관로 복선화를 위한 통합밸브실 설치

      ⇒ 비상 시(누수 및 수질사고) 탄력적 운영 

및 유지관리능력 향상 (증액 1,294백만 원)

■ 제28차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64건을 제안하여 62건 채택 

(채택률 96.9%)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9,700백만 원에서 205백만 원 절감

(절감률 2.1%)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1% 24.2% 26.9%

○ 주요대안내용

  - 편의성 향상

    ∙ 주차장 램프 폭 확대(3.5m→6.0m)

     (감액 11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CIP 심도를 일반적 풍화암-1.0m로 설계

하여 최적화 (감액 30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지하1층 회의실 방송앰프 및 지상2층 대강당 

스피커용량 축소 (감액 1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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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말뚝 지지력 조기 확인을 위해 말뚝 중공부에 용수가열 히터를 이용한 

시멘트풀 고온양생방법 (제891호)
(보호기간 :  2020. 07. 20. ～ 2028. 07. 1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굴착공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내부 
중공부에 가열용 용수를 투입하고 히터 및 온도
센서를 수중 설치한 다음 히터를 이용하여 투입한 
용수를 섭씨 60도 이상으로 가열하고 컨트롤박스와 
온도 제어 센서에 의하여 용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히터를 제어함으로써 매입말뚝의 주면에 
충진된 시멘트풀을 고온으로 고속 양생하는 방법
이다.

(2) 내용

  이 기술은 시항타 말뚝 주면 시멘트풀의 양생 
기간을 단축하여 매입말뚝 주면 마찰지지력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용수가열 히터를 이용한 
시멘트풀 고온양생 방법이다.

(3) 기본개념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2. 가열용 히터설치

4. 온도센서 모니터링 기반 고온양생(1일)

1. 중공부 용수 채움

3. 내부 온도센서 설치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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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기술의 특성

기존기술
(常溫양생)

최소 7일 이상의 주면 시멘트풀 양생 기간이 필요함 ⇨ 
양생 기간 항타 전용 장비가 대기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함

신기술
(高溫양생)

고온양생을 통해 주면 시멘트풀 양생 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함 ⇨ 
공정 단축에 따른 시공성 및 환경성 우위,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성 우위

신규성 요소기술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결과, 기존기술 대비

 

차별성 확보

개별누전차단, 전기테스트 
실시간 원격모니터링, 
명세서 준수 등을 통한 

높은 안전성 확보

장비 반복사용 및 재구매, 
자재 확보가 쉬운 독자적 
창안 기술로서

독창/자립성 확보

진보성 주면마찰력, 지지력, 
압축강도, 부착 강도 등의 
다각적인

품질 향상 검증

시항타 공정개선, 공기 
단축, 시공 여건 개선에 
따른 

고도의 개량 수준

원격 모바일 온도 
모니터링, 건설기계 사용 
축소에 따른

첨단기술성 확보

경제성 공기(장비 대기일 수) 단축, 공정개선에 
따른

공사 기간/비용 절감 효과

매입말뚝에 대한 유지관리는 필요치 않으며 
사용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만이 필요한

유지관리비용 절감

     말뚝 중공부에 배치된 온도 센서와 연결된 케이블이 매입말뚝으로부터 수 미터가량 떨어진 위치

까지 연장되어 말뚝 중공부에 채워진 가열용 용수의 승온 상태 및 온도 유지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입말뚝 시공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기술에 의하면 말뚝 중공부에 채워진 가열용 용수에 대해 모니터링 되는 온도정보는 무선

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로 전송될 수 있어 야간에도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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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처 시공사 공사기간 사용말뚝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1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인천도시공사 ㈜대우건설 2019.05. SSPHC D600 -
(40,000,000)

2
화성동탄2 A81BL 
아파트 건설공사 
16공구

㈜NHF제13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보건설㈜ 2018.03. PHC D600 -

(32,923,000)

3 평택 영신 
지역주택조합사업 지역주택조합 현대엔지니어링㈜ 2018.09. PHC D500 -

(117,040,000)

4
위례신도시 
A3-4a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자인㈜ 현대엔지니어링㈜ 2018.11. PHC D500 -
(104,720,000)

5 영종 A12BL
민간임대 주택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건설 2019.04. PHC D600 -

(26,400,000)

6 반포 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 롯데건설㈜ 2019.11. SSPHC D600 -

(23,200,000)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기존 매입말뚝 양생 방법과 달리 주면마찰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존 공법 대비 

크게 줄어 공기 단축 및 공사비용 절감과 말뚝 설계지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구조물의 기초시공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항타 과정에서 말뚝의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본 기술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재설계 및 

말뚝의 적정심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현재까지 이 신기술과 같이 파일 주면의 시멘트밀크를 고온, 고속으로 양생시켜 파일 주변 지반의 

주면마찰력 증가 정도를 조기(최대 1일)에 파악 가능한 종류의 기술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러

므로 동남아 지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시장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신기술의 기술적 

우수성과 경제적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신기술의 해외 기술이전이나 해외 건설 

현장 적용을 통한 외화 획득이 가능하고 이 신기술의 시장 진입으로 이와 유사한 기술도입을 방지

함으로써 외화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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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최근 엔지니어링사와 제조업체의 기술영업과 건설사의 원가절감 노력이 상호 부합하여 국내 말뚝 

시장은 대구경, 초고강도, 선단 확장 등으로 세분되었다. 특히, 구조물의 초고층화(대형화)와 지가

상승,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특수공사들이 증가하여 연약지반에서의 건설과 해안공사가 활발해져 

