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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폭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바람길을 활용한 

도시 바람길숲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등 전국 17개 도시에 조성하고 있다. 

 바람길숲은 산림에서 생성된 양질의 공기를 주민생활공간으로 공급하는 통로로서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내·외곽 산림(숲)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할 수 있도록 연결된 숲으로 

숲과 나무로 구성된 공간의 연결성 증대를 통해 Clean&Green Corridor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생성숲, 연결숲, 디딤·확산숲으로 유형화하고 있다(산림청, 2018).

 서울 바람길숲은 바람통로(바람길) 분석을 통해 바람길을 유지·확보하는 숲 조성뿐만 아니라 사람들

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생활권 체감형 바람길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차고 신선한 바람이 하천과 도로 등을 따라 이동하면서 공기순환을 촉진

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뜨거운 열기를 도시외부로 배출하는 광역적 바람길의 확보, 도시 내 

산재된 숲(수목)의 증산효과 및 그늘효과를 활용하여 태양 복사에너지로 인한 기온 상승을 방지하고 

수목에서 생성된 신선한 공기의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국지적 

바람길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림 1] 도시 바람길숲 개념도1)

1) 「도시에 힐링바람을 잇다 도시 바람길숲(산림청)」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함

》  칼  럼

 서울의 바람길과 바람길숲
    서 은 실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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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람길

 바람길은 도시주변의 산지, 계곡, 녹지대 등의 공간지형적 조건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찬 공기가 

도심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길(통로)을 만들어 대기오염 및 기후환경문제의 개선에 활용한다(정응호

(2015, 친환경 도시계획을 위한 바람길 도입 이론과 사례연구).

 찬 공기 생성은 구름이 없는 맑은 날 야간, 일몰 후에 시작하여 일출 전까지 이루어지며 지표면의 에

너지 전환에 의해 생성되는 상층부보다 낮은 온도의 공기로 식생지역에서 자연적 정화를 거쳐 깨끗하

고 신선한 대기위생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산지의 숲은 경사진 지형 형태로 인해 많은 찬 공기를 생성하고 찬 공기가 이동하기 좋은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산림청, 엄정희, 도시숲워크숍, 2019 / GEONET, 2011).

 바람길의 찬 공기는 산곡풍으로 국지풍에 해당하며 풍력계급표의 실바람(풍속 0.3∼1.5㎧)으로 연기는 

날리나 풍향계는 움직이지 않는 풍속 상태를 나타내며 도시숲에서 풍속과 미세먼지 저감율 연구에 

따르면 실바람 이상 일 때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산림과학원, 

2019). 

[그림 2] 풍력계급표

 바람길을 도시, 환경계획에 도입한 것은 독일의 분지형 도시 슈투트가르트로서 그린 유(Green U) 

프로젝트를 통해 바람통로 지역에 도시를 감싸는 U자 모양의 숲을 조성하여 필터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도심지 내 녹지를 연결하여 도시 전체의 공기 순환을 유도하고 도시 내 대기환경을 개선하였다.

 찬 공기가 주로 생성되는 지역은 호수, 농경지, 초지, 산림, 계곡 등이며 생성된 찬 공기는 하천, 계곡, 

도로, 철로 등을 따라 유동하여 공원, 녹지, 가로 등이 찬 공기를 유지시켜 도시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이 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림 3] 찬공기 생성, 유동, 수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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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바람길과 바람길숲

 1) 서울시 바람길숲 대상지 선정

 서울은 외곽산림 및 하천 등 좋은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미세먼지 및 폭염 저감을 위해 도시 바람길숲 조성 관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서울 바람길숲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 바람길숲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고농도 정체지역, 폭염발생 우심지역, 유역권 기후톱, 바람

형성 기능평가도 등을 중첩 분석하여 유역권 내 찬 공기 유동 잠재성이 있는 지역을 바람길숲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유형별로 도시 외곽산림 하천·가로숲 연결 바람길숲 2개소, 도시 외곽산림 가로숲 

