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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16년 국토교통부 연구용역팀은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 CM)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CM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22개 기관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결과 ①CM회사의 역량부족, ②가격위주 CM회사 선정방식, ③CM대가와 요구역량의 불

일치, ④CM인력양성 유인책 부족이 CM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1) 필자가 속한 CM

업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세 가지 원인보다 ‘CM회사의 역량부족’이 보다 근원적이고 뼈아픈 요인

으로 생각된다. 

 법과 제도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CM업계는 우선 경쟁력 있는 CM역량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CM역량은 하루아침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data의 축적, 연구개발, 시행착오와 개선의 과정이 필요하다. 법·제도가 변경되어 상향된 대가로 

고도의 사업관리기술력을 요하는 CM이 발주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CM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CM

회사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CM에 대한 실망감만 가중될 뿐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다. 법·제도는 당장 2∼3년이면 변경될 수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CM서비스 

기술역량은 20∼30년이 걸리는 일이다. 

 이 글은 CM이 건설사업 참여자들로부터 그 필요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사업추진 시 꼭 필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고 그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CM업계 발전방향을 

제안한다.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2. CM 발전방향

 1) 계획역량을 강화해야

 CM은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을 거쳐 유지관리단계까지 사업의 全생애주기 동안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의 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다. 건설사가 

업역을 확장한 미국의 사례나 설계사로부터 업역이 확장된 영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공사

1) 국내건설사업관리 제도의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서용칠외 3인, 건축 2017년 5월호, 대한건축학회

》  칼  럼

 건설사업관리 발전방향 제언
    이 승 훈
    ㈜건원엔지니어링 이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 3 -

감리 회사가 업역을 확장하여 CM회사로 변모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런 탓에 지난 20년간 수천 건의 

CM용역이 발주되었지만 어림잡아 20% 이하의 사업에만 설계단계부터 CM이 적용되었다. 그마저도 

실시설계 중후반 최종설계검토와 건설사 선정업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전술(前述)한 국토교통부의 CM회사 역량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CM회사의 공사단계 

사업관리 역량은 해외사와 견줄만한 수준이지만 기획·계획·설계단계 사업관리 역량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공사단계 중심의 CM이란 ‘발주자와 설계자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과 설계안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업무와 함께 발주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근래 생산되는 상당수의 CM수행계획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업추진 및 업무수행

계획이라기 보다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본사와 현장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최적의 

품질을 갖춘 시설물을 조달하겠다. 물론 공기단축, 원가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성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을 보자면 수백억 수천억 원짜리 건설사업의 CM회사 선정을 위해 제출되는 기술

제안서는 휘황찬란한 그래픽 요소로 꾸며진 40여 쪽 분량의 사업관리 개념계획서에 지나지 않는다. 

용역 착수 후 제출하는 CM수행계획서는 사업단계별 해야 할 업무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 

도구, 기법들이 나열된 CM교과서에 가깝다. 

 누가 언제 어떤 성과물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 세밀하지 못하다. 적어도 월(月)단위, 경우에 따라서는 

주(週)단위 분야별 수행업무의 내용과 그 성과물, 필요한 의사결정, 확보되어야 할 정보와 자료, 설계사·

건설사와의 협업사항이 세밀하게 계획되고 기술되어야 한다. 즉 CM수행계획서에는 일종의 사업수행 

simulation이 담겨져야 한다. 그리고 주요한 정보가 확정되고 갱신될 때마다 또 한번의 simulation이 

이루어지고 최신 버전의 CM수행계획서가 사업참여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설계착수 전에는 발주자가 원하는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그것이 변동가능성 없이 명확한지 아니면 

변동 가능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요구사항이 정해질 때마다 새로 지어질 시설물이 어떤 형태인지 

얼마의 공사비가 들고 얼마의 자산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지속적으로 갱신

되어야 한다. 설계자가 여러 종류의 mass study와 콘셉트모델을 만들어 고객과 소통하듯 CM도 

여러 버전의 사업관리 계획안으로 발주자와 교감하고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는 도출된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빠짐없이 반영되면서도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 설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설계자와 끊임없이 협업해야 한다. 실시설계 중반부터는 건설사와 전문

건설업체를 참여시켜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근래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시공책임형

CM은 건설사의 프리콘(Pre-construction) 서비스를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의도이다. 시공성분석

(construct ability)의 개념과도 대동소이하다. 건설사의 설계단계 참여는 설계정보와 시공정보의 

상호보완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오용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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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건설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경우 발주자의 의도가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해왔다. 프리콘 서비스의 주체가 CM이 되면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사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공사방법과 순서를 주도적으로 계획한다. 공사의 실행도 건설사가 주도

한다. CM은 설계단계에서 CM과 전문건설업체의 프리콘 협업으로 작성한 공사계획(공사순서와 방법, 

일정, 원가 정보를 포함)을 낙찰된 건설사의 공사계획과 비교 검토하여 상호 합의된 공사계획을 도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CM은 공사의 진행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확정되었던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변동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식별·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고도화된 계획역량을 가진 선진국 PM/CM 회사는 그들이 가진 역량의 80%를 공사이전단계에 투입

하곤 한다. 투입된 인력은 상세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후 철수한다. 나머지 20%의 역량은 공사기간에 당초 수립한 ‘완성도 

높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변동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비상주 혹은 

부분상주의 형태로 투입된다. 인당 매출액이 우리의 10배에 달할 수 있는 비결이다.

 2) CM전문기술 서비스로 감리와 차별화해야

 설계는 설계사가 공사는 건설사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설계사와 건설사에 비해 CM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CM만 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일까?

 CM의 역할을 설계사 및 건설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물론 CM이 설계사와 건설사가 수행한 업무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때때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20여년 역사를 가진 CM이 건설 산업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려면 설계사와 건설사의 업무수행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CM이 독자적으로 건설 사업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하고 설계·시공의 과정과 결과를 통제·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로서 오롯이 

CM 스스로의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와 어떤 서비스가 CM 고유의 

생산품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CM회사는 기존 감리업무에서 제공했던 품질·안전·환경관리 서비스와 더불어 원가·공정·리스크·범위·

조달관리 등 CM전문기술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CM업계에서도 CM서비스와 감리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CM전문기술의 제공을 꼽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상당수 CM회사 임직원들은 

CM전문기술 서비스의 성과와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그럴까? 실제로 

CM전문기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대로 제공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CM전문기술 서비스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손에 꼽을만한 특수한 상황에서 발주자의 

직접적 요구에 의해 선별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했을 뿐이다. 발주자의 명시적 요구와 관계

없이 회사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CM용역기간 중에 주기적으로 원가·공정·리스크·범위·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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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보고서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주된 생산문서는 품질·안전·환경 검측결과와 설계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결과로 구성되는 사업관리일지(혹은 감리일지)에 지나지 않는다.

 매출액 상위권 CM회사 중에도 원가·공정·리스크·범위관리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성과물로 

구성되는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회사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일부 사업에서 위 성과물이 창출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전체의 일반적 서비스로 정착되지 못한 예외적 

사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속성을 갖고 개선·발전시켜 모든 CM 현장에서 표준화된 사업비관리·

공정관리·리스크관리 보고서를 매주, 매월 생산하는 회사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CM도입 후 20년이 지났지만 CM전문기술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M회사는 기존 감리대가와 비슷한 수준의 용역비로 어떻게 CM전문기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겠느냐고 

항변한다. 발주자는 CM회사의 CM전문기술 서비스 제공으로 발주자가 얻게 되는 편익이 추가되는 

비용을 넘어선다는 객관적 증거나 보증 없이는 대가를 더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에 빠져있다. 답은 앞서 언급한 바와 동일하다. CM업계가 현 수준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한다면 스스로 그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주택사업 호황으로 축적한 이익잉여금을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3) CM 대가는 책임과 함께 고려해야

 일반적으로 CM for fee 방식은 CM에게 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설계사와 건설사에는 지체보상금으로 책임을 묻지만, 용역형 CM 계약서에는 

사업 일정 지연에 대한 책임이 언급되지 않는다. 사업 참여자 공동의 사업목표 달성에 대해 CM도 

사업추진의 주요주체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그에 합당한 권한도 생기고 발주자를 비롯한 사업 

참여자들의 협조와 신뢰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원가절감, 공기단축, 무사고, 하자제로 등 발주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성과요소가 있다면 해당 성과의 

달성을 목표로 CM대가를 실비정산성과연동보수 방식(cost plus sliding fee)으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4) Data를 판매하는 CM회사

 지식산업에서 방대한 양의 historical data로부터 생산된 새로운 지식, 노하우, 도구는 일반적으로 

신뢰도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각종 센서를 이용한 자동측정 혹은 사람의 직접 측정에 의해 

축적되는 수치적 data뿐 아니라 계획·조달·생산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각종 보고서의 내용 

역시 유용한 historical data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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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 일반화된 인공지능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big data로부터 손쉽게 

새로운 지식과 예측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찾아올 이러한 시대에는 일반 인공지능 기술

보다는 그 재료가 되는 big data가 중요해지고 더욱 가치 있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으로는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폭넓게 축적된 data가 주요한 거래 상품으로 등장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건설 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data의 부족에 관한 지적이 있어왔다. 상당수의 연구결과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data로 인해 신뢰할만한 결과를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해왔다. 건설 사업에서 한 프로젝트의 

발생초기부터 설계단계, 시공단계를 거쳐 운영단계까지 관여하는 단일 주체는 단연코 발주자다. 건설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 참여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 생산된 모든 data를 제출받아 축적할 수 있다. 

 발주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CM도 발주자만큼은 아니지만 data 획득과 저장에 유리한 입장이다. 

오히려 개별 발주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CM이 건설 big data의 축적에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설계자나 시공자에 비해 CM은 입버릇처럼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고 주장해오지 않았던가. 

 20∼30년 뒤에는 시설 유형별로, 사업추진 방식별로, 지역별로 시설물의 설계와 시공, 운영을 위한 

기획·계획수립에 사용할 big data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생성되고 CM회사가 판매자로 나설 

시대가 도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모든 사업에 CM이 필요한가

 건설기술진흥법의 발효로 기존 책임감리 명칭이 사라지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유사한 

용역으로 발주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아직 건설 산업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CM이 더욱 난처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발주자와 사업 참여자들이 점점 CM을 공사

감리+α 혹은 책임감리+α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사업에서는 ‘CM형 감리’라는 모호한 표현도 

종종 쓰이고 있다. 공사감리를 하되 발주자가 원한다면 추가적인 사업관리 서비스를 해달라는 뜻이다. 

CM이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감리에 덧붙여지는 추가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설계시공분리방식(Design-Bid-Build, 이하 DBB)은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시설물은 

정확하고 안전하며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복잡하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특수시설인 경우, 혹은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제약이 심각한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이 분절된 전형적 DBB방식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설계-시공간 

소통과 협업 증대를 기대한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이하 DB), 기술제안입찰, CM방식이 등장

했다. DB와 기술제안입찰은 국내 건설 산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제도적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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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고 일부 수정과정을 거치며 주로 대형 사업에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CM방식은 다른 

두 방식과는 달리 공공사업에서 감리와 융합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범위가 ‘발주청이 인정하는 공사’로 

확대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즉, ‘어렵고 특별한’ 사업에 적용

해서 발주자의 큰 걱정을 덜어주는 전문서비스가 아니라, ‘왠만한’ 사업에 손쉽게 적용해서 발주자의 

행정·감독업무를 지원해주고 더불어 설계·공사감리까지 한꺼번에 맡길 수 있는 감리+α 서비스로 인식

되고 있는 것이다. 