구조물의 안전성이 중요하게 되었고 이에 기초구조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말뚝의 고기능성의 공법이 

필요하게 되어 시장에서 이 기술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공기 단축과 말뚝 설계지지력을 극대화하여 소요 말뚝의 총량을 줄여 원가절감도 가능하므로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신기술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신청기관의 자체 know-how 등이 집약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 기술이 향후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 원)

명칭
신기술 기존기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장비조립및해체 92,448 915,117 397,160 1,404,725 92,448 915,117 397,160 1,404,725

굴착 9,038,599 8,851,260 8,218,496 26,108,355 9,038,599 8,851,260 8,218,496 26,108,355

동재하시험 　 　 801,923 801,923 　 　 801,923 801,923

양생 86,000 41,736 7,345 135,081 　 　 　 　

양생장비운영 　 　 2,420,616 2,420,616 　 　 16,944,312 16,944,312

동재하시험 　 　 801,923 801,923 　 　 801,923 801,923

합계 9,217,047 9,808,113 12,647,463 31,672,623 9,131,047 9,766,377 27,163,814 46,061,238

신기술대비(%) 10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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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단위 : 원)

비     목 신기술 기존기술 산출근거

순공사비

재료비
직접재료비 9,217,047 9,131,047

[소계] 9,217,047 9,131,047

노무비

직접노무비 9,808,113 9,766,377

간접노무비 1,245,630 1,240,329 직접노무비 × 12.70%

[소계] 11,053,743 11,006,706

경비

기계경비 12,647,463 27,163,814

환경보전비 285,053 414,551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90%

산재보험료 414,515 412,751 노무비 × 3.75%

고용보험료 96,167 95,758 노무비 × 0.87%

건강보험료 316,802 315,453 직접노무비 × 3.2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959 26,845 건강보험료 × 8.51%

연금보험료 441,365 439,486 직접노무비 × 4.50%

안전관리비 557,437 553,694 (재료비+직접노무비) × 2.93%

기타경비 1,783,829 1,772,122 (재료비+노무비) × 8.80%

[소계] 16,569,590 31,194,474

계 36,840,380 51,332,227

일반 관리비 2,210,422 3,079,933 계 × 6.00%

이       윤 4,475,063 6,792,166 (노무비+경비+일발관리비) × 15.0%

공 급 가 액 43,525,865 61,204,326 신기술 대비 140%

  (3) 공사기간

구조물 공종

신기술 기존기술
신기술
대비(%)시항타 본항타 대기일

해체
이동
조립

공사
기간 시항타 본항타 대기일

해체
이동
조립

공사
기간

아파트
(8개동)

일괄진행 16일 56일 - - 72일 16일 56일 48일 - 120일 166

심도변경 18일 56일 - - 74일 18일 56일 60일 - 134일 181

교량구조물
(Abut-2, Pier-2)

일괄진행 8일 12일 - 9일 29일 8일 12일 24일 9일 53일 182

심도변경 10일 12일 - 9일 31일 10일 12일 36일 9일 67일 216

 주) ∙아파트구조물의 경우 1개동의 본항타기간은 7일, 교량 구조물의 1개 구조물의 본항타기간은 3일로 산정하였음.
     ∙교량 구조물의 경우 다음 장소이동을 위하여 해체 및 조립(이동) 기간을 3일로 적용하였음.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해당 현장에서의 본 말뚝 시공에 앞서 동재하시험을 통해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매입말뚝 시멘트풀 양생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본 기술의 적용 
이후에 현장에서의 별도 유지관리 사항은 필요치 않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지반상태를 빠르게 확인‧적용할 수 있어 시항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의 총량을 

절감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공사기간 단축 효과로 건설기계의 사용 시 배출
되는 매연(비산먼지)의 양도 줄게 되므로 미세먼지 저감 측면의 공익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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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캐스트 블록과 미끄럼판을 이용한 기존 기계식 신축이음 대체 공법 

(제892호)
(보호기간 :  2020. 07. 29. ～ 2028. 07. 2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공용 중인 교량의 신축이음 보수 공사 시 기존 기계식 신축이음장치를 제거하고 프리

캐스트 블록과 미끄럼판을 이용하여 상부 슬래브를 교대 흉벽 상단까지 연장한 후 교량 재령 수명을 

고려한 신축 유간을 확보하는 신축이음 대체 공법이다.

  (2) NJBR 개요도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개념도

시공절차 및 시공방법 현장 시공 사진

1단계 : 교통 통제 및 포장 절단

 - 기존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와 동일하게 교통통제 실시

   (교통 통제 시간 및 통제 구간은 기존 공법과 동일) 

2단계 :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 

 - 기존 기계식 신축이음장치와 후타설 콘크리트 구간 철거

 - 교대 흉벽 상단부는 프리캐스트 블록 크기를 고려하여

   철거 범위 사전 확인 필요

3단계 : 절단면 정리 및 미끄럼판 설치

 - 교대 흉벽부 절단면 정리(필요 시 초속경 몰탈 사용) 

 - 고무판과 스테인리스판으로 공장 제작된 미끄럼판을 

   교대 흉벽 상면에 에폭시 수지를 이용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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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절차 및 시공방법 현장 시공 사진

4단계 : 프리캐스트 블록 설치

 - 공장 제작된 프리캐스트 블록을 미끄럼판 위에 단순 

   거치하여 설치 완료함

 - 프리캐스트 블록 하면에 PTFE시트를 부착하여 제작함

5단계 : 철근 조립

 - 프리캐스트 블록과 상부 슬래브 접합면 상부에 마스킹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마감 처리함

 - 사용 철근의 직경과 간격은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6단계 : 무수축(초속경) 콘크리트 타설

 -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전 재설정된 신축조절부에 마감

   판을 설치하여 신축조절부 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사용 콘크리트의 종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7단계 : 신축조절장치 설치

 - 신축조절장치는 교량 현황을 고려하여 실런트 조인트,

   아스팔트 플러그 조인트, 탄성 봉함재, 컴프레션씰 조인트

   중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국내 2건, 국외(베트남) 2건 등 총 4건의 시험시공을 수행하였다. 