연결 바람길숲 3개소, 도시 내부 산림 가로숲 연결 바람길숲 4개소, 도시 내부 산림 하천·가로숲 연결 

바람길숲 4개소로 설정하였고, 그중 1단계 사업대상지인 관악산, 안양천 권역의 바람길 분석과 바람길숲 

조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미세먼지·폭염 집중지역 분석도 서울시 유역권 분석도 바람길숲 조성 대상지

[그림 4] 서울시 바람길숲 대상지 선정2)

 관악산, 안양천 권역 내 바람길숲 조성 대상지 선정은 바람길 기본축의 연결 및 확대지역, 생활환경 

열세지역, 바람길숲 소외지역, 민간참여지역을 우선으로 하였다. 

바람길 기본축의 연결지역 생활환경 열세지역 바람길숲 소외지역 민간참여 지역

[그림 5] 바람길숲 조성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2) 출처: 서울 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 서울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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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찬공기 생성 및 유동분석

  바람길숲 조성대상지 선정을 위해 독일기상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 KLAM_21(찬바람 유동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찬 공기 높이 및 유동범위와 찬 공기 유속과 유동방향을 분석하였다. 찬 공기 분석은 

Cell size 14m x 14m, 면적 300km², 찬 공기 기준 높이 5m, 10m, 20m로 설정하고 토지피복분류 

16개 코드를 기본으로 건축물 높이 4∼5m의 단독주택부터 평균높이 153m인 초고층까지 세분화한 

총 20개 코드를 활용하여 480분(8시간)동안의 찬 공기 유동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6] KLAM_21 토지피복분류 및 건물현황3)

  안양천 일대 시뮬레이션 결과 일몰 후 30분 후 부터 주변 산지에서 생성된 찬 공기가 지형에 따라 

계곡을 거쳐 도심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일몰 직후 도심의 경우 찬 공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도심이 찬 공기 생성에 불리한 지형조건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찬 공기 유속 및 유동방향 시뮬레이션4)

3) 출처: 바람길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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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바람길숲 조성대상지 선정

  관악산 안양천권역의 바람길은 시간대별로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유속 0.5㎧ 이상의 찬 공기 중첩

분석을 통해 바람길 지도를 생성하였다. 관악산, 천왕산 등 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찬 공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천 및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산림지 주변의 고층건물들은 계곡으로 모여든 찬 공기 흐름을 차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도심 

내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한 지역은 바람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람길 확보를 위한 도시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바람길숲 조성대상지는 주요 바람통로를 기준으로 외곽산림에서 생성된 찬바람을 도심으로 유입, 

확산하고 도심지 내 도시숲 조성을 통해 찬 공기를 생성시킴으로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열섬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곳을 주요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안양천, 도림천, 목감천은 바람길 기본축으로 관악산, 삼성산, 천왕산 등 산림지에서 생성된 차고 

깨끗한 찬 공기의 중요한 이동통로이며 시흥대로, 벚꽃로, 서해안로, 경인로, 국회대로, 선유로 등은 

도시 내 중요한 바람통로이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찬 공기가 도시로 내려오면서 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차고 신선한 바람을 건강한 상태의 바람으로 도심내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바람길(통로)의 특성에 따른 바람길숲 조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림 8] 찬공기 유속 및 유동방향 시뮬레이션5)

4) 출처: 바람길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시, 2020

5) 출처: 바람길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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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생성숲은 바람 형성기능 평가도(기후환경에너지지도, 서울시, 2016) 1,2등급지역 중 산림지역을 

연결숲은 하천 및 가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찬 공기 유속 0.5㎧ 이상의 하천 및 가로는 찬 

공기를 유지, 강화하고 유속이 낮거나 없는 하천 및 가로는 잠재적 바람통로로서 바람길숲 조성을 통한 

도시 바람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디딤·확산숲은 생성숲, 연결숲 지역 외 도시 내 찬 공기 

유동이 있는 지역의 숲과 찬 공기 소외지역에 조성하는 숲을 대상으로 한다.