 CM방식을 그동안의 DBB, DB,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는 만능열쇠로 인식해서는 곤란

하다. 전형적이고 복잡하지 않은 사업은 DBB방식에 공사감리를 적용해도 충분하다. 설계사-시공사의 

긴밀한 기술적 협업으로 해결 가능한 사업은 DB나 기술제안입찰 방식에 설계감리·공사감리를 적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사업비나 사업기간의 제약이 크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소요가 큰 ‘어려운’ 

사업이야말로 CM이 나서서 발주자와 함께 사업을 총체적으로 조정·통제·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CM조직은 원가·공정·리스크·범위·조달관리 등 CM전문기술별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품질·안전·

환경관리를 전담하는 설계감리·공사감리 조직은 별도로 조직되어도 무관하다

 
4. 맺음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근래 포털과 SNS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수많은 사용자들이 

공유하고, 덧붙이고, 왜곡하고, 재생산한 정보·지식과 더불어 가짜뉴스, 낚시글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하루에도 수억 건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와중에 ‘껍질’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콘텐츠는 

빠른 속도로 사용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폐기처분되고 있다. 비교적 오래도록 생명력을 유지하는 콘텐츠는 

사용자를 유혹하는 ‘껍질’과 더불어 튼실한 ‘본질’을 갖춘 우량 콘텐츠들이다.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간 이어져온 건설 산업. 그중에서도 설계와 시공은 큰 두개의 축으로서 

건설 산업 전반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CM은 이제 갓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만큼 겨우 실뿌리를 몇 가닥 내렸을 뿐이다. CM이 건설 산업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설계·시공과 

함께 건설 산업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집중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설계와 시공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껍질’만으로 발주자를 유혹하는 것은 오래갈 수 없다. 발주자가 CM의 효용성과 존재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CM업계 스스로가 해외 선진 CM/PM사와 정면승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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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19사거리 일대 역사성 살린 

‘특화거리’ 재생…2021.6. 완공

 서울시가 낙후되고 특색 없는 강북구 4.19사거리

(국립4.19민주묘지입구사거리) 일대 거리를 역사성과 

장소성이 살아있고 걷기 편한 '역사문화 특화거리'로 

재생한다. 9월 중 착공해 2021년 6월 완공이 

목표이고 총 42억 원이 투입된다. 

 좁고 불편한 보행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독립운동부터 민주화운동까지 근

현대 역사의 성지인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낸다. 

북한산 둘레길·순례길 같은 명소로의 접근성도 

개선해 거리 자체가 역사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화거리로 조성되는 대상지 2곳은 ①4.19로

(4.19사거리∼아카데미하우스, 연장 1.4㎞)와 ②

삼양로139길 일대〔▴삼양로139길(4.19민주묘지역∼

4.19민주묘지 입구, 연장 520m) ▴삼양로139

가길(삼양로139가길 2∼솔밭공원, 연장 260m) 

▴삼양로(솔밭공원∼삼양로 487, 연장 620m)〕이다.

 우선 4.19로는 인근에 위치한 다양한 근현대 

역사문화 명소를 알리는 상징 시설과 쉼터 등 지역 

주민·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다양하게 확충한다.

 구간별로 각 공간의 경험적 연계를 고려해 ▴근현대 

역사·문화의 거리 ▴민주·참여의 거리 ▴상생 문화

예술거리 3개 테마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4.19로를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일대 맛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소풍길로 조성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산 둘레길·순례길 입구에는 민주화의 태동을 

상징하는 원형의 바닥패턴을 조성하고 독립운동과 

4.19혁명의 역사를 소개하는 안내시설이 설치된다. 

근현대사기념관 앞 보도에는 선열들을 형상화한 

별자리 조명이 설치된다. 독립운동가 유림선생 

묘역 입구에는 휴게공간이 조성된다. 

 또 하나의 대상지인 삼양로139길 일대는 불편

하고 낙후한 보행환경 개선에 방점을 뒀다. 

 보도 폭을 최대 7.1m까지 확장(폭 2.2∼4.6m→

폭 3.2∼7.1m)하고 플랜터 식재, 가로수 보호판 

교체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 곳곳에 자투리 쉼터가 조성되고 LED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시인성도 높인다. 대동천 복개 

구간에는 물결 모양의 바닥포장으로 이곳이 대동천이 

있던 곳임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곳의 공사를 동시에 착공, 진행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안전 도우미를 곳곳에 

배치하여 교통안내 표지판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장 주변의 

교통 혼잡과 보행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과 우회경로 활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특화가로 조성은 강북구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 약 63만㎡를 역사·문화예술·여가 

중심지로 조성하는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2019.6.20. 확정·고시)｣의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과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4.19사거리 

일대를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 일대를 ‘중심시가지형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으로 선정했다. 

2) 중심시가지형 : 지역의 특화된 산업·상업·역사문화자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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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예술 자원과 재생사업을 

통해 향후 이 일대에 들어설 거점시설들을 ‘보행’

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02)2133-8288〕

 〔강북구 도시재생과 (02)901-2553〕

서울시, 50년 된 무허가 판자창고 

지역명소 재탄생…서울로7017과 연결

 서울시가 서울역 뒤 중림동 골목길, 성요셉아파트 

맞은편에 50년 넘게 자리했던 무허가 판자 건물과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해 작년 11월 문을 

연 ‘중림창고’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중림창고’를 중심으로 중림시장 등 일대를 다양한 

동선·공간으로 연결하며 살아있는 골목길로 재탄생

시킨 점을 인정받아 최근 ‘2020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국토교통부 주최)’과 ‘2020 서울시 건축상’

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림창고’는 중림동 언덕길과 건물이 하나의 공간

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형태가 특징이다. 길이 

55m, 폭 1.5m∼6m, 고저차가 8m 이상이 되는 

대지의 특성과 50년 간 지역주민의 기억과 함께한 

‘창고’의 장소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설계자인 공공건축가 강정은 대표는 “동네와 

어울리는 건물이 되도록 고민을 많이 했고, 길의 

독특한 지형과 조건에 맞춰 건물을 설계했다.”며 

1층의 전면을 개방함과 동시에 거리와 접하는 

모든 면에서 건물 내부로의 출입이 가능케 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 중림창고에 머무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지나

가는 이들을 불러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 다음 단계로 서울로7017에서 중림

창고 앞으로 이어지는 노후 골목길(약150m)을 

재생하는 ‘성요셉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9월 중 착공해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걷기 불편했던 골목길엔 매끈한 포장도로가 깔리고 

골목길 곳곳에는 꽃과 나무를 심어 화사함을 더하고 

밤이면 어두웠던 골목길에는 야간조명시설이 설치

되어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 또, 동네에 

오랫동안 자리했던 상가 외관(입면)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서울로7017과 연결되는 낡은 골목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재생해 서울로7017을 통해 

중림동으로 넘어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

잡고 서울역 뒷골목 중림동 일대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목표다. 

 아울러 ‘성요셉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완성된 

골목길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게 된다. 상권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마을 정책을 주민이 주체가 돼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중림창고’는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이 서울시

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 중이다. 지하 1층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지상층은 

콘텐츠 기업인 ‘어반스페이스오디세이(USO)’가 

입주해 수익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돼 재생을 

넘어 자생을 이끌고 있다. 

 수익형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책, 영화, 디자인 

등 문화 전반의 다양한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심야 살롱 라운지' 같은 프로그램이 열리고 

서점 같은 판매시설도 운영된다. 개관 이후 지난 

8개월 간 전시 및 토크쇼 등 25개 프로그램이 

열렸고 총 3,000여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중림창고’를 비롯해 ｢서울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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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탄생한 8개 앵커시설의 

구축과정을 기록한 <앵커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공간 8>을 발간했다.

 책에는 부지 매입부터 기획, 설계, 시공, 운영까지 

앵커시설 조성과 관련한 숨은 이야기를 꼼꼼히 

담아냈다. 앵커시설 조성에 참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각 시설별 설계내용과 사진을 충분히 

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앵커-서울역일대 도시재생공간 8>는 서울책방

(https://store.seoul.go.kr)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서울시 e북 사이트(http://ebook.seoul.go.kr)

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02)2133-8655〕

서울시, 도시·건축 심의 전문성 강화…

전국 최초 ‘스마트 회의시스템’ 구축

 서울시내 도시·건축 관련 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가 70년 만에 문서기반 회의를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회의’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에 

특화된 ‘스마트 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9월 2일(수) 열린 ‘2020년 제 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1949년 도계위가 구성된 이래 줄곧 종이문서나 

개별노트북을 통해 한정적인 정보를 두고 안건을 

심의했다면 이제 가상현실(VR), 3D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심의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는 안건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한층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3차원 환경의 버추얼 서울을 위원회 기능으로 

도입하였다.

 앞으로는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심의단계에서

부터 버추얼 서울을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 해봄

으로서 도시에 어떤 영향(주변 건물의 일조량, 

경관 등)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해 볼 수 있으며 

VR기기를 이용해 대상지 일대 현황도 확인해볼 

수도 있다. 2021년에는 3D 기반 ‘버추얼 서울’ 

시스템 기능이 확대 구축되어 교통영향평가, 주변

상권 정보분석, 도시·건축 설계공모 등에도 활용

되어 도시의 미래 변화상을 보다 실감 있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서울 도시·

건축 열린 회의실’을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서울

도시건축센터 1층에 280.4㎡ 규모로 구축했다. 

회의공간은 총 33석으로 각 자리마다 모니터와 

스마트보드가 있고 키오스크 VR기기 등의 장비도 갖췄다.

 회의 중 스마트보드에 직접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양방향 회의시스템’도 갖춰서 서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나가면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도시·

건축 위원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히스토리와 대상지 현황 등 심의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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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서울시는 새로 조성한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을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에 창조적인 새 

경관을 창출하는 ｢도시·건축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전문 회의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건축혁신방안｣은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시가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 고민해 지역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 운영의 

혁신을 통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창조적인 도시·

건축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을 도시·

건축 관련 회의뿐 아니라 공공-전문가-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소통·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02)2133-1687〕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02)2133-2836〕

서울시, 모든 시민 배려·포용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건물·시설에 의무적용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토대를 닦아온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범용디자인)’을 전면 

확대한다. 사람들이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

함에 있어 연령, 성별, 장애, 국적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2017년 

수립)’이 공공·민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도록 정착

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핵심적으로 2021년부터 

신축·개보수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유니

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한다.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선제적인 실행에 나선다. 공공청사,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예컨대, 도시재생으로 마을공원을 만들 때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출입구는 계단이나 턱이 없는 

평탄한 접근로를 확보한다. 또,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장애인용뿐만 아니라 비

장애인용 화장실에도 보조 손잡이를 설치한다. 

지하철역 안내 게시판은 어린이나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디자인한다. 

 서울시는 우수 건축물·제품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2022년 공공분야부터 도입하고 민간

까지 확대한다. 실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교과목에 커리큘럼 개설을 추진하고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등에 대한 교육도 시작한다.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의 실행 주체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전담조직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센터’를 지자체 최초로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유니

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단계별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별 사업별로 적용해왔던 유니버설디자인을 서울시 

행정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

으로 실행한다.

 종합계획은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

라는 비전 아래 ①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②유니버설디자인 전담기구 설치 운영 ③

성공모델 개발 축적 ④전 사회적 확대 및 제도

개선,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시는 2017년부터 공공디자인 지침서로 

운영 중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

라인’을 권고 수준을 넘어 2021년부터 모든 공공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대상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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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위해 연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가이드라인 적용의 일관성·효율성을 담보

하기 위해 디자인정책 총괄부서, 공공건축 및 건축

위원회 심의부서,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가 협업

하는 ‘통합 건축 TF’를 가동한다. 또 의무화에 

앞서 올해부터 시민 이용이 많은 문화·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도 병행한다. 연말부터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현장 

여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한다. 또 기존 

복지시설 유형별 세부 가이드라인에 더해 문화시설, 

보행·교통시설, 교육시설 등 매년 시설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추가 개발한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한다. 

주요 전담 업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실행연구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지표 개발 ▴시민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다. 10월 중 비대면 

개소식을 갖는다. 