번호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비고

1 내동2교 신축이음보수공사 충주시 보수과 2016.11. 1개소, B=9.5m
국내

2 천변도로 신축이음보수공사 충주시 보수과 2016.12. 1개소, B=30.0m

3 Ky Lam Bridge 베트남 도로국 2018.11. 1개소, B=12.0m
국외

4 Tan Binh Bridge 베트남 도로국 2019.07. 1개소, B=1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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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활용전망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한 교량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하여 한국 도로공사를 비롯한 

여러 발주처에서는 신설 교량에 대하여 무(無)조인트 교량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용

중인 교량에 대해서도 무조인트 교량화하는 기술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블록 및 미끄럼판을 적용하여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접촉면을 롤러 지지구조로 계획

함으로써 공법 적용범위를 신축량 60㎜까지 확대한 신개념의 기계식 신축이음장치 대체 보수공법

으로서 그 활용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기존 기술 신기술

교량 시스템 조인트 교량 → 조인트 교량 조인트 교량 → 무조인트 교량

신축 유간
설계 시 신축유간에 콘크리트 크리프, 
건조수축 변형이 추가되어 신축유간이 
커짐

교량 재령수명을 고려한 신축유간 
재설정으로 신축유간 축소
(최대 40%)

소음 및 충격
감소 효과

 국내연구자료 : 소음저감 6.4㏈, 덜컹거림 감소 50%

 베트남 현지 시험자료 : 78.1㏈에서 74.2∼74.8㏈로 발생 소음 감소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의 성공적인 개발로 현재 공용 중인 수많은 “조인트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 시 기존 

방식(기계식 신축이음장치 → 기계식 신축이음장치)을 탈피하고 새로운 개념의 신축이음장치 보수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매년 소모되는 신축이음장치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크게 감소하여 국가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에 대하여 베트남 교통부(MOT)으로부터 해외 우수기술로 선정되어 공용 중인 2개 

교량의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에 적용하였으며 베트남 교통과학기술원(ITST)의 공법 성능 검증을 

완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교량 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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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 이 신기술의 적용 신축량별 설계단가(직접공사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신축량 35㎜이하 m 1 662,599원 365,356원 32,613원 1,060,568원

신축량 50㎜이하 m 1 996,565원 365,356원 32,665원 1,394,586원

     

 (2) 공사비 : 신축이음 보수에 따른 공사비 검토 (1m당 직접공사비 기준)

적용 신축장 보수 시기 기존공법 신기술 적용 신축이음장치

보수 시 신축량
: 35㎜

최초 보수 1,119,785원 1,060,568원 ․기존공법 : MC80

․신기술 : Type-1재 보수 1,119,785원  317,080원

보수 시 신축량
: 50㎜

최초 보수 1,668,040원 1,394,586원 ․기존공법 : FJ120

․신기술 : Type-3재 보수 1,668,040원  668,352원

  (3) 공사기간

     ① 초기보수 시 : 기존 공법과 유사한 시공공정과 동일한 공사시간 소요

     ② 재 보수 시 : 신축조절재에 대한 제거 및 설치 공정만 수행하여 기존 공법의 30% 수준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유지관리비 : 신축이음장치에 따른 LCC비용분석 (1m당 직접공사비 기준)

구   분 보수 시 신축량 : 30㎜ 보수 시 신축량 : 50㎜

보수공사 방법 기존공법 신기술 기존공법 신기술

최초 보수 비용(a) 1,119,785원 1,060,568원 1,668,040원 1,394,586원

유지보수 비용(b) 1,119,785원 x 3회 317,080원x 3회 1,668,040원x 3회 668,352원x 3회

LCC비용(a+b) 4,479,140원 2,011,808원 6,672,160원 3,399,642원

LCC비용 비교 1.0 0.449 1.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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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시공방법 단순화로 재보수시 산업폐기물과 이산화탄소량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으며 

도로 불연속면 축소로 통행 차량에 의한 충격 및 소음을 감소시켜 환경민원을 최소화한 친환경 

공법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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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재난관리 정책동향

프랑스
위기와 재난관리를 위한 공공인터넷 사이트

 프랑스 정부는 국민이 재난과 위기에 최대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투명

하게 제공하고자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의 ‘리스크(https://www.gouverne 

ment.fr/risques)’에서는 포괄적 범위의 위기를 

다룬다. 다섯 가지 주요 위기(테러, 방역, 기술적 

위기, 자연재해, 사이버 위기)를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준비와 행동요령, 정부의 대처에 대한 정보 

획득하기, 위기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담

하기 등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그림 1> 리 밸리 지역공원 위치

주: 윗부분은 소음의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있고, 아래쪽은 거주지의 
재난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지도를 제공

 생태전환 및 연대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ècologique et solidaritè)는 제오리스크 사이트와 

비지크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제오리스크

(https://www.georisques.gouv.fr/)는 주민의 생활

반경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홍수, 

지진, 지하공간, 토양오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이트이다. 지도상에서 본인이 사는 곳을 

선택하면 해당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홍수, 지진, 

과거 산업용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 소음 

등 다양한 재난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재해의 종류에 따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변

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재해 정보를 

주제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제오리스크 사이트의 정보제공

주: 지도에서 선택한 지점이 자연재해 주의지역임을 나타내며, 해당 
지점에서 1924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홍수 상황과 인명피해 
내용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https://www.georisques.gouv.fr/ (2020년 7월 14일 검색).