  관악산, 안양천 권역의 생성숲은 바람형성기능평가 1,2등급지 중 주요 바람통로와 연결되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지역, 온수도시자연공원, 개웅산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을 연결숲은 안양천, 시흥대로, 경인로, 

서해안로, 선유로, 목동동서로 등 하천과 가로를, 디딤·확산숲은 영등포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대상지 중 안양천은 평균 하천폭 170m로서 바람이동에 지장이 없으며 넓은 수면은 찬 공기 생성에 

효과적인 표면 특성을 가짐으로서 찬 공기 통로뿐만 아니라 생성지로서의 역할도 고려하여야 한다.  

도로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산림에서 생성된 찬 공기가 유동되면서 도로의 먼지 및 열기를 머금어 

오염된 바람통로가 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안양천의 주·야간 특성 및 이용행태, 각 가로별 도로현황 및 도시구조 등을 분석하여 바람길숲 

조성 목적과 바람길숲의 기능을 고려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9] 주요 바람길과 바람길숲 조성대상지6)

6) 출처: 바람길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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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람길숲 조성 전략

  전략1 : 도시 바람길 강화를 위한 「바람길+숲」 조성

  찬 공기 유속 및 유동방향 시뮬레이션 자료는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도시의 공기순환을 유도하는 바람이동통로는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 동선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배치 및 높이, 간격 등을 조절하여 원활한 대기 순환을 유도하도록 한다. 

  찬 공기 유동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 바람길은 각각의 바람길 대상지 특성, 주·야간의 기상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바람길 축을 강화하도록 한다. 

  야간시간대 지표면 열적 특성에 의해 찬 공기가 생성되고 바람통로를 따라 찬 공기가 유동됨으로써 

도시에 집적된 미세먼지 해소 및 도시 열환경(열대야)을 개선 할 수 있다. 주간시간대는 일사에 따른 

지표면 열적 특성이 각기 달라 도시공간에 국지성 난류의 발생으로 바람길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 내 산재한 숲(수목)의 증산 및 그늘에 의해 생성된 국지적 바람효과를 통해 사람들이 직접 체감

하는 쾌적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바람길숲 조성 시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성하는 산림지인 생성숲은 식생복원, 숲구조 개선 

등을 통한 통풍 관리를 시행하여 건강한 산림구조를 형성, 유지하도록 한다.

  하천은 풍속유지 및 공기 이동에 유리한 곳으로 바람이동통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나친 수목식재는 

지양하여 바람이동 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간의 복사열 저감을 위한 하천둔치 연결숲, 

산책로변 그늘목 식재, 하천 구조물 녹화 등을 통해 찬 공기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한다.

  가로는 차량에 의한 폐열 및 대기오염 배출원으로써 생활권으로의 미세먼지 확산방지를 위해 가로변 

녹지(숲)를 조성하여 미세먼지 및 열환경 개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림 10] 도시 바림길 강화를 위한 「바람길+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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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2 : 수목을 활용한 바람길 효과 제고로 도시환경개선 및 쾌적성 증진

  도시 외곽의 찬 공기 유입을 위한 광역적 바람길의 확보는 도시구조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

계획수립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회 바람길숲은 수목(숲)의 그림자 

및 증발산 작용에 따른 쿨링 효과로 생활권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찬바람이 생성되는 국지적 

바람길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11] 수목을 활용한 바람길 효과 제고로 도시환경개선 및 쾌적성 증진7)

 3) 바람길숲 조성기법

 바람생성숲은 건강한 산림지역 확충을 위해 생태자연도 1,2등급지역, 임상도 4영급 이상 지역, 비오톱 

1등급지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지를 도출하고 그중 수림이 양호한 산림지에 대한 표준지 조사를 실시

하여 바람생성숲 표준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식생복원, 숲구조개선 등 건강한 산림조성 및 통풍 관리를 

위한 숲 관리방안 마련하였다. 