 셋째, 일상생활 공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보행, 공원 

조성 등 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제품, 동선, 공간을 총망라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에 조성한다.

 넷째,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관계없이 모든 

대상을 아우르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2022년부터 시범운영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해 대학 교과목에 

커리큘럼을 개설하며, 전문가 집단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현재 서울시 조례로 추진되고 있는 유니

버설디자인 관련 제도가 전국적·통합적으로 구축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도 긴밀
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02)2133-2727〕

서울시, 천호대로 BRT 24년 만에 완전 
연결…‘서울-하남 버스길 단절 없이 완성’

 앞으로는 천호동 일대 지역의 극심한 교통 체증이 
완화되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활성화 돼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호
지하차도로 인해 단절됐던 구간이 연결되고 서울과 
하남을 잇는 약 21㎞의 동서축 버스길이 완성된다.

 서울시는 천호지하차도 평면화를 완료하고 
9.11.(금)부터 천호대로 BRT(중앙버스전용차로)를 
전면 개통했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천호대로 
총 15.8㎞ 중 BRT 미연결구간으로 남아있던 천호
대교남단부터 강동역까지 1.2㎞ 구간이다.

 중앙정류소가 방향별로 1개소씩 신설되며 지하
차도가 있어 설치가 어려웠던 횡단보도가 놓이면서 
천호역 일대 지역 단절이 해소되고 대중교통 접근성과 
보행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통으로 하남시(하남BRT환승센터)부터 
서울 도심(신설동오거리)에 이르는 약 21㎞의 
BRT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한편, 지하차도로 막혀
있었던 천호사거리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 천호, 
성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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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996년 국내 최초로 천호대로에 

BRT를 도입한 이후 24년 만에 단절구간 없이 

전체구간을 연결하는 것이어서 이번 개통이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BRT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2020년 현재 종로 BRT를 포함해 13개 도로축, 

124.2㎞에 BRT를 운영 중이다. 이제 서울의 

BRT는 도시철도와 더불어 대중교통 기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교통 수요의 상당부분을 

처리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 했다.

 중앙정류소가 신설되면서 천호역 주변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정차 위치가 변경된다. 대부분의 버스는 

중앙정류소에 정차하지만 강동구청에서 강동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일부 노선들은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하도록 해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천호역 1번 출구(천호문구거리 앞)에도 가로변 

정류소가 신설되어 그동안 정류소가 멀어 도심방향 

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했던 천호2동 주민들의 대중

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BRT 설치로 인해 일반차량이 멀리 돌아

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천호사거리에 운영 

중이던 유턴차로는 양방향 모두 유지한다.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02)2133-2475〕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88〕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건설과 (02)3708-2576〕

舊서울역사-서울로 공중보행길 10월 

개통…옥상 ‘그린 루프탑’ 변신

 舊서울역사 옥상에서 서울로7017로 바로 연결

되는 폭 6m, 길이 33m의 ‘공중보행로’가 10월

부터 개통된다. 아울러 주차장이었던 약 2,300㎡

(700평) 규모의 舊서울역사 옥상은 서울역 일대를 

조망하면서 여유롭게 쉴 수 있는 도심 속 ‘그린 

루프탑’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역사㈜와 공동 추진 중인 

｢서울역 공공성 강화사업｣이 이와 같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구, 용역사 등 총 10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시 참여한 민관협력 프로

젝트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로7017에서 공중

보행길을 통해 구 서울역사 옥상을 지나 서울역 

대합실까지 막힘없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공중보행길’은 서울로7017과 舊서울역사 

옥상의 폐쇄 주차램프 상부를 길이 33m, 폭 

6m로 연결한다. 겨울철 쌓인 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는 열선을 매립하고 야간조명도 

설치된다.

 舊서울역사 옥상은 ‘녹색문화쉼터’로 재탄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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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공중보행길 개통과 함께 시민 발길을 기다린다. 

콘크리트 바닥 대신 잔디가 깔리고 옥상 곳곳에 

층꽃, 옥잠화 같은 다양한 초화가 식재되어 사계절 

내내 푸른 공간이 된다. 걸터앉을 수 있는 앉음벽과 

벤치, 장미터널 같은 편의시설도 설치해 방문객은 

물론 서울로를 건너가는 보행자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상과 서울로 사이에 20여 년 간 방치된 폐쇄 

주차램프 주변으로는 ‘공중정원’이 조성된다. 폐쇄

램프 상부에 격자무늬의 사각형 구조물(2.4mx2.4m)을 

세우고 구조물 벽면 사이사이에 공중화분을 매달아 

정원 속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화단과 의자도 

설치돼 녹음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서울시는 폐쇄램프를 지금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

하면서 재생할 계획이다. 현재 폐쇄램프 내부(옥상∼

지상)를 어떤 방식으로 재생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우수 아이디어를 채택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역사 옥상에 녹지공간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손기정체육공원 등 인근 녹지와 연계된 ‘생태 네트

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참여기관 간 수 차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각 기관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한 결과 

사업지연 없이 설계부터 공사완료까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설 조성 

이후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역사㈜와 협력

해 유지·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02)2133-8650〕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21〕

〔중구 공원녹지과 (02)3396-5872〕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

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3)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적지, 유휴

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

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4)

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해 3월부터 국토

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

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전역에 대한 전략계획5)인 만큼 법률 체계

3)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
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

4)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8호의3에 따라 지구단
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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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정합성을 맞춰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안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

(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

된다. 전체 공공기여 중 시-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③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

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02)2133-8324〕

서울시, 수돗물 상생…3기 신도시 등 

인접도시에 아리수 공급 확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접도시에서도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 차원에서 아리수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1990년 6월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물을 하남시에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인접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필요한 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리수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와 인접한 4개 도시

(하남시·남양주시·광명시․구리시)에 하루 21만 6,540톤의 

아리수가 공급되고 있다. 서울시 수돗물 일평균 

생산량 317만 톤 중 약 7%에 해당하는 양이다.

5)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수립·결정 단위는 특별시·광역시·시·
군(구는 계획 단위가 아님)

 오존으로 소독하고 숯(활성탄)으로 다시 한 번 

미세물질까지 거른 아리수를 공급받는 인접도시의 

급수인구는 약 65만 6천명이다. 이는 경기도 인구 

1,335만 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센터의 생산 시설을 활용해 

2025년까지 일일 10만7천 톤의 아리수를 3기 

신도시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과천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에 일일 7천 톤을, 

2025년까지 하남시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일일 

3만 톤, 남양주시 왕숙지구에 일일 7만 톤을 신규 

공급한다.

 수도권 신도시들은 서울시가 이미 구축한 관망, 

관로를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도 저렴한 비용으로 고도정수처리 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이유로 향후 

수도권 신도시들의 수돗물 공급 요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정수센터의 생산 

용량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해 급수 수입을 창출, 

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의 인접도시 연도별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

해 올해는 연간 4,866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급수 수입으로 환산하면 19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5년까지는 그 수요가 더 늘어나 

연간 8,102만 톤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02)3146-1202〕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봄으로 연기

 서울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개최 예정이던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내년 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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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박람회 연기 결정은 시민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동안 준비했던 서울로7017을 중심으로 한 

중림·만리동 일대 동네정원 조성과 정원산업전, 

그리고 시민참여 정원문화프로그램 등 오프라인 

전시·행사는 그 시기를 미뤄 내년 5월에 개최하게 

되며 구체적 일정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은 일정대로 

운영하게 된다. 먼저 내년도 조성할 전시정원은 

온라인을 통한 작품설명회로 미리 선보일 예정이며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국제정원심포지엄’

에는 국내외 저명한 정원분야 리더들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기조연설자로 네덜란드 정원 디자이너 

‘피에트 우돌프(Piet Oudolf)’가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진행 과정을 영상으로 담은 ‘디지털

아카이브’, ‘반려식물 상담소’와 같은 온라인 프로

그램과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을 영상으로 소개

하는 ‘나만의 정원 링크하기’ 등의 사전이벤트는 

박람회 개최 전까지 계속되어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2〕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개선에 

내년 127억 원 투입…국비 60억 원 확보

 서울시는 2021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67억 원을 추가하여 총127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 

총 78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8개 자치구 총 10개 

사업으로 종로구는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조성, 

도봉구는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 노원구는 

▴수락산 스포츠 힐링타운 조성(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은평구는 ▴편백나무 힐링숲 

조성, 강서구는 ▴개화산 근린공원 생태복원 및 

생태모험숲 조성, 구로구는 ▴푸른수목원 확대 

▴항동 도시농업공원 조성, 금천구는 ▴호암산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 강동구는 ▴암사역사공원 

조성 ▴고덕산 여가녹지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41〕

서울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한강물로 

친환경 냉난방…수열에너지 첫 도입

 서울시가 2027년 완공 예정인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에 한강물을 활용한 신재생 ‘수열에너지’를 

도입해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민간 분야에서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공공 인프라에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수열에너지의 활용은 프랑스 

파리(42,000RT), 캐나다 토론토 市(75,000RT) 

등 일부 세계 대도시권에 도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서울 롯데월드타워(3,000RT) 등에 적용

된 바 있다.

 수열에너지 시스템은 수온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에 따뜻한 물의 특성을 이용한 신개념 

친환경 냉난방 기술이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인근을 통과하는 한강수 광역원수관(팔당→부평, 

D2,200㎜×2열) 물을 이용해 열교환 장치인 ‘히트

펌프’를 통해 하천수의 열(에너지)을 실내의 열기·

냉기와 교환시켜 냉‧난방에 사용하는 원리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냉난방의 약 

7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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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지역난방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연간 

약 1천 톤 감축하고 대규모 지하공간의 냉난방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등 운영비도 매년 3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부지 보상비, 설치 공사비 

등 약 205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또 대형 시설물의 냉난방을 위해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냉각탑이 필요 없어 시민들에게 소음과 

진동 없는 녹지광장을 제공하고 도심 열섬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신재생 수열

에너지 도입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역관로 

원수 활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내 수열에너지 우선 적용 ▴광역상수도 원수의 

안정적인 공급, 기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 등에 협력한다.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업무협약에 이어 

단계적으로 기본협약 및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수열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02)3708-2465〕

시민 뜻 담아,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으로 변화한다

 광화문 일대가 사람이 걷고 활동하기 편한 공간

으로 변화한다.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쪽

으로 넓어지고 공원적 요소를 담는다. ‘세종대로 

사거리∼광화문’ 구간의 동측차로는 7∼9차로로 

확장하여 조정하고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결하여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약 2.6㎞의 걷기 좋은 

도심 보행거리가 완성된다.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등과 연계된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조성

으로 광장의 접근성을 개선, 방문객이 인근 지역

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와 주변 지역상권이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시민의견을 기반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논의하여 ‘변화되는 광화문광장’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시민과의 소통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조성 안을 수정하고,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변화 시킨다는 방향은 더욱 

명확하게 담았다.

 시는 시민의 뜻을 담아 ‘변화되는 광화문광장’의 

기본방향을 ▴전면 보행화의 단계적 추진 ▴공원적 

요소 반영 ▴광화문 일대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계획 마련으로 잡고 시민소통을 통하여 크게 달라진 

4가지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였다.

 첫째, 사직로는 교통정체 심화에 대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기능을 유지하면서, ‘세종

대로 사거리∼광화문’ 구간의 광장 동측차로를 

양방향의 7∼9차로(주행차로수 7차로)로 확장 

조정한다. 광장 인근 교통대책 등은 지난 2월 

시민소통 결과를 발표한 이후 지역주민 및 행정

안전부, 문화재청 등의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사전 

행정(심의)절차를 통해 확정하였다.