 비지크뤼(https://www.vigicrues.gouv.fr/)는 

하천 관련 재난을 전문적으로 알린다. 비지크뤼는 

주의를 뜻하는 ‘비질랑스(Vigilance)’와 하천을 

의미하는 ‘크뤼(Crue)’를 합쳐 만든 명칭으로 하천 

관련 경계 혹은 주의를 의미한다. 비지크뤼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프랑스 기상청(Mètèo-France)의 

기상주의보와 같은 원리에 기반한 것이다. 홍수

예방을 위한 수문기상관측 중앙서비스(Service 

central d’hydro-mètèorologie d’appui à la 

prèvision des inondations: SCHAPI)와 19개의 

환경부 레지옹사업국(DREAL)의 하천관측서비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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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de prèvisions des crues: SPC)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1,700개 지점의 하천수량을 

하루에 두 번씩 지도상에 표시하며 변화 상황도 

분석하여 제시한다.

 비지크뤼 사이트에 들어가면 프랑스 지도로 국토 

전체의 주요 하천을 볼 수 있는데 하천의 각 구간을 

현재 요구되는 주의 수준에 따라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24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도에서 각 하천을 클릭하면 지역 내 

하천의 상황과 현재 수치가 상황판에 나타난다. 

상황판은 하천수량의 시계열적 변화 상황을 정확

하게 알리며 수해 정도와 각 기준점의 예상 수치를 

나타낸다. 또한 가능한 예상결과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행동지침권고도 함께 나타나 있다.

참고자료
Gouvernement. https://www.gouvernement.fr/risques (2020년 7월 14일 검색)
Géorisques. https://www.georisques.gouv.fr/ (2020년 7월 14일 검색)
Vigicrues. htps://www.vigicrues.gouv.fr/ (2020년 7월 14일 검색)

일본
일본의 지진재해 리질리언스 강화를 향한 노력

 일본은 매년 태풍과 게릴라 호우 등의 국지재난과 

지진, 화산, 지진해일(쓰나미) 등 광역재난 등의 

다양한 재해를 겪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예측 및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동일본대지진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노력이 지진 자체를 막지는 못하기 때문

이다. 지진 발생 한참 뒤에도 일상 기능이 마비

되는 것을 경험한 일본은 내진설계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대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정신

건강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인간의 대응력을 뛰어넘는 지진재해와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한 영역으로 받아

들이되 재해 이후의 회복력, 즉 리질리언스를 종합적

으로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인식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리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그 행동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림 1>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지진해일

자료: https://www.britannica.com/topic/Japans-Deadly-Earthquake
     -and-Tsunami-1797786 (2020년 7월 31일 검색)

1) 일본 정부의 ‘국토 리질리언스’ 추진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을 교훈 삼아 반복

되는 피해와 재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방재의 

범위를 넘어 국토 및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새로운 

틀을 짤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2013년판 「방재 

백서」를 통해 ①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 ② 행정 

및 경제 사회를 유지하는 주요 기능이 치명적 손상을 

입지 않게 한다 ③ 재산 및 시설 등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경감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한다 ④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가능케 한다는 네 가지 목표를 

방재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공표하고 ‘강인한 국가’ 

만들기에 나섰다(内閣府 2013). 이때 처음 언급한 

것이 ‘리질리언스’이다. 재난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나 지역경제·사회와 관련된 시스템 전체의 

저항력과 회복력 확보를 핵심 목표로 ① 리스크 

특정 ② 취약성 평가 ③ 계획 책정 및 리질리언스 

대응 ④ 노력 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리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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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국가 전체의 구조적인 리질리언스를 추진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 틀인 ‘국토 리질리언스’를 

정부 유관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종합적으로 추진

하기로 하고 이듬해 ‘국토 리질리언스 기본계획’을 

결정하여 구체적인 시책과 행동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이 국토 리질리언스 추진 계획은 2018년 게릴라 

호우와 태풍, 홋카이도 대지진이 잇따르면서 ‘방재·

재해경감, 국토 리질리언스를 위한 3개년 긴급대책’이 

추가되었고 이후 그동안의 경과 내용 및 개선점을 

담은 ‘국가 리질리언스 재검토’로 수정·보완되었다

(内閣官房 2018).

2) 일본학술회의의 리질리언스에 관한 제언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학술회의는 리질리언스 향상을 위해 동일본 

대지진 당시 상황에 대해 지진 예측이나 원전 

방사능오염에 대한 대피경보 발령 시 리스크 감시와 

정보 집약·의사결정상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지역

공동체 관계가 희미해지면서 리스크를 파악하고 

알리는 능력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리질리언스 향상

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조속한 수습과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2차 피해로 이어져 

재해복구가 늦어졌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예측의 한계와 재해경험의 망각이 존재하며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작은 실수가 중대한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재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등 재해 

후의 정신보건학적인 대응방법도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건·복지·행정 간의 연계가 불충분했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정보통신 기술이 큰 역할을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필요기기의 파손, 데이터 오류 발생, 

제어시스템 버그, 훈련 부족, 적절한 사고대응 

매뉴얼 부재, 전문가 파견 지연, 비용 삭감으로 

인한 시스템 열화 등의 문제가 속출했다고 보았다. 