 연결숲 중 하천숲은 찬바람 이동통로 기능 강화를 위해 하천둔치의 나대지 녹화 및 그늘목 식재, 

구조물 벽면녹화를 도입하였다. 향후 하천을 따라 이동하는 차고 신선한 바람의 확산을 위해 둔치 및 

제방 상부의 수목 밀도 조절을 통한 통풍 관리, 찬바람 통로 확보를 위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하다.

 연결숲 중 가로숲은 미세먼지 저감 기능 강화를 위한 하층숲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다열복층식재를 위한 가로녹지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도로여건 등 현황을 고려하여 우선 

가로수 확충 및 띠녹지 조성, 양호한 식물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식재기반조성을 시행하였다. 띠녹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관밀도는 50∼60%를 유지하도록 하고, 도로에서의 미세먼지가 녹지대를 통과

하면서 흡수, 흡착, 침강되고 재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층구조 식재계획을 수립하였다.

7) 출처: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그린인프라 전략, 2017」을 기초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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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바람길을 고려한 계획의 필요성

 관악산 일대 찬 공기 유속 및 유동방향을 살펴보면 호암산에서 생성되는 찬 공기가 계곡기저부를 

따라 원활하게 유동되고 있지만 건축물로 인해 금하로와 탑골로로 유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찬 공기가 유동될 수 있는 계곡기저부에 저층 및 고층 아파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향후 건축계획 

수립 시 바람통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건축물 배치와 찬공기유속, 유동방향 시뮬레이션 

 
4. 결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태풍 등과 산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

하고 도시기능을 마비시키는 전 지구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인간 

활동의 통제는 지구관점에서 볼 때 인간(산업)이라는 바이러스에 코로나19라는 치료제를 투여한 지구

(자연)의 자정작용이라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있다. 

 바람길숲이 근본적인 도시 기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숲(수목)이 가지는 기능과 

가치는 시간의 흐름을 더하며 사람들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한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 도봉산, 청계산, 관악산, 매봉산 등 도시 내·외곽의 산림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인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시 바람길숲 조성을 통해 건강한 도시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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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술연구원, 세계 최초 지하관로 

첨단 손상감지 시스템 개발
 서울기술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혁신적으로 예방할 첨단 손상감지 시스템을 개발

하고 실용화했다고 밝혔다. 서울기술연구원 도시

인프라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 1호’가 된 이 시스템은 

첨단 센싱과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단 센싱 기술은 땅속에 매설되는 분포형 

센서(계측선)과 TDR계측기기8)로 이루어져 있다.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의 경우, IoT 센싱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기기(노드, 중계기, 베이스)와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술9)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노후 열수송관의 파열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점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이 시스템은 매설된 지하관로의 손상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서울시의 지하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개발된 첨단 손상감지 시스템은 손상정보와 

위치를 즉시 파악하고 IoT 센싱망을 통해 관리자

에게 전송된다. 이 기술은 기존의 육안 점검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유지관리로 전환시키고 

파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이다.

 분포형 센서(계측선)은 롤(길이 100m) 형태로 

제작되어 현장 설치와 연결이 쉽고 내구성이 높다. 

이 센서가 장착된 TDR계측기기는 전기회로 개선 

및 디지털화로 성능을 개선하고 IoT센싱망과 연동

했다.

 네트워크 기기들 또한 전력량과 운영 상태까지 

8) TDR 계측기기: 전선에 전기펄스(Step pulse)를 주사한 후 반사
된 값을 측정하여 끊어진 위치를 찾는 시간 반사 영역법(Time 
Domain Reflectometry)을 이용한 장비

9)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술: 네트워크 기기를 공간적으로 배치하여 
IoT 센싱망을 구성하는 것으로써 선(Line), 트리(Tree), 메쉬
(Mesh) 등의 형태가 있다.