 둘째, 세종문화회관 쪽 서측도로는 공원을 품은 

광장으로 바꾼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꽃과 

나무를 심어 ‘도심 속 공원 같은 광장’으로 변화

한다. 서측도로를 광장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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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 주변 건물과 연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안이다. 광장의 중앙부는 

열린 공간으로 유지하여 광화문, 백악산 등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게 하고 주변 시설과 연계성을 고려한 

주제별 쉼터 등도 마련한다. 시는 소통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요구가 가장 컸던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원적 요소가 담긴 광장’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만큼 이를 기본으로 향후 

전문가와 시민소통을 통해 광장의 완성도를 높인

다는 계획이다.

 셋째, 지하공간은 대규모 개발이 아닌 현재 지하에 

위치한 해치마당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에서 진행

한다. 이는 인근 지역상권의 침체와 지하 매장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하는 시민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넷째, 광장의 변화를 주변지역으로 확산, 경복궁 

서측, 북촌, 청계천 등 광장 일대의 전반적인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이 걷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난다. 이와 함께 광화문∼의정부터∼세종로공원 

등을 포함하여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광화문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좁고 오래된 보행거리를 

사람이 걷기 안전한 길로 개선하고 곳곳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제공하는 등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광장과 주변 지역 간 보행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변

화되는 광장과 함께 동시에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월말부터 광장의 동측차로를 양방향

으로 통행할 수 있게 확장 정비하는 공사에 들

어가며 현재 진행 중인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사업(서울역∼세종대로 사거리, 1.5㎞)의 공정과 

연계하여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은 광장의 변화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한다. 광화문 월대는 사직로 기능 유지 등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021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하고 2021년 하반기에 정밀 발굴조사를 통하여 

2023년까지 월대 등 문화재 복원과 주변을 정비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사업반 (02)2133-7716〕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02)2133-2466〕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기획반 (02)2133-771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품질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실
시공이 의심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등에 보고 및 시정조치하고 근무시간 조정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10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배정기준 개선    
(제7조, 별표1, 별표2)

  소규모 공사의 직접감독 방식을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제11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의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요청 등을 통해 상주
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부실시공 보고 및 시정
조치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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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해당 발주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보고 및 현장 확인, 

시정조치

라. 안전관리담당자 책임 면책규정 마련 

(제65조, 제95조)

  지침에서 정의한 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

마. 위험공종 착수 전 작업계획 검토 및 승인 

(제56조, 제86조)

  2m 이상의 고소작업 등 위험공종 작업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및 승인 

후 작업 착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 

확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범위 확대, 건축

법상 높이 제한 완화, 기부채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 확대 

(안 제43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일반주거

지역을 새로 추가하고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안 제46조)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퍼센트(법 제78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건축법상 높이 제한 완화(안 제46조)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최대 2배(2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기부채납 방식 개선(안 제46조)

  기부채납 규모를 산식 적용 대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토록 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과천선 단전장애 등 철도차량 요인

으로 인한 열차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고장 시 

장시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팬터그래프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10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일 입·출고 점검 추가(안 제11조의2)

  차량 요인에 의한 운행 중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팬터그래프 등에 대해 입·출고 점검을 매일 실시

하도록 함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6조)

  2021.1.1.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재검토기한 설정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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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12.31.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
폐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발주자가 건설
사업자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6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
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
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 간 연계성 등으로 
업종 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업종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업무내용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으로 구분하던 것을 유사업무, 공종 간 연계성을 
감안하여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통합된 전문
업종에 대한 주력분야를 별도로 지정받도록 
제도를 도입함

  3) 종합·전문 간 업역제한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
사업자의 종합건설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
으로써 종합-전문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
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다른 건설업종과의 차별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대한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어 특정 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영역과 중복되어 업종 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업종 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는 시공실적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3)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건설업종 
전환 특례를 통해 특정공사에 대한 전문성
을 확보하고,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간 
연계성을 높여 신축-유지관리공사의 기술 간 
융·복합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2020~2024)」에 따라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작성하는 기술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교육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훈련 과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온라인 
원격교육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94조 및 안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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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훈련의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을 실무 중심
으로 개편하고 보수교육 교과과정을 신설(안 별표 6)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6〕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산림청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기업
진단 보고서를 재무상태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나무병원 종류 변경을 위한 등록 시 자본금 
증빙서류 갈음 (안 제19조의6)

  (원안) 나무병원 종류 변경 시 자본금 및 사무실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변경안) 자본금 증빙서류는 조세 신고서류 또는 
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증빙
서류는 재제출하도록 함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도록 
하는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함(2019.4.16., 건설
폐기물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을 정하고 
순환골재를 고품질용도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를 개선하고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7조의3 

제1항에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를 규정함에 

따라 동 시행령을 인용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정의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9〕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 등록(갱신)을 위한 5년간 이수해야 

할 총 취득학점을 축소하여 기술사의 부담을 경감

하고 기술사의 편의성 및 타법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사 자격 등록(갱신)시 필요한 취득학점을 

5년간 90학점에서 50학점으로 축소(안 제12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나. 기술사사무소 변경, 휴업 또는 폐업 발생 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변경(안 제2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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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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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4∼139차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환승정류소 시설 설치 시 지하철 출입구 및 

횡단보도 위치, 피크 시 시설 이용객 수요 및 

보행량 등을 기준으로 한 적정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수립

○ 교통현황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치지도상에 

횡단구성, 차로운영 현황, 각종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 현황, 주요지명(건물명) 등이 

반영된 교통현황도 작성

○ 관련법령 및 기준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교통관련 법령 추가

○ 정류장 구간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자, 버스이용객간 

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여건,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통과 방안 마련

○ 도시철도역에서 환승정류소까지 접근 시 차량 

및 보행자간 상충빈도 등 교통특성을 입체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지표를 설정하여 

정류소 시설뿐 아니라 접근동선 편의성도 함께 

검토

○ 버스정류장 쉘터 건축계획 시 풍하중 등 하

중 작용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필요

■ 제140차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기본설계 심의

○ 초기경관 및 수리검토사항을 고려하여 연결거점 

C05 벚꽃테라스 계획을 보완할 것

○ 시설물별 침수빈도 분석에 따른 식재 및 유지

관리대책을 보완할 것

○ 토사유출방지 등 개비온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설계도서를 보완할 것

○ P1, P3, P6구간 띠녹지(억새) 및 C07 벽돌

카펫전망대 수크령 식재계획에 대하여 보행

불편 및 자전거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 시공자가 보기 용이한 형식으로 도면작성방법을 

보완할 것

■ 제141차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터파기의 규모에 따라 사전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차량 우회 계획, 공사 중 교통통제, 보행자 

안전대책, 내부 경사로 설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내용을 구체화할 것

○ 이용자가 주변 구민회관 등으로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동선 및 출입구를 계획하고 주차 

수요에 따라서 인접한 주차장(구의회, 구민회관)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도록 하고 개정된 시방서는 

코드화된 표준시방서(KCS)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시공편의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추가 작성토록 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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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 설계 시 공원 내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 

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념이 적용된 

식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142차 상도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수발공 퇴적물 청소는 1순위로 하여 배수 조치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

○ 현 지반에서 수위측정이 매우 중요한데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라이닝에 작용하는 수압이 기존 

설계에서 반영된 최대수압(H/3) 이상으로 수압이 

작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이에 맞는 수위저하공법인 수발공 설치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

○ 터널의 누수는 내적·외적 원인에 의해 기인되었

는데도 금회 진단에서는 터널 내부에서만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터널상부 지표수 처리 방안에 

대해 제시할 것

■ 제143차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심의

○ 공정계획 관련

  - 공종별(토목 가시설 및 본 공사, 조경 등) 

시공방안에 대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및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시공 관련

  - 전 구간(BL 1∼7) 거더 가설은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진행되는 바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

○ 유지관리 관련

  - 시설물별(교량, 조경) 유지관리기관(부서)을 

명확히 할 것

  - 물주머니를 활용한 점적관수계획은 관목 및 

초본류에는 적용하기 어려움으로 공사용수

계획과 연계된 효율적인 관수계획을 수립할 것

  - 공사완료 전까지 유지관리도로 및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서초구에서 수립할 것

■ 제144차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설계 심의

○ 공사 시행 시 주변관로 이용에 따라 적수 발생이 

우려되는 바, 공사 전 주변관로 세척 등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책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반조사계획(굴착심도 6m 이상 작업구) 수립 

후 조사결과에 따라 구간별 가시설 및 구조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업기간(2020∼2025년) 중 구간별·단계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할 것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수립

방안을 검토할 것

■ 제145차 군자-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하수관거 모니터링 관련

  - 분뇨직투입 시범사업 구간은 본 사업을 통한 

하수관거 정비 후 관거 내 유속 침전 등 모니

터링(1년 이상) 결과를 검토하여 추진 예정

이므로 조사 지점, 주기, 방법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반영할 것

○ 설계경제성(VE) 검토시기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설계 주요내용에 

대한 방향성 및 기본적인 설계내용의 적정성 

사전검토를 위해 기본설계완료 시점에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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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공사 시 작업자 안전 관련

  - 오수관, 빗물받이 등 공사 시 맨홀 내 작업자 

질식 및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 

중 안전수칙 및 안전시설 등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반영할 것

○ 새말저류조 운영 관련

  - 저류조 앞단에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적정 

screen 시설을 설치하고 이물질을 적정 이송·

처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저류조에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screen조, 

침사조 등에 악취저감 방안 수립 필요

■ 제146차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기본계획 등 검토사항

  - 서소문고가 개축공사의 타당성(철거 후 도로 

평면화, 하부기초 보수 여부 등 포함) 검토 

필요

  - 교통처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고가

차도 연장 적정성 등 검토 필요

○ 구조물 설계 관련

  - 본 고가차도는 한계상태설계법, 가설구조물 

및 부대 구조물은 허용응력 또는 강도설계법을 

적용하므로 해당 구조물에 맞는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 시공 관련

  - 대상지 여건(지역 간 연결, 철도 통과)을 고려

하여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공사 중 교통

안전처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공기단축을 

위한 공사방안을 마련할 것

○ 유지관리방안 관련

  - 서소문고가는 내구연한이 100년 이상 확보

될 수 있도록 향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제시할 것

■ 제148차 2020년 매봉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심의

○ 구조물 설치 시 기존 지반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기초다짐, 배수계획, 식재계획을 충분히 반영

하여 토사유실, 세굴 등을 방지할 것

○ 장애인차량 등 주차장 이용 대책을 강구할 것

○ 수목생육시기에 맞게 데크구멍(수간)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 납품방식을 통일하여 주요 자재를 비교 검토

할 것

○ 횡단면도에서 난간하부 상세 오류를 수정할 

것(L-308)

■ 제149차 수색교 성능개선 실시설계심의

○ 관련계획 및 유관기관 협의 관련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

결과에 따라 수색교 확장(6차로→8차로) 

계획과 연계하여 추가 설계 및 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할 것

  - 철도부지 통과구간임을 감안하여 관련기관과 

면밀한 사전협의 필요함

○ 시공 관련

  - 야간공사에 따른 적정 공기산정 및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사비 반영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구조물 철거에 따른 지반안전성 및 공간운영 

방안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 유지관리 관련

  - 하부구조물 존치 및 보강에 따른 잔존수명을 

측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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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차 개봉교 성능개선 실시설계심의

○ 시공 관련

  - 하천구간 지반 조건이 불량해 시공 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

○ 안전 관련

  - 강교 가설 및 철거 시 크레인 인양효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크레인 인양 용량 

조정 등 재검토 필요

  - 일체식 교대의 매입말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적용하기 바람(수평력 

및 변위 재검토 필요)

○ 유지관리 관련

  - 암거 등 주변 시설물을 이용한 초기 우수 

처리 계획 검토 필요

○ 기타

  - 관련기관 협의를 반영한 지장물 이설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제152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심의