정보유통과정에서 불확실하고 거짓된 정보가 판단에 

영향을 미쳐 신뢰성 높은 정보공유가 어려워지는 

등 정보환경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재해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경험

에만 의존했던 점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일본학술회의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음의 

여섯 가지 제언을 발표하였다. 첫째, 계속적인 

리스크 감시와 일상적인 리스크에 대한 충실한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계속적인 리스크 감시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의사결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재해예측도나 

원격탐사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동시에 

긴급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방재정보 활용능력 향상 및 주민행정 간 제휴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리질리언스 향상을 위한 방재·재해경감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재전문가 육성과 

대중의 재해의식교육에 노력해야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방재교육 및 자연사 표본 등을 활용한 재해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신건강을 돕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지역 정신보건·의료측면의 장기적 지원체제를 정비

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및 국가 레벨의 

사회관계 자본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공중위생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대책거점으로서 보건소의 기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 보건과 복지 섹터 

간의 연계를 추진하고 주민조직, 자원봉사활동과 

보건복지 행정시스템 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격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책정하고 

긴급 시 정보제공서비스의 공고화와 그것을 위한 

고도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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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리질리언스 

능력 통합과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리질

리언스 시점에서의 방재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에 있어서 물리적인 장의 

확보와 재건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학 및 연구기관, NGO, 산업계 간 협동을 추진

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관 네트워크 강화와 페어링 

지원체제정비를 시행해야 한다. 방재에 관한 개발

원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 

확립 역시 서둘러야 한다.

<그림 2> 국토 리질리언스의 기본개념

자료: http://www.bousai.go.jp/kaigirep/hakusho/h25/zuhyo/
     zuhyo01_03_51.htm (2020년 7월 28일 검색)

3) 수도권 리질리언스 프로젝트

 수도권의 지진재해 취약성을 개선하고 재해발생 

시 수도권 기능유지를 도모하고자 세부적으로 

재해 리스크를 평가하는 한편, 화재 등 연관 재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조화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립방재과학기술연구소(NIED)는 

여러 대학과 함께 2016년에 ‘수도권 리질리언스 

연구프로젝트(Tokyo Metropolitan Resilience 

Project)’를 발족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데이터 

이용·적용 협의회’ 운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자연

과학, 공학 등 세 가지 분야의 추진 및 세부 연구

과제 수행, 이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민관 합동의 

종합적인 사업 기획 및 재해대응, 그리고 개인방재 

행동 데이터 수집 및 정비를 목표로 한다(防災

科技術究所 2020).

<그림 3> 수도권 리질리언스 프로젝트의 개요도

자료: https://forr.bosai.go.jp/duc/docs/resilience_flyer_a.pdf
     (2020년 7월 28일 검색).

 분야별 계획은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대응력 향상,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예측력 향상, 공학 분야에서의 

예방력 향상으로 나뉘며 세부 연구과제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대응력 향상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리질리언스 향상에 이바지

하는 데이터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총괄과 데이터 활용 협의회 

설치·운영, 정보 인프라 기반을 활용한 데이터 

유통방법 검토, 피해확대 억제를 위한 취약성 검토, 

재해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피해를 파악하는 기술 

검토, 사업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절차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예측력 향상이다. 

민관 연계에 의한 초고밀도 지진동 관측 데이터 

수집 및 정비를 위해서는 민관 연계 초고밀도 데이터 

수집, 멀티데이터 통합시스템 개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공학 분야에서의 예방력 향상이다. 비구조

부재를 포함하는 구조물의 붕괴 여유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정비를 위해서는 간이·광역 센싱

(sensing)을 이용한 광역피해 파악 및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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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재해 거점 건물안전도 즉시 평가 및 지속

사용성 즉시 판정, 재해 시 중요 시설의 고기능 

설비에 대한 성능평가 및 기능손실 판정, 실내공간

에서의 기능유지, 데이터 수집·정비 및 피해파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관리·활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국토 리질리언스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

 SIP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 전략(2013년 

6월 7일)과 일본 재건 전략(2013년 6월 14일)을 

바탕으로 마련된 제도로 자연재해에 대한 국토 

리질리언스 강화과제를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해는 지진에 더해 홍수나 가뭄 등 전반적인 

자연재해를 의미한다.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피난지원 및 긴급대응정보 제공, 

광역경제활동의 조기 복구, 국가나 지자체의 의사

결정 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토 리질리언스를 

강화하고 다음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 항목으로는 ① 대피·긴급활동 지원 통합

시스템 개발 ② 피해 상황 해석·공유시스템 개발 

③ 광역 경제 조기복구 지원시스템 개발 ④ 재해 

발생 시 지하수 이용시스템 개발 ⑤ 선형 강수대 

관측·예측시스템 개발 ⑥ 슈퍼 태풍 피해 예측 

⑦ 지자체 재해대응 통합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시사점

 이상의 내용으로, 일본정부의 ‘국토 리질리언스’ 

계획이나 관련 기관의 사례를 통해 국토정책에서 

과학기술정책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재해에 대응

하고 분석하는 그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 재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되어 성과로 환원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동일본

대지진 피해와 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과거 재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리질리언스라는 사회시스템 

차원에서의 입체적인 대응형태를 구축할 수 있었다. 