제어관리하는 저비용·저전력·고효율 장비들이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메쉬(Mesh)로 구성해 데이터의 

전송 효율까지 개선했다.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WSN)을 이용한 IoT 

센싱망은 정보통신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2020년 1월호에 ‘산사태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의 효율성(The 

Effectiveness of a Wireless Sensor Network 

System for Landslide Monitoring, 김정환 

등, 2020)’이라는 논문으로 게재되었으며 도시인

프라 시설물 모니터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선도

하고 있는 기술로 검증되었다.

 〔도시인프라연구실 (02)6912-0945〕

온라인으로 미리 만나는 2020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서울시는 오프라인으로 접하기 힘든 해외의 정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

(Virtual SIGS 2020)’를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 간 개최했다.

 ‘온라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Virtual SIGS 2020)’는 

내년 5월에 선보일 전시정원을 ▲온라인 작품설명회로 

미리 선보였으며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힘든 세계

적인 조경·정원 명사들이 참여하는 2020 국제정원

심포지엄과 골목길 정원 웨비나 등 ▲국제컨퍼런스와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송출했다.

 먼저 10월 8일부터 7일간 ‘2020 국제정원심포지엄 

위크(WEEK)’를 진행하였다. 도시의 녹색인프라로서 

공공정원의 역할을 세계 각국의 정원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재정립하는 자리로 기조연설자로는 네덜란드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가 

나섰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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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5일에는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주관

하는 ‘도시재생, 골목길 정원 가꾸기 국제 웨비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골목길 재생 사례를 확인하는 

자리로 기조연설은 하버드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의 

니얼 커크우드 교수가 ‘골목길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디자인’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10월 16일에는 한국 전통정원의 학문적 토대를 

닦아왔던 (사)한국전통조경학회의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온라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개최하였다.

 2021년에 조성되는 존치정원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내년 5월에 

조성될 초청정원, 작가정원, 학생정원의 디자인을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20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2〕

서울시, 하수관로-지하시설물 적정거리 

기준 마련해 도로함몰 선제적 방지
 서울시가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하거나 공사하는 

경우 기존 하수관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선다. 도로함몰의 원인이 

되는 하수관로 파손을 선제적으로 방지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보수·보강에 드는 시간과 예산도 

절감한다는 목표다.

 지하공간에는 하수관로를 비롯해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거미

줄처럼 매설돼 있어 공사 중 하수관로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파손된 하수관로에 

주변 토사와 물이 유실되면서 도로함몰로 이어져 

시민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하수

관로와 타 시설물 간 이격거리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수관로는 파손됐을 경우 즉시 확인이 

어려운 시설이다. 도로함몰 등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상 상황을 알 수 있어 대규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8년 CCTV 등을 통해 실시한 

하수관로 내부조사 결과 조사대상 관로 154㎞ 

구간에서 194개소에 달하는 하수관로가 유관기관의 

시설물에 의해 손괴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유관

기관과 협의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파손된 

하수관로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타 지하시설물이 

최소 0.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

으로 관리기준 수립을 추진 중이다. 유관기관 관계자, 

하수 전문가 등과 집중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시설물 간 적정 거리 유지는 공사 중 타 

시설물로부터 하수관로를 보호해 도로함몰 등 2차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향후 굴착해 개량

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하수관로 개선공사 시 작업효율이 높아지고 

되메우기 할 때 다짐 등 시공공간이 확보돼 시공

품질 향상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필요한 

이설비용 지출을 방지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

기간 단축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새롭게 도입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담당할 현장 

인력도 확충한다. 적정 인력의 배치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3개 자치구를 선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02)2133-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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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입 속도…권익위 

중재로 공원 결정고시 유보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협의를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대한항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 권익위 중재 아래 그동안 3차례의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 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부지매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도 세부적

으로 검토·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0월 7일(수)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수정가결’ 했다.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7,141.6㎡)의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부지

매입 예산확보가 가능한 만큼 코로나19로 재정

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 추진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10년 잃어버린 세월을 간직한 서울 

도심 한복판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대규모 부지인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입지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우선, 장소성 회복을 위한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후 시민·전문가 공론화 등을 

통해 공원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엔 왕족과 명문세도가

들이 살았던 곳이나 일제수탈 등 88년간 외세에 

소유권을 빼앗겼고 1997년 이후에는 민간기업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으나 장기간 방치되면서 110년간 

시민들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다.