○ 교통처리계획과 관련하여 경복궁역사거리 교차로 

U-Turn 차로, 유도선 설치 및 현시 수정 필요

○ 화강판석 포장관련

  - 화강판석 포장은 건식으로 시공할 경우 파손이 

우려되므로 습식 시공으로 변경

  - 의정부터 주변 신규 보도포장 계획 시 기존 

포장(400×600) 패턴과 동일하게 시공

  - 화강석 수목보호판 1개가 400㎏ 이상 중량

으로 수목 생장 저해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크므로 규모 등 재검토

○ 기 돌포장 파손에 따른 아스콘 복구구간은 

절삭 후 덧씌우기로 계획하였는데 돌포장 구간과 

동일한 포장 단면으로 검토

○ 하수관로 신설 포함 및 동절기 공사시행 등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공기(71일)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 공기 확보할 것

○ 지중 지주목 설치와 관련하여 태풍 등 기상 

이변 시 전도 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며 근원

직경이 큰 교목의 경우 보도폭이 넓은 곳에

서는 지상 지주목 설치 검토

■ 제153차 강동구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실시설계 심의

○ 지하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이해당사자(주민)의 

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

○ 옹벽 개비온 높이를 보도에서 위압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m 이내로 낮추고 식재 등으로 옹벽의 

위화감을 완화하는 방법을 적용할 것

○ 주차안내시스템(PIS) 설치 권장

○ 주차장 진입로 램프단면에서 불필요한 연석은 

폭원을 최소한으로 하고 진입로 진출 시 동선의 

혼재가 없도록 일방통행 운영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화장실 등 물 사용 장소에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에 의거한 누전차단기 설치를 검토할 것

■ 제154차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용역 설계심의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를 통과하는 특수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양화교 등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 인접 구간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보완하기 바람

○ 보강토 옹벽 관련 시공 및 배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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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차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설계심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도는 보건복지부(장애인

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

표준도[건축물]’를 참고하여 보완할 것

○ 리모델링부에 대한 안전진단 여부 검토 및 이에 

따른 보강방안에 대해서 구조 검토할 것

○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가설계획(환경관리

계획)을 개략적으로 제시할 것(폐기물가설, 

가설울타리, 분진 등의 대책 제시)

○ 온열원집계에서 안전율 적용 수치를 조정하여 

적정한 보일러 용량 산정이 되도록 할 것

○ 본관동의 사고 및 정전, 유지관리를 위해 기존 

전기실의 저압반 재설치를 검토할 것

○ 기존 건축물과 연결되는 신설 건축물 지하2층 

공동구 구간을 기존 건축물에 접해서 H파일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공계획을 

수립할 것

○ 북서쪽 주차장 중간 중간을 끊어서 녹지로 

계획하여 친자연적, 친인간적인 계획이 되도록 

할 것

○ 신축에 준한은 별동 증축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와 녹색건축 인증 

설계는 과업내용서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할 것

■ 제156차 9호선 4단계 연장사업(1∼3공구) 

입찰안내서 심의

○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3공구의 공사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시설계기간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80일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니 설계공정 등 유사사례 비교검토를 

통해 설계기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 적정 평가위원(15명) 구성을 위한 분야별 평가

항목, 배점 등의 적정성을 검토 바람

  - (토목시공분야) 공사 중 방재안전분야의 평가

항목 추가 검토할 것

  - (건축분야)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 

검토할 것

   공법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법선정, 시공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성

   경관계획 및 설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기계/전기분야) 1명씩의 평가위원 구성을 

위해 기계, 전기분야를 통합하고 7점씩으로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바람

    예)철도 20→15점, 토목구조 19점, 토질및

기초 20점, 토목시공 20→22점, 건축 10점, 

(분야통합) 기계 : 6→7점, 전기 5→7점

○ 토목시공분야 평가항목 중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에 대해 구체적 세부평가지표 

등 제시 필요

  - 예) BIM, ICT, IOT, AI 등 구체화

■ 제159차 5호선 신호시스템 개량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차량기지의 검사고는 열차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엑셀카운터를 설치하며, SIL4인증6)받은 

제품으로 설계할 것

○ 전자연동장치는 국제안전기준의 SIL4(GA급)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전자연동장치 기능 

상실 시에도 타 장치에 의해 열차이동 감시 

기능 구현 등으로 장애부하 분산, 장애파급

효과 제한을 위한 방식으로 할 것

○ 연동장치(조작표시반 포함)와 관련하여 신호

제어장치(컴퓨터)는 2중계로 자동 또는 수동

절체가 가능토록 설치할 것

6) SIL(Safety Intergrity Level)4인증: 국제안전성평가 최고등급



- 27 -

○ 신호기계실 시스템 구축 시 내진 방지 구조  

적용과 통합관제-신호기계실 간 시스템 구축은 

1∼9호선 지능형 스마트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할 것

○ 전기실과 신호기계실간의 전원공급은 계통을 

달리하는 2중계 전원을 공급받으며 신호시스템

에서 자동절체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제162차 리앤업사이클프라자 신축공사 

용역발주심의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분, 

고용개선장려금) 반영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의거 근로자 편의

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을 설계(공종별 물량

내역서 등) 반영토록 명시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16. 시행)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개정되었

으니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토록 내용을 

명시하기 바람(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 수순환 설계를 통한 빗물정원 빗물저금통, 우수

저류조와 같은 저영향 개발방법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도시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친환경적 설치기준을 

위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71호)에 따라 설치

하도록 명시하기 바람

○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대책(다음 시설 포함)을 

조사·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검토 계획하기 바람(비 구조분야 및 소방전기

설비 등)

2020년 9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26차 용산구립치매안심마을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21건을 제안하여 21건 채택 

(채택률 100%)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8,656백만 원에서 655백만 원 절감

(절감률 3.5%)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3.5% 14.3% 14.4%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개선

    ∙ 슬래브 배근타입 변경(C타입→B타입)

      (감액 102백만 원)

  - 시공성 개선

    ∙ 외장마감재 변경(STUCCO FLEX→STUCCO)

      (감액 99백만 원)

  - 시공성 개선

    ∙ 흙막이 가시설 주변 차수공 SGR공법의 

시공범위를 조정 (감액 134백만 원)

■ 제31차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56건을 제안하여 34건 채택 

(채택률 60.7%)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44억 원에서 415백만 원 절감 

(절감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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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8% 29.0% 31.2%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개선

    ∙ PHC말뚝 직경 변경(600㎜→500㎜)

      ⇒ 상부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침하대응 

최적화 (감액 403백만 원)

  - 시공성 개선

    ∙ 옥상조경 포장지역 투수블록C를 일반블록

으로 변경 (감액 4백만 원)

  - 시공성 개선

    ∙ 수영장 하부에 PIT층 설치

      ⇒ 하부에 위치한 기계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간층 설치 (증액 85백만 원)

■ 제33차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증축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84건을 제안하여 78건 채택 

(채택률 92.9%)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37.8억 원에서 416백만 원 절감 

(절감률 3.0%)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9% 8.6% 11.9%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개선

    ∙ CIP 근입깊이 축소

      ⇒ 풍화암층 삭제 (감액 147백만 원)

  - 시공성 개선

    ∙ 구조물 기초 공법 변경

      ⇒ PHC 말뚝 → 구조물 하부 일부 연약

지반 지반개량 (감액 164백만 원)

■ 제34차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43건을 제안하여 43건 채택 

(채택률 100%)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9,842백만 원에서 1,445백만 원 

절감 (절감률 7.3%)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7.3% 8.1% 16.6%

○ 주요대안내용

  - 계획성 향상

    ∙ 상부슬래브의 상재하중 DB-24를 DB-18로 

하향

      ⇒ 불필요한 하중 축소로 복개구조물 최적

설계 유도 (감액 352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말뚝 기초를 강관말뚝에서 PHC말뚝으로 

변경

      ⇒ 시공성 및 경제성 확보 (감액 707백만 원)

  - 안정성 향상

    ∙ 현장타설 콘크리트 상부 방수방법을 변경

      ⇒ 구조물 방수 기능 향상으로 내구성 

우수 (증액 399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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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충전 튜브형 상부 플랜지를 갖는 조립 H-Beam 공법

(Th Beam 공법) (제893호)
(보호기간 :  2020. 07. 29. ～ 2028. 07. 2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굴강판으로 구성되는 하부 플랜지와 웨브(web) 및 U자형 강판으로 제작되고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된 폐쇄 충전튜브로 구성되는 상부 플랜지로 이루어진 조립 H-Beam(TH 

Beam) 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 H형 단면 강재보의 상부 플랜지를 폐쇄형 튜브로 대체하고 그 내부를 공장

에서 콘크리트로 충전한 강구조물 보에 관한 것으로, 콘크리트 충전 튜브형 상부 플랜지로 인해 

휨 및 압축에 대한 국부좌굴강도, 횡좌굴강도 및 비틀림좌굴강도 등이 향상되어 횡지지가새 및 

작은보를 줄일 수 있어 장경간 지붕구조, 고하중 바닥구조, 크레인 주행보 등에 적용 시 구조성능이 

향상되고 물량 절감이 가능한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단면 구성요소 및 특징

     기존의 상부플랜지를 튜브형태로 대체하고 그 내부를 콘크리트로 충전한다. 튜브형태는 냉간 

성형(Cold Forming)한 U케이싱을 이용하여 구성한다. 충전튜브 상부플랜지로 인해 횡좌굴강도가 

증대되고 휨강도가 크게 향상된다. 장스팬 구현이 가능하고 경제적이다.

[그림 1] TH Beam 공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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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절차

     이 신기술은 기존 철골구조와 시공절차가 동일하므로 현장 시공자들에게 거부감이 없으며 시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위 골조유닛 자립이 가능하고 구역별 블록화 시공이 가능하여 

현장 상황별 적용성이 우수하다.

① 기둥 세우기 ② 큰 보 설치 ③ 작은 보 설치 ④ 브레이스 설치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NI스틸 당진공장 증축공사 ㈜엔아이스틸 대운종합건설㈜ 2015.04.~
2016.04. 지상1층 1,265,000,000원

(138,600,000원)

IBC/MPC 건립공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포스코A&C 2016.04.~

2017.09. 지상5층 53,500,000,000원
(182,669,760원)

극후물 PosMC RD 투자 ㈜포스코 포스코플랜텍 2017.02.~
2017.12.

지상4층
지하1층

207억
(0.4억)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하·폐수 
및 정수·재이용 실증플랜트 환경부 ㈜태영건설 2016.07.~

2019.06. 지상1층 163,932,534,000원
(80,718,000원)

NHC 화성센터 신축공사 엔알에스한익스㈜ 농심엔지니어링㈜ 2016.11.~
2017.08. 지상2층 6,820,000,000원

(308,000,000원)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건립공사 미래창조과학부 ㈜포스코건설 2017.02.~

2020.08. 지상2층 583,866,800,000원
(593,409,000원)

율하동 타임스퀘어 신축공사 코리아신탁㈜ 선우종합건설㈜ 2019.02.~
2020.04.

지상6층
지하1층

18,595,500,000원
(484,590,500원)

㈜스튜디오디원 파주 
드라마세트장 신축공사 ㈜스튜디오디원 ㈜나엘건설산업 2019.05.~

2020.02.
지하1층,
지상3층

20,740,000,000원
(1,480,000,000원)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공장, 창고의 장경간 지붕보, 고하중 바닥보 및 크레인주행보 등에 적용 

시 구조성능이 향상되고 물량 절감 및 공기단축이 가능하여 국내 건설 현장에서 기존 H형강, 

PEB구조(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트러스구조 등을 대체하여 널리 사용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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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기술인 PEB공법 등 H형강의 단점인 횡좌굴, 비틀림에 취약하고 약축 강성이 부족한 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부플랜지를 튜브로 대체하고 튜브를 콘크리트로 충전하여 구조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개념, 신형상 공법으로 강구조 분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기존 기술인 PEB, 트러스 등을 대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경간 지붕구조 : 횡좌굴강도 및 비틀림좌굴강도 증가 등 장점으로 PEB, 트러스구조 대체가능

     - 효과 : 물량절감, 부재수 절감에 따른 공기단축, 시공성 향상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아래와 같은 이유·분야에 기존 기술인 H형강 대비 경쟁력이 있다.