덕분에 이후 발생한 대지진에서는 보다 체계적

이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물론 

일본열도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진재해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 피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가능성을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지진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게릴라 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자주 겪고 있고, 그 피해도 상당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일본의 노력과 성과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향후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를 조성할 때 재해 리질리언스 

강화 방안을 반영하고 나아가 방법론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연구자가 함께 고민한다면 장래에 대형 자연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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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도시 리질리언스를 위한 전략 계획

 도시 리질리언스란 ① 과거에 발생했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 미리 재난의 위험성에 대비

하고 계획을 세우며 ③ 재난발생의 영향을 고려

하여 미래도시 건설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유연

하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바르셀로나는 여러 해에 걸쳐 도시 리질리언스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점진적으로 

도시 리질리언스의 취약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도시 

리질리언스 정책의 진행 과정과 프로토콜을 수정

하여 전체론적 관점에서도 여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바르셀로나 도시 리질리언스 모델

자료: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sites/default/

     files/ModelResilienciaBarcelona.pdf (2020년 7월 18일 검색)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 리질리언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로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 분야

에서 발생하였다.

 2005년 1월, 바르셀로나 지하철 5호선 확장공사 

중 터널이 붕괴하여 주변 54개 건물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천여 명 이상의 주민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네 개 건물이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설현장관리 및 모니터링 방식이 대대적으로 변화

하게 되었다.

 2006년 가을에서 2008년 봄까지 바르셀로나 

및 광역지역에는 기록적인 가뭄이 이어져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를 통해 물을 실어 나르거나 특정 용도의 

물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의 대안적인 자원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가뭄 극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시민들의 노력과 물 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고 물 사용량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인 100에 가까운 104까지 줄일 수 있었다. 

이 기록적인 가뭄 이후 바르셀로나에는 해수의 

담수화시설이 설치되었고 도시의 식수원으로 사용

되는 두 개의 강 유역과 담수화시설을 파이프로 

연결하여 가뭄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2007년 6월에는 바르셀로나 시내 지하주차장 

공사 중 옹벽이 붕괴하여 도로 및 버스전용 차로가 

함몰되고 고압전선 및 가스 파이프의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이후 민간 및 

공공의 지하건설 프로젝트 관련 재난상황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의 상담 프로토콜이 개발되었다.

 2007년 7월 바르셀로나 지하철역에서 고압전선이 

변압기에 떨어져 합선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지역 

내 한 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시민 32만 

3,337명이 56시간 42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정전사태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 

도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기로 해당지역에 임시 

전원을 공급하였다. 이 정전사태 이후 카탈루냐 

주정부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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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품질법안을 발표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변전소를 

연결하기 위한 고압전선을 도시 중심에 설치하고 

있다. 비록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고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10월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고속전철이 

도시의 남부 진입로에서 광역철도노선의 침하를 

발생시켜 통근열차를 비롯한 지역철도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철도서비스의 중단으로 불편을 겪는 

16만 명의 시민들을 위해 버스서비스 및 지하철 

환승서비스가 임시로 제공되었으며 이 서비스는 

철도서비스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 

재난취약성 감소, 효과적인 대응, 리질리언스의 

신속한 보장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 

리질리언스 패러다임 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후 도시 리질리언스 모델 확립을 위한 계획이 

점차적으로 실행되었다. 2009년까지 이루어진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도시 리질리언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과 사업이 각 분야별로 추진되었다. 이 계획들을 

통해 일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문제와 

공공 및 민간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협력을 촉진

할 수 있는 영구적인 분야 간 조정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데에는 적절한 협력 방식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부 및 외부관계자의 분야 간 

협력이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전체론적인 

접근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인프라와 서비스 분야의 

취약점을 줄이는 것이 더욱 강조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처럼 각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의 

가치를 더하였고 각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지역 간 

협력 작업의 절차와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경험을 

축적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2014년 바르셀로나 시의회에 

독립적인 도시 리질리언스 부서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바르셀로나는 도시 리질리언스를 위한 부서를 

개설한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2016년 2월 시의회는 

바르셀로나 리질리언스 모델을 비롯하여 이를 통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도시 리질리언스 정책을 발표하였다.

바르셀로나 도시 리질리언스 모델

 바르셀로나의 도시 리질리언스 모델은 1단계 

위험요소 관리, 2단계 위험요소 분석, 3단계 위험

요소 감소의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 

위험요소 관리는 도시공간운영센터 및 도시 내 

다른 제어센터와의 조율을 통해 이루어지고 2단계 

위험요소 분석은 오픈소스 및 표준 모델을 기반

으로 한 공공플랫폼을 활용한 정보관리와 리질리

언스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도시 문제 분석을 위한 정보와 지원을 위한 

도구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위험

요소 감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리질리언스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리질리언스 

위원회는 감지된 취약요소를 줄이고 사고의 심각도와 

재발가능성을 줄이며 도시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질리언스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리질리언스 위원회를 통해 추진되는 주요 프로젝트

로는 유틸리티 회사와의 프로토콜, 취약시설 식별, 

터널검사 등이 있다.

1) 유틸리티 회사와의 프로토콜 프로젝트

 도시공간운영센터는 시민보호서비스 및 다른 지역의 

도시관리센터와 협력하여 유틸리티 공급업체와 

재난의 심각성 등급에 따른 서비스 장애관리 개선을 

위한 일련의 프로토콜에 동의하였다.



- 41 -

 각 회사 사이에 합의된 ‘경고 한계 수치’를 설정

하는 프로토콜은 도시공간운영센터를 통해 다양한 

운영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한다. 

재난 발생 시 상황을 인식해야 하는 모든 도시 

관계자들에게 경고를 알림으로써 정보관리를 개선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비스의 재구축과 실패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

하는 것 이외에도 이 프로토콜은 실패의 확산과 

이에 따른 보다 많은 위험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취약시설 식별 프로젝트

 도시의 사회서비스와 시민보호서비스 간의 협력으로 

① 서비스 형태와 사용자 계층, 관리능력 및 단계를 

고려하여 재난에 취약한 서비스를 식별하여 ② 

도시의 어느 곳에서든 재난상황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취약서비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③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운영팀을 각 서비스에 따라 배치

할 수 있다. 취약서비스의 목록은 유틸리티 공급

업체와 합의된 프로토콜 초안에도 포함되어 있으

므로 기본 유틸리티 고장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의 전원 또는 기타 공급장치를 

재설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3) 터널검사 프로젝트

 바르셀로나의 도시터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 

결과, 터널의 유지 및 관리가 서로 다른 운영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지 및 사고

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된 방식으로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단일기관이 모든 터널을 관리하도록 변경했다.

바르셀로나 도시 리질리언스 전략 계획

 바르셀로나는 도시 리질리언스 정책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2016년 2월 시의회에서 승인된 바르셀로나 도시 

리질리언스 전략 계획은 바르셀로나의 도시 리질리

언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략 계획으로 도시의 

취약점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 리질리언스 계획의 전략은 기후변화에 따른 

리질리언스 및 적응력, 사회적 리질리언스, 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의 리질리언스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로 기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해결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의 기후

변화 적응 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리질리

언스를 실현하는 도시의 건설’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을 내부 및 외부 관계자들의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재난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외상피해자들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으로 개인 리질리언스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재난피해자 케어 모델을 개발했다. 

이러한 케어 방식과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간의 연결 형성은 도시의 재난

피해자 케어 서비스의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도시의 리질리언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08년 작성된 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의 분석 자료와 2008년 이후 시행된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효과를 반영하여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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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는 높은 인구밀도와 지형적 특징으로 

압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받게 될 타격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바르셀로나는 도시 리질리언스 정책을 통하여 

단기 및 장기적으로 재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러한 조치의 효율성, 도시에 

미치는 영향, 이전 상황과 비교하여 개선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 리질리언스를 위한 조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영역과 상황을 개선

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도시의 리질리언스 

정책이 점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리질리언스 

모델을 실현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Ajuntament de Barcelona. 2016. Barcelona: Building a resilient 
city.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sites/default/ 
files/ModelResilienciaBarcelona.pdf (2020년 7월 18일 검색)

영국
영국의 공동체 리질리언스 개발 프레임워크

 2019년 영국에서는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탄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 리질리언스 개발 프레임

워크(Resilience Development Framework)’를 

발표하였다. 이는 2016년 실무자를 위한 공동체 

리질리언스 개발 프레임워크(Community Resilience 

Framework for Practitioners)의 개정판으로 

외부의 비상사태와 그에 따른 위협에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특히 이 프레임워크는 

비법정 주체들 즉, 일반 시민이나 기업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프레임워크에서 정의하는 비상사태란 ‘영국의 

한 장소, 영국의 한 장소의 환경, 또는 영국이나 

영국의 보안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건이나 상황’을 

뜻한다. 개인 및 기업의 리질리언스는 대중이 자신

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나 사업의 연속성을 

인식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계획·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영국 정부는 

이 문서를 통해 관계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독립적

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지식과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대중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서 대중은 개인, 

기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발적 봉사조직 등이 

포함된다.

 공동체의 리질리언스는 지역공동체가 지역자원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자신과 공동체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때 활성화된다.

• 비상사태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비상대응 주체의 활동을 보완하여 대비, 
대응 및 복구한다.

• 장기적인 사회 및 환경변화를 계획하고 적응

하여 미래의 발전과 탄력성을 높인다.

 영국의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은 비상대응 주체를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카테고리 1은 

지역정부와 영국 국가의료제도(NHS), 긴급구조

서비스를 다룬다. 반면, 카테고리 2는 통신, 수도, 

항만과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다. 이 

두 핵심 주체가 위기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되 

지역공동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리질리언스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이 비상사태 관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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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레임워크의 리질리언스 강화 목적과 장점

목표

A. 개인, 기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발적 조직은 비상사태와 
재난으로부터 준비,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B. 비상사태 대응자와 정부는 대중은 자발적인 능력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 능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비상 계획, 대응 
및 복구 활동과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목표

1. 리질리언스 관련 
활동 활성화 비상
상황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듣고 그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하고 동기를 부여
해야 함

• 소통과 알림
• 교육 및 인식 고취를 

위한 자료 구축, 
프로그램 및 캠
페인 운영

2. 공동체 주도의 
사회적 행동 활성화 
지역 공동체가 자신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이는 공동체가 
자원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여 비상대응 
주체들을 도와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촉진

• 공동체 주도 비상 
계획 지원

• 교육 및 물리적 
비상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

3. 자원봉사 역량 
강화와 협력 개인, 
기업, 지역사회 네
트워크, 지역사회 
응급 봉사단, 자발
적 자원봉사자 및 
자발적 조직과 협
력하여 대중에게 
공동제작, 계획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함

• 계획 지원 및 
컨설팅

• 필요에 따라 역할 
및 활성화 모델 
합의

혜택

개개인이 리질리
언스 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기 
마련

공동체 네트워크가 
지역 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음

자원봉사 역량이 
비상사태 관리에 
통합될 수 있음

결과

증가되는 점

• 현 요구사항의 이해와 지원 
대상의 능력 증가

• 대중의 신뢰와 행동 동기 강화
• 비상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집단적 능력 강화
• 공식 비상 관리 활동의 신뢰와 