     - 기존 크레인주행보 : 약축강성 증가 등 장점으로 H형강 대체 가능

     - 효과 : 안전성 증대, 진동성능향상, 백트러스 생략 가능 시공성 증대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2) 공사비

구분 신기술 기존 기술

재료비 122,572,073원 (▼ 5.4%) 129,631,674원

노무비 50,649,466원 (▼24.2%) 66,855,149원

경비 38,826,039원 (▼21.3%) 49,345,296원 

순 공사비용 212,047,578원 (▼13.7%) 245,832,119원 

총 공사비용 264,110,203원 (▼14.3%) 308,247,061원 

공종별 신기술 기존 기술 비고

기둥세우기 47,925,994원 (0%) 47,925,994원 변경없음

큰보설치 130,274,968원 (▼12.5%) 148,801,034원 H형강->TH보

작은보설치 7,370,380원 (▼55.4%) 16,537,169원 설치개수 절감

수평가새설치 1,403,531원 (▼39.2%) 2,309,787원 설치개수 절감

신기술

기존 기술

[그림 2] 비교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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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 공사기간 3일 단축 기대

    

 (4) 유지관리비

     일반적인 공사시방서와 유지관리지침에 따르므로 기존 H형강과 동등 수준의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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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 강재량 절감이 가능하여 기존 기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 감소되며 공사기간을 10% 정도 줄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소음 

및 진동 발생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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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우수 활용을 위한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와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공법 (제894호)

(보호기간 :  2020. 07. 31. ～ 2028. 07. 30.)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지붕우수 활용을 위해 동일한 형상을 갖는 4개의 다공성 조립형 블록을 암수 맞물림 

결합으로 조립하고 합성수지 터널박스를 전후·좌우·상하 방향으로 연결하여 조립한 빗물 저류조와 

유입수 분산판, 침전 분리부, 미세여과처리장치를 통해 여과 및 침전 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

하며 저류된 우수는 조경 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고 지상과 연결된 점검통로가 있는 점검구형 전처리

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① 터파기 후 잡석포설 ② 바닥 외측 보호시트 깔기 ③ 바닥 차수시트 깔기 ④ 바닥 내측 보호시트 깔기

⑤ 점검구형 전처리조(전처리 
맨홀) 설치

⑥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 
자체 조립 및 상호 연결

⑦ 내측 보호시트 감싸기
⑧ 차수시트 감싸기 및 상하 

차수시트 융착하기

⑨ 외측 보호시트 감싸기 ⑩ 점검맨홀 설치 ⑪ 되메우기 및 다짐 ⑫ 상부 마감(조경,포장,주차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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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  사  명 발  주  자 공사 기간 규 모 위    치 시설용도

1 영월군 복합체육시설 건립 
건축공사 강원도 영월군 2015.08.04. ∼ 08.08. 80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체육시설
(체육관)

2 태안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충청남도 태안군 2015.08.25. ∼ 08.28. 85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쳥천길 217

체육시설
(운동장)

3 검찰특수기록관 신축공사 법무부 2016.02.16. ∼ 02.20. 9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3길 6 공공업무시설

4 설악산국립공단
생태탐방연수원 신축공사

국립공원관리공
단 2016.12.14. ∼ 12.19. 120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쇠리길 

106-40
관광기반시설

(연수원)

5 실험동물자원은행 신축 
건축공사

식품의약품안전
처 2017.02.21. ∼ 02.24. 100 ㎥ 대구광역시 동구 첨복로 73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6 가락일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

서울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2018.11.26. ∼ 11.30. 145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7길 95
교육연구시설

(학교)
*그 외 다수 적용

나. 향후 활용전망

    정부의 물재이용 기본계획 자료에 의한 국내 빗물이용시설 보급 목표량을 보면 최근 8년간 약 

3.4배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실제 설치실적은 목표대비 3배 이상 보급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법적 의무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빗물이용시설 분야에 특화된 기술이며 경쟁우위에 있는 본 신기술의 향후 국내 활용전망은 충분히 

밝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현재 국내 기술은 유지관리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물 내부 기계설비 동력방식 또는 외부 지중 

빗물저류조 형식이 대부분이다. 반면, 본 신기술은 외부 지중 빗물이용시설 분야에 특화된 기술로서 

공정구성을 단순화하였고 표준화한 자재사용과 대부분 단순 현장 인력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사

기술 대비 15∼61% 공기를 단축하였으며 무동력 처리시설, 95% 최대 효율의 저류율, 유지관리의 

편리성이 뛰어난 시설 등 타 기술 대비 높은 기술 수준임이 입증되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플라스틱 저류조의 유지관리 측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점검구형 전처리조를 배치하여 점검구형 전처리조 

중심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빗물저류조 사용연한 내 원천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유지관리 편리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대비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어 조립식 플라스틱 빗물이용시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건물 내부에 RC 저류조를 두어 빗물을 건물 내부로 유입 저류하는 기존 기술 방식은 저수조가 범람

할 경우 주변 기계실, 전기실의 장비 등이 침수되어 안정상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모두 갖춘 본 신기술은 국내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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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계식 설비방식(지하 실내) 신기술(실외 지중)

사진

지하실 기계실 침수(예)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경량의 터널박스는 별도의 장비 없이 인력으로 쉽게 시공할 수 있어 기존 기술대비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을 할 수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부지가 협소하거나 소규모 

저류시설에도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빗물이용시설분야에 특화된 신기술로서 넓은 적용성과 

기술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규모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1,000㎥ 585,674,909원 71,646,815원 92,362,241원 749,683,965원

     

 (2) 공사비

구   분 신기술 기존유사기술
(복합저류조)

기존유사기술
(PP저류조) 비   고

규격 1,000m3 1,000m3 1,000m3

재료비 585,674,909원 683,068,225원 513,803,902원

노무비 71,646,815원 158,905,420원 172,303,583원

경비 92,362,241원 124,836,298원 113,907,647원

공사원가 749,683,965원 966,809,943원 800,015,132원

총원가 826,013,517원 1,076,081,087원 898,147,861원

부가가치세 82,601,351원   107,608,109원 89,814,786원 

총합계 908,013,518원 1,183,689,196원 987,962,647원

대비율 100% 130.27% 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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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신기술 공사
기간

기존유사기술 
(복합저류조)

공사
기간

기존유사기술 
(PP저류조)

공사
기간

터파기 0.5일 터파기 0.5일 터파기 0.5일

잡석부설 0.5일 잡석부설 0.5일 잡석부설 0.5일

저면 차수시트 및 
보호시트 설치 0.3일 차수시트 설치 0.3일 저면시트시공 0.7일

점검구형 전처리조 
시공 0.2일 투수시트 및 보호시트 0.7일 점검맨홀시공 1.0일

터널박스 자체 조립 
및 상호 연결 1.5일 통로부 및 바닥 PP설치 1.0일 측판조립 1.0일

차수시트 및 보호시트 
감싸기 1.0일 중간 및 상부 PP설치 1.5일 윗판조립 1.0일

점검부 설치 0.2일 차수 측벽 설치 1.0일 시트시공 0.3일

되메우기(복토) 및 
다짐(마감) 0.5일 되메우기(복토) 및 

다짐(마감) 0.5일 되메우기(복토) 및 
다짐(마감) 0.5일

총 공사기간 4.7일 총 공사기간 6.0일 총 공사기간 5.5일

    

 (4) 유지관리비

    저류용량 1,000㎥ 규격에 관리기간(수명기간) 50년을 기준으로 LCC 분석결과, 사용원가에서 기존

유사기술(복합저류조) 대비 23.24% 절감되고 기존 기술(PP저류조) 대비 54.02% 절감되었다.

구   분
신기술 기존유사기술

(복합저류조)
기존유사기술

(기존 PP저류조) 대비율
(A/B)

대비율
(A/C)

A B C

사용원가 361,959,116 471,538,738 787,136,776 76.76% 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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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되는 빗물을 저류하여 재이용함으로써 상수 사용량을 저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경용수로 

이용하면 땅속으로 침투되거나 증발산도 병행하는 등 환경보전 효과도 있으며 빗물을 저류하여 

유출을 저감 할 수 있으므로 치수적 효과도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물순환 왜곡에 

대해 빗물을 저류, 이용함으로써 물순환 회복에 효과적인 기술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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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위성영상 활용 관련 동향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의 코페르니쿠스 활용

 유럽연합과 유럽우주국(Agence spatiale européenne)은 

2001년 유럽연합의 환경과 안전을 위하여 지구

관측 프로그램인 GMES(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를 가동하기 시작

하였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환경과 안전에 관한 

여러 관측 데이터의 사용을 합리화하여 필요할 

때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GMES는 2012년 코페르니쿠스(Copernicus)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코페르니쿠스는 여러 위성과 

지상의 각종 관측 장비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그림 1>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 로고

 코페르니쿠스를 통해 취득된 정보는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토지의 사용과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상에 있는 생태적, 

물리학적 변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해양 생태를 예측할 수 있고 자연재해나 산업재해를 

입은 지역의 위기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대기의 화학적 구성과 질을 파악하고 기상의 변수를 

재분석하여 기상 관련 서비스를 실행하는 도구를 

개발할 수도 있다. 안전 분야에서는 각국 국제

조약의 존중 및 평화유지를 위한 정책 실행과 

유럽연합의 국경 감찰에 도움을 준다. 코페르니쿠스는 

유럽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미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지구탐사시스템(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GEOSS)의 

유럽부문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코페르니쿠스는 

먼저 자체 우주과학기술과 회원국의 지상 장비를 

통해 데이터를 입수한다.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위성 스폿(Spot), 자종

(Jason), 플레이아드(Pléiades)가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을 가동

하기 위해 센티넬(Sentinels) 시리즈의 위성을 

개발하였다. 센티넬 1A호(Sentinel 1A)는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이미지 생성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3일 발사되었다. 

2015년에는 센티넬 2A호와 센티넬 3A호가 발사

되었다.

<그림 2> 프랑스의 대기오염도(이산화질소량) 비교

주: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이전(2019년 3월, 좌)과 이후(2020년 

3월 14∼25일, 우)

 센티넬 시리즈의 여섯 개 위성(Sentinel S1A, 

S1B, S2A, S2B, S3A, S3B)은 대기, 해양, 토지

이용, 국토의 관리, 긴급상황의 후속 조치, 기후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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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상황을 관찰하고 영상으로 기록한다. 여기에 

회원국의 지상관측서비스가 더해져서 더욱 정확

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생성한다. 일례로 <그림 2>를 

보면 프랑스가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을 시작한 

2020년 3월 16일부터 1주일간 대류권의 이산화

질소 농도가 2019년 같은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슷한 

시기에 록다운을 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센티넬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었다.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위성사진은 국립우주연구센터의 센티넬 영상배포 

사이트 PEPS(La Plateforme d'Exploitation 

des Produits Sentinel) 포털(https://peps.cnes.fr/ 

rocket/#/home)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참고자료
COPERNICUS. 2015. Doter l’Europe d’une capacité autonome 
d’observation et de surveillance de la Terre, telle est l’ambition 
de Copernicus. https://copernicus.cnes.fr/fr/copernicus (2020년 8월 
16일 검색).
The European Space Agency(ESA). 2020. Le confinement lié au 
coronavirus entraîne une chute de la pollution à travers I’Europe. 
http://www.esa.int/Space_in_Member_States/France/Le_confinemen
t_lie_au_coronavirus_entraine_une_chute_de_la_pollution_a_travers_l
_Europe (2020년 8월 16일 검색).