정당성 증가
• 복구 속도 증가

감소되는 점

• 비상사태로 인한 사회적· 
재정적·건강상의 영향 감소

• 비상 관리 자원에 대한 요구 
감소

• 대응 및 복구 비용 감소

 2019년 발표된 프레임워크는 협력을 통한 관리의 

최종 결과물보다는 과정으로서의 공동체 리질리언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공동체 리질리언스 

지원에는 개인, 기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발적 

조직에 비상사태 및 재해에 대비, 대응 및 복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상대응 

주체, 즉 앞서 언급한 지역정부와 사회기반시설 

관리 주체는 비상계획, 대응 및 복구활동에 대한 

국민의 역량을 이해하고 활성화·통합화함으로써 

비상사태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체 리질리언스 증진은 영국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중 하나이다. 국가안보 전략, 국방 및 안보 

검토는 공동체 리질리언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 영국의 리질리언스는 우리 모두 즉, 응급서비스, 
지방 및 중앙정부, 기업, 지역사회 및 공공의 

개별구성원 모두에게 달려있다.
• 영국의 리질리언스는 다양한 주체의 관계에 

달려 있다. 따라서 민간 및 자발적 부문, 지역

사회 및 개인과의 정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과 복구는 무엇보다도 

지역 차원에서 먼저 수행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경찰, 소방, 구조, 보건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 자원봉사 단체, 기업, 지역사회 단체 

등이 포함된다.

 영국에서는 리질리언스에 대한 사회 전체의 접근

방식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고 더욱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 

리질리언스는 강화된다. 리질리언스는 비상사태에서 

필수적이지만 공공서비스 전반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 평상시 공동체의 응집력, 사회 소외를 극복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접근법은 비상사태 시 

필요한 공동체 리질리언스를 길러준다. 즉 비상

복원활동은 보다 일반적인 리질리언스 구축활동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일상 상황에서의 

리질리언스 구축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자료
HM Government. 2019. Community Resilience Development 
Framework.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
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28813/20190902-Co
mmunity_Resilience_Development_Framework_Final.pdf
(2020년 7월 14일 검색)
Cabin et Office. 2013. Preparation and planning for emergencies: 
responsibilities of responder agencies and others. https://www.
gov.uk/guidance/preparation-and-planning-for-emergencies-respon
sibilities-of-responder-agencies-and-others (2020년 7월 14일 검색)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66호),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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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8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21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 지하차도 1,356m

․ Box 835m, U타입 521m (10,220)
적정 토목

132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 지상4층

․ 연면적 1,500㎡ 미만

6,708

(455)

조건부

채택
건축

설 계

심 의
131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 지하3층/지상4층

․ 연면적 11,050㎡

36,290

(1,502)

조건부

채택
건축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133
바이오허브 글로벌 협력동 

증축

․ 지하2층/지상7층

․ 연면적 24,877.99㎡
45,100

조건부

채택
건축

설계경제성

(VE)심사

24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 증   축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10,399.21㎡)

․ 리모델링 :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7,230.35㎡)

23,031

(1,133)
- 건축

27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 광암정수센터 수계 배수관로 등 

총 26.0㎞ 정비

11.630

(1,081)
- 토목

28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3,524.59㎡

9,759

(465)
-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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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0년 8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0. 8.

건     축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 등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 24건

6,461 5,944

교 통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교통량 조사용역 등 
2건

50 50

기 계 설 비
쌍문역 환경개선(냉방)공사 TAB 기술용역 
등 5건

233 212

도 로
서소문고가 개축공사 기본설계용역 등 
61건

30,988 29,277

도 시 계 획
광운대역세권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9건

1,,072 1,067

상 하 수 도
군자-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8건

8,766 8,490

전 기 통 신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구조검토용역 1건

92 92

정 밀 진 단
행주대교 상류교 정밀안전진단 및 하류교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51건

8,997 8,701

조 경
북악산 한양도성 내측 개방구간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7건

273 262

지 하 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개발 대비 지하철 
접근성 개선사업 타당성조사용역 등 4건

899 895

하 천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용역 등 2건

503 405

기 타
한국교육개발원 이전부지 소규모환경영향 
평가용역 등 8건

1,151 1,136

 계 202건 59,485 5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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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0년 제122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6.15.~6.18. 7.4. 8.28. 8.31.~9.3. 10.17.~10.27. 11.13.

< 2020년 제68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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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제3~4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7.28.~7.31. 8.22.
∼23. 9.3. 9.14.~9.18. 10.10.~10.25. 11.12.

9.4.~9.10. 9.19.
∼27. 10.8. 10.12.~10.16. 11.14.~12.6. 12.18.

< 2020년 제3~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6.2.~6.5. 6.28.~7.8. 7.17. 7.20~7.23. 8.29.~
9.19.

9.25.~
10.8.

9.8.~9.11. 1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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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그린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이다.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변화를 주어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자료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이혜경박사)을 발간하였다. 유럽연합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①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 ②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③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④ 최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 으로 감축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12월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은 2050년 탄소 중립2)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여야 하는 2050년 감축 

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유럽

연합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

목표의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그린딜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유럽 진출 기업이나 

수출 기업들은 관련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DELCO 지식정보, www.delco.co.kr]

2) carbon neutral,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배출권 거래 등의 상쇄 활동을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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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