영국
지리공간데이터 수집과 위성정보 활용

 영국은 지리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새로운 기구로 

2018년 지리공간위원회(Geospatial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지리공간위원회는 지리공간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 분야의 지리공간데이터 활용을 조정

하는 독립 기구이다. 위원회의 목표는 위치데이터를 

통해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회를 제공

하고 영국의 지리공간 전문지식을 향상하는 것이다. 

지리공간위원회는 영국의 지리공간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감독을 제공하고 지리공간 전략, 정책 및 

표준을 설정하며 지리공간데이터를 위한 예산을 

관리 감독한다. 또한 지리공간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혁신과 채택을 가속화하는 데이터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위원회의 여섯 개 협력기관은 영국 지질

조사국(British Geological Survey), 석탄당국

(Coal Authority), 영국 수로국(UK Hydrographic 

Office), HM 토지등기국(HM Land Registry), 

국립지리원(Ordnance Survey) 및 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이다. 이들 협력기관은 각각 보유

하고 있는 지리공간데이터와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연결하여 지리공간 전략 수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1> 지리공간위원회가 주목하는 9가지 지리정보 활용분야

 위원회는 영국의 경제 회복과 성장을 추진하는 데 

위치데이터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리공간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 사업은 ① 인프라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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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도로, 철도 및 광대역 서비스 범위 개선, 

② 지역사회와 지역 수준 향상, ③ 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

가스 제로 달성, ④ 주택 백만 호를 건설하여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제공, 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개발, ⑥ 농업기술과 

토지관리 분야 육성 등이다. 위원회는 지리데이터가 

이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간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데이터이다. 그중 지구 관측 데이터

(EO)는 위성 기반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지구의 

물리·화학·생물학적 정보이다. 여기에는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Copernicus EO Programme)의 일환

으로 발사된 세계 최고의 센티넬(Sentinel) 위성과 

미국의 랜드샛(LandSat) 위성, 기상 위성,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상업 위성들이 보내오는 정보도 

포함된다. 위성은 영국 육해공 대기의 넓은 영역에서 

EO 데이터를 수시로 포착하여 신뢰성과 일관성을 

갖춘 데이터 소스를 제공한다. EO 데이터는 시간 

경과에 따른 환경변수, 조건 및 특성에 대한 변화 

탐지를 제공하고 있어 온실가스 모니터링에도 활용

될 수 있다.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탄소 발자국 추정치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 생산을 예로 들어보자. 

영국과 프랑스는 전 지구적 범위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유럽 최초의 위성 

마이크로카브(MicroCarb)의 정보를 주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마이크로카브의 혁신적인 

‘시티스캔’ 모드는 위성데이터가 도시 규모의 탄소

배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EO 데이터의 환경적 

잠재력은 훨씬 더 넓다. 예를 들어 새로운 변화 

탐지 알고리즘은 산림 벌채나 도시 개발의 새로운 

영역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해에 따른 

피해 평가도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술의 확산으로 지리정보는 

점차 방대해지고 있다. 위성정보 또한 소형 위성 

등의 증가로 더 풍부해졌다. 이 데이터들의 연결과 

활용은 향후 여러 산업의 발전과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참고자료
Geospatial Commission. 2020. Unlocking the Power of Location: 
The UK’s Geospatial Strategy, 2020 to 2025.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
m/uploads/attachment_data/file/894755/
Geospatial_Strategy.pdf (2020년 8월 15일 검색).
HM Government. 2018. National Geospatial Strategy–call for 
evidenc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
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34
331/Geospatial_Commission_call_for_
evidence_2018.pdf (2020년 8월 15일 검색).

미국
도시 열섬(UHI)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지상·위성 

정보 활용

 도시 열섬(urban heat island: UHI)은 녹지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도시 내의 

도로, 건물 등이 흡수한 태양열을 공기로 발산하여 

도시의 표면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여름철에 강하게 나타나는 UHI 

현상으로 악화되는 폭염은 기후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연구 및 정책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Shandas et al. 2019). 이미 폭염으로 매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미국의 경우 20년 

이내로 수백만 명, 60년 이내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는 예측7)이 나와 

7)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2036년과 2065년 사이 매년 37℃ 이상의 평균 온도를 한 달 
이상 겪는 미국 도시들이 250개 이상 있을 것으로 예측함(현
재까지는 29개의 도시만이 그러한 폭염 시기를 겪음). 이는 



- 40 -

경종을 울리고 있다(Leahy 2019). 기후변화로 

세계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만큼, 관련 건강·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전기 사용량과 화석 연료를 사용

하는 발전소의 가동률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UHI 대처 

및 완화를 위한 측정과 분석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EPA n.d.).

 UHI의 공간적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외부 온도의 지상기반 측정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표면 온도 측정이 있다. 미 환경보호국(EPA)은 

미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국립환경정보센터의 

기후 및 도시환경 기록 보관소, 위성 방사선 측정 

영상기 등 누구나 무료로 열람·활용할 수 있는 

공기 및 지표면 온도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공유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정확한 UHI 

실태를 알기 위한 야외 작업 측정 지침들도 기재

했다. 이러한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 장려는 지역

사회 주도형 UHI 측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 맞춤형 방안이 고안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함의한다(Shandas et al. 2019; EPA n.d.). 지상 

및 위성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정확한 온도 실태

파악과 폭염 및 UHI 위험지역을 감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역사회 일원들의 역량을 

데이터 측정 및 사용 능력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다(Shandas et al. 2019).

‘시민 과학자’들의 활약, 그리고 UHI 정보로 

드러나는 불평등 문제

 지난 4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NOAA가 

공동개발한 중앙통합 열건강 정보시스템(The 

National Integrated Heat Health Information 

UHI 변수가 포함되지 않아 낮춰 잡은 추산임(Leahy 2019).

System: NIHHIS8))은 UHI 측정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에 최종 선발된 13개의 지역9)을 발표했다. 

3년째 이어지는 이 캠페인은 기후변화 전략 및 

컨설팅업체인 CAPA Strategies와 NOAA 산하 

기후 프로그램의 지원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측정 관련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등 차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NIHHIS 2020).

 지난 UHI 측정 캠페인 때 참여한 각 지역의 

‘시민 과학자(citizen scientist)’들은 (CAPA 

Strategies에서 제공된) 특수 설계된 센서를 자가용에 

설치한 후 하루에 세 번–아침, 낮, 저녁–정해진 

경로에 따라 온도와 습도를 매초 기록했고 이렇게 

수집한 수만 개의 측정값들로 UHI ‘핫스팟’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열지도(<그림 1> 참조)를 만들어

냈다. 해당 지역 공무원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은 

기존 위성정보와 시민 과학자들의 열지도를 통합

하여 폭염피해 대처 및 장기적 도시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과학·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과 협력하여 UHI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데이터 이해, 개입을 위한 행사와 

논의의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다(Herring 2019). 

참여 당사자들의 다양한 전문지식은 물론 해당 

지역사회 내 고유 지식과 경험을 반영한 포괄적

8) 2015년 6월 당시 오바마 정부가 기후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음. 특히 폭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사회·환경적 회
복력(resilience) 증대 및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견고한 기후 
정책 및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 소통 및 역량 강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9) UHI 측정에 대한 필요성 및 목적이 가장 분명하고, 대처를 위
한 유망한 파트너십 형성 가능성을 보이는 지역들이 최종 선
발되었음. 2020년 캠페인에 선발된 지역들은 오스틴/휴스턴/
해리스 카운티/엘 패소(이상 텍사스주), 로어노크(버지니아주), 
벌링턴(벌몬트주), 잭슨(미시시피주), 시애틀/킹 카운티/워싱턴
주, 신시내티(오하이오주), 라스크루시스(뉴멕시코주), 산호세/
산타 클라라(캘리포니아주), 디트로이트(미시간주), 마이애미(플
로리다주), 뉴올리언스(루이지애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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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정밀한 실태조사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주도·협력형 지상 측정은 기존 위성정보의 

단편성 및 한계점을 보완한다.

<그림 1> 2018 NIHHIS 캠페인에 참가한 볼티모어 

지역의 저녁시간대 열지도와 위성지도가 

병치된 모습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콘크리트 건물이나 

아스팔트 도로 등 열흡수율이 훨씬 많은 건조 

환경과 기류에 혼란을 야기하는 구조로 인해 도시화와 

많은 개발이 진행된 지역일수록 기온이 높게 나타

난다(Poon 2019; Herring 2019). 도시 인구가 

최소 100만 명일 때 연평균 대기온도는 주변 지역

보다 1∼2℃가량 더 높고 저녁시간대에는 그 차이가 

5.5℃까지 이를 수 있어 UHI로 인한 피해가 다각적

으로 나타난다(EPA n.d.). 흔히 UHI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대중교통 투자, 나무 심기 및 녹지공간 

조성, 태양열을 반사하고 실내 온도를 낮추는 

‘쿨 루프(cool roof)’ 설치, 옥상 녹화, 기류·그늘 

형성, 자연 환기가 가능한 건축 공사 등이 주로 

거론되며 이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정책의 

일환으로도 여겨지곤 한다(Anderson and McMinn 

2019; Herring 2019).

 위성정보, 지상 측정, 가구중위소득 인구 및 지질 

등의 데이터를 이용한 UHI 관련 연구들은 폭염 

속 사회적 불평등도 여실히 보여준다. 폭염은 누구

에게나 불쾌감과 어려움을 안겨주지만, <그림 1>의 

볼티모어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 수십 곳의 

저소득 동네들은 부유한 동네들보다 UHI의 빈도·

강도·지속 기간이 훨씬 심하고, 이로 인한 초과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Shandas et al. 

2019; Anderson and McMinn 2019). 유색인종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는 ‘폭염 취약계층’은 차별적인 

정책과 빈곤이 빚어낸 공간·환경적 불균형으로 

(기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녹지공간이 적고 

산업·공업용지와 근접한 도시지역에 많이 거주한다. 

폭염은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은 

의료보험 비수혜자이자 만성질환을 앓는 인구에게 

치명적인 부담감을 추가로 안겨준다. 냉각효과를 

위한 에어컨 사용도 (특히나 에너지 비효율성이 

높은 주거환경일 경우) 사용량이 증대할수록 전력

생산 및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폭염 시기 동안 집조차 안전한 쉼터가 되지 

못 하는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

 UHI 통합 데이터와 정보로 제작되는 열지도는 

어느 동네에서 폭염 대처가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해당 지역 내 폭염피해를 악화시키는 건조환경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경감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점점 중요시 여기는 지상 측정 및 현장

연구를 통해 ‘폭염 취약지역’의 현실을 데이터에 

담아내고, 녹지공간 및 공공·무료 ‘쿨링’ 쉼터 조성, 

도로 및 지붕표면의 백색화 등 대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지속적인 기후변화, 폭염의 심화, 도시화·

고밀화에 대비할 행동력을 유도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모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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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I 데이터가 연방정부부터 민간, 지역사회 단체 

등까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삶과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라고 있다

(Shandas et al. 2019; Poon 2019).

시사점

 현재 미국은 곳곳에서 과열 경보 및 산불이 일어

나고 있고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안 

그래도 매년 찾아오는 ‘폭염 위기’가 더 가중되었다. 

표준 이하의 주거 환경과 에너지 부담감으로 고통 

받는 ‘폭염 취약계층’이 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공공 쿨링 쉼터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문을 닫았고 일부 코로나 검진소까지 폭염으로 

인해 문을 닫아 올 여름의 미국은 그야말로 ‘위기의 

접합점’이 되고 있다(Poon 2020). 미국의 사회적 

취약계층은 ‘폭염 취약계층’, 혹은 더 넓은 의미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코로나 취약계층’

과도 거의 일맥상통한다. 때문에 폭염 완화-기후

변화 대처-팬데믹 방지를 아우르는 장기적·통합적 

시각의 환경 및 사회적인 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으로 미국 전체는 아니더라도 ‘포스트 

코로나’를 ‘글로벌 그린 뉴딜’과 결합하고자 하는 

정책적·지역적 의지를 보이고 있듯, 올해 NIHHIS의 

UHI 측정 캠페인과 같은 폭염 및 기후변화 연구 

활동에 코로나의 공간적 분포와 사회적 현상을 

알 수 있는 지상 및 위성정보를 참작하면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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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성을 활용한 국토 모니터링: 미치비키와 다이치

 일본은 오랜 기간 축적한 우주공학 기술을 바탕

으로 1970년 첫 위성을 쏘아 올린 이래 많은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통신 위성과 기상 

위성이 주를 이루었고 2000년대 들어 군사, 국토

감시, 우주실험 등으로 운용 목적이 다양화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우주전략 및 운용체계를 관리

하고 주무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8년 ‘우주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따라 

우주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성 및 우주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内閣府 2008).

 문부과학성 등 여러 부처가 우주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토교통성의 경우 크게 기상, 측위 

관련 기술 개발 업무를 맡아 위성을 활용한 관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国土交通省 2015). 특히 

최근에는 공간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수요 증가와 

안보환경 악화, 자연재해 증가로 측위 업무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이 임무를 이끄는 대표적 체계가 

‘미치비키’와 ‘다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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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치비키 위성(좌)과 운용 궤도(우)

국토 정밀화를 위한 미치비키 위성 체계

 초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심화에 대응하는 국토 

정책과 맞물려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차량이나 

드론 등 스마트 ICT 기술 활용 방안을 강구해

왔고 기술 구현을 위한 고정밀 측위 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관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대외 안보 상황의 

긴장이 이어지면서 중국 바이두(Beidu) 위성시스템에 

대응하고 안티재밍(anti-jamming) 기능을 가지는 

독자 측위 위성이 필요해졌다. 아울러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2018년 홋카이도대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비상 위성 통신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필요가 제기되었다(内閣府 2020a).

<그림 2> 다이치 2호 위성(좌)과 2017년 도미니카 

홍수 피해 관측 영상(가운데, 우)

 이러한 배경에서 ‘미치비키 준천정위성시스템(み

ちびき, QZSS)’이라는 독자적인 위성 체계가 도입

되었다. 미치비키 위성은 정지 궤도와 유사한 고위각 

준천정(Quasi-Zenith) 궤도를 이동하므로 지형

지물이 많아 수신 환경이 불량한 도시나 산간 

오지 지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전리층 영향도 

적게 받는 특징을 가진다. 미치비키 체계는 측위 

기능만 있는 일반적인 GNSS 항행 위성과 달리 

통신과 방송 기능도 가지고 있다. GPS와 GLONASS 

등 기존 위성망을 보완하는 고정밀 측위 기능을 

통해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자동농업시스템, 자동

비행시스템 등의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다른 위성이 맡던 SBAS(위성항법보강시스템) 기능을 

이관 받아 항공기 안전 등 교통 분야에도 기여

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관측데이터를 긴급 

송신하여 기상청이나 관련 기관에 전파한다. 반대로 

재해로 인한 이동통신망이 마비되더라도 ‘위성 

안부확인 서비스(Q-ANPI)’를 통해 이용자들의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일본정부는 현재까지 4대의 미치비키 위성을 발사

하여 운용 중이며 2023년까지 3대를 더 쏘아 

올려 총 7대 체제로 운용할 예정이다(内閣府 

2020b). 배치가 완료되면 최소 한 대 이상은 

상시 일본 상공에 위치하므로 끊김 없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국토 감시와 재해대응을 위한 다이치 위성

 일본정부는 도시와 식생 등 국토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지진과 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

하고자 국토 관측 위성인 ‘다이치 육상관측기술

위성(だいち, ALOS)’을 운용하고 있다. 2006년에 

1호 위성이 처음 발사되어 국토지형도와 재해예측

지도 제작에 활용되었고 2011년에는 동일본대지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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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현 홍수피해 분석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면서 

후속 위성개발로 이어졌다(JAXA 2014).

 현재는 2014년 5월 발사된 2호(ALOS-2) 위성이 

운용되고 있다. 광학 센서도 탑재되었던 1호와 

달리 2호는 L밴드 대역 마이크로파 센서만 탑재

하여 PARSAR-2 합성 개구 레이더(SAR)로 전천

후 SAR 영상 취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형

지물을 관측하고 자세한 지형도를 제작할 수 있다. 

홍수와 범람, 산사태, 빙하 이동 등을 파악하거나 

InSAR 영상을 통해 지진이나 화산으로 인한 미세

지표 변위를 관측할 수 있어 재난 모니터링과 

자원 조사 등 다양한 원격 탐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이치 위성은 미치비키와 달리 태양 동기 궤도를 

따라 전 지구의 지표를 관측하기 때문에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를 24시간 내에 

관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 빠른 재난대응이 

가능하고 관측된 SAR 데이터는 민간에도 무료로 

공개되어 전 세계 연구기관과 기업 등에서 사용

되고 있다. 한편 다이치 2호 후속으로 광학 센서를 

탑재한 3호가 제작 중이며 다이치보다 해상도가 

뛰어난 L밴드 SAR시스템이 탑재된 ‘선진 레이더 

위성’이 올해 안에 발사될 예정이다.

시사점

 국토교통성은 국토지리원과 기상청, 토목연구소, 

수자원기구 등 산하기관을 통해 일찌감치 위성 

운용에 적극적이었고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와도 다양하게 협력해왔다(国土交通省 2017). 

공간정보기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방재 정책과 

스마트 ICT 지원 정책의 확대는 이러한 관계 다양화와 

위성 활용도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문부과학성, 

방위성, 농림수산성이 위성운용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과 민간기업에서 제작한 소형 

위성을 발사하거나 탑재기기 및 관련 부품을 개발

하는 산학관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 천리안이나 아리랑 등 

통신, 기상 및 지구관측위성 분야에 지원을 확대

하고 있으나 정부의 높은 관심과 역량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다행히 국토관측위성의 경우 내년에 

발사될 예정이지만 독자 측위위성 계획은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머니투데이 

2020). 국토의 개발·유지·관리와 자연재해 예방·

대응은 물론 온난화 감시와 자주 국방 등 넓은 

관점에서 종합 국토 위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자 체계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1년 발사예정인 국토

관측위성 1,2호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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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9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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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입찰안내서
심의 156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3공구)

․ 연장 4.1㎞
․ 정거장 4개소

640,812
(725)

조건부
채택 토목

용 역
발 주
심 의

134 사당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기본 및 실시설계

․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10,000
(826)

조건부
채택

토목

135 강변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기본 및 실시설계 ․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10,000

(806)
조건부
채택 토목

136
서울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기본 및 실시설계 ․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2,000
(262)

조건부
채택 토목

137 강남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기본 및 실시설계

․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2,200
(296)

조건부
채택

토목

138 합정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기본 및 실시설계 ․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3,000

(220)
조건부
채택 토목

139
홍대입구역 광역버스환승
정류소 기본 및 실시설계 ․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3,000
(207)

조건부
채택 토목

141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지하2층
․ 연면적 6,075㎡

17,800
(855)

조건부
채택

토목

145 군자-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26,000

(137)
조건부
채택 토목

146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기본설계 ․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29,100
(739)

조건부
채택 토목

159 5호선 신호시스템 개량 
실시설계

․ 5호선 26개소 신호기계실 신호
시스템 개량

103,998
(2,334)

조건부
채택

전기

162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신축공사 설계 ․ 재활용센터 현대화 5,350

(281)
조건부
채택 건축

설 계
심 의

140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 보행로 공간개선 5.6㎞
․ 연결거점 조성 9개소

7,802
(422)

조건부
채택 조경

143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 ․ 연장 100m
․ 폭원 10∼16m

11,590
(521)

조건부
채택

토목

144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 총 24.6㎞ 106,567
(1,081)

조건부
채택 토목

148
2020년 매봉산 무장애숲길 
조성

․ 무장애숲길 652m 조성 
․ 휴게쉼터 조성, 수목식재 등

1,300
(55)

조건부
채택 조경

149 수색교 성능개선 ․ 수색교 상부구조(거더,바닥판) 
교체 (B=18.4m, L=155m)

13,195
(746)

조건부
채택

토목

150 개봉교 성능개선 ․ 개봉교 전면 철거 및 신설 
(B=27.2m, L=60m)

11,561
(746)

조건부
채택 토목

152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우선시공분)

․ 역사·시민광장 조성(식재 포함) 
및 세종대로 축소(10→7~9차선)

53,400
(4,120)

조건부
채택 토목

153 강동구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 주차장226면 조성, 지상부 축구장 
복구, 전면도로 확장

21,773
(880)

조건부
채택

토목

154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 연결로: 위치 및 교량형식 변경
․ 접속교: 연결로에 따른 종단검토

355,500
(3,479)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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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0년 9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0. 9.

건     축 서울여성플라자 공간전환 설계용역 등 16건 529 470

교 통 공영차고지 고도화 관리방안 용역 등 8건 918 919

기 계 설 비 목감천 개봉7련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2건 333 315

도 로 특별시도 도로상 맨홀상태 조사·평가 용역 
등 16건

4,638 4,435

도 시 계 획 동북선 차량기지 일대 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 등 21건 5,600 5,557

상 하 수 도 공동구 내 상수관로 복선화 등 정비 
기본계획용역 등 13건

4,766 4,724

소 방 4호선 총신대입구역 등 6개역 노후 
제연설비 개량공사 소방감리용역 1건 60 60

전 기 통 신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 등 6건

3,841 2,936

정 밀 진 단 유진상가 구조안전진단 용역 등 10건 1,150 1,124

조 경 LID형 빗물유입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8건

223 212

지 하 철 7호선 장승배기역 내부E/S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건 172 165

하 천 신원천 소하천 개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1건

22 22

기 타 2021년 Virtual Seoul 3D DB구축용역 등 
8건 1,874 1,875

 계 112건 24,126 22,814

155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 증축 10,422㎡
․ 객실 등 리모델링

26,600
(1,134)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142 상도터널 정밀안전진단 ․ 상도터널 정밀안전진단 1,839

(152)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26 용산구립치매안심마을 
건립 ․ 연면적 7,203.24㎡ 18,656

(609) - 건축

31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 지상4층
․ 연면적 56,000㎡

27,660
(1,371)

- 건축

33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증축

․ 지하2층/지상8층
․ 연면적 4,471.33㎡

10,644
(616) - 건축

34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

․ 지상층 복개주차 342면
․ 면적 14,112㎡

14,700
(654) -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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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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인트(GEOINT, Geospatial Intelligence)

   

 GEOINT는 미 국가지리정보국(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 NGA)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구성요소는 영상자료(Imagery), 영상분석(Imagery 

Intelligence), 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

이다. GEOINT 기본교리(GEOINT Basic Doctrine 

Publication 1.0:GBD)에서는 GEOINT를 “지구상의 

모든 지형지물과 지리적으로 연계된 활동을 시각적

으로 표현하고 감시하기 위해 영상과 영상정보, 그리고 

영상과 연계된 지리공간정보를 분석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GEOINT라는 용어는 최초 

미국의 공공정책 개발 및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전 세계 학계를 비롯하여 민간, 

공공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즉 지리공간정보로 수집되는 데이터, 데이터를 활용

하기 위한 관리(Management), 지리공간데이터로

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하는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요소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NGA는 

GEOINT를 하나의 서비스로 구축하여 오픈소스 

GIS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방부 산하 

지형정보단이 GEOINT에 참여하고 있다.

 GEOINT를 위한 지구관측 데이터는 현재도 지속적

으로 생산되고 누적되고 있다. GEOINT의 목적 중 

하나인 지구관측이라는 측면에서 위성으로부터 획득

되는 데이터는 필수 요건이 될 것이며 데이터의 규모 

측면뿐만 아니라 활용 및 분석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기술, 특히나 원격탐사 분야의 기술발전이 필수적

일 것이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67호), www.krihs.re.kr]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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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