 ‘송현’이라는 지명은 松(소나무 송), 峴(언덕 현) 

‘소나무 언덕’이라는 뜻으로 조선초기 궁궐 옆의 

소나무 숲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식산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사택으로 광복 후엔 미군에서 접수하여 

미군 숙소, 주한미국대사관 사택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1997년에 삼성생명이 매입하고 2008년

에는 다시 대한항공이 매입했다.

 입지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대표하는 경복궁,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사관 등 주요 행정

기관이 입지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주요 

박물관·미술관·공연장이 이 일대에 밀집하는 등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의 중심공간이자 서울 도심 

관광 벨트의 중심이다.

 현재 송현동 부지는 동서로는 서촌-경복궁-창덕궁을 

잇고 남북으로는 북촌-인사동을 잇는 주요 역사·

문화관광축 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년째 방치된 

채 주변을 단절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작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온라인 

시민의견조사(2020.3월), 사회 주요인사 100인 

설문조사(2020.5월∼7월) 결과, 대부분 송현동의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10)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54〕

10) 【송현동 부지 활용 사회각계 의견】
종로구 토론회(2019.6/10): 송현 숲·문화공원 조성 (서울시 문화

공원 조성지지)
사회주요인사 면담(승효상, 유홍준 등 10여명): 송현 공적활용 

동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시민의견조사(온라인, 3,080명) : 숲·공원 80%, 박물관, 미술(전시)관, 

공연장 등 순
사회주요인사 100인 설문조사 : 매입 찬성 85%, 공원조성 찬성 

72%, 도입용도 문화예술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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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로운 효창독립 100년 공원 

네이밍&슬로건 공모전

 서울시는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 일대를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가칭)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새롭게 

조성될 효창공원의 네이밍&슬로건 공모전을 

10.30.(금)까지 진행하였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 3·1

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 일대를 하나의 

공간이자 일상 속 추모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으로 서울시와 국가보훈처가 함께 추진 중에 있다.

 그간 효창공원과 관련된 유족·보훈, 체육, 지역

주민 등과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 및 합의안을 도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11월에 영상(UCC 등), 사진 등의 작품 공모전도 

이어서 진행하여 일반 시민대상 관심도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제안된 네이밍&슬로건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와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작품의 창의성, 

대중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 11개 

수상작을 결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시상금 총 600

만원과 서울특별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11월 23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은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 

장려상 3명 각 50만원, 입선 5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새롭게 조성될 (가칭)효창

독립 100년 공원의 공식 브랜드 개발에 활용되어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다.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58〕

관악산·북한산 신선한 공기 도심으로 

…서울시 ‘바람길숲’ 첫 조성

 관악산과 북한산에서 밤사이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가 서울 도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바람길’을 

열어주는 숲이 하천·도로변에 생긴다. 바람이 지나

가는 길목에 소나무, 단풍나무 같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나무를 촘촘히 심어 ‘선형’의 공기정화

길을 만든다. 

 서울시가 ▴관악산-안양천 일대(강남권) ▴북한산

-우이천 일대(강북권) 2개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바람길숲’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적의 바람길을 찾기 위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이동경로를 시뮬레이션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대상지별로 적합한 조성 모델을 반영

했다. 대상지 선정에는 독일 기상청이 개발한 

‘찬 공기 유동분석 시뮬레이션(KLAM_21)’의 분석 

모델을 활용했다. 

 서울시는 산림청과 협업해 총 170억 원(국비 

85억 원, 시비 85억 원)을 투입, 11월 중 숲 조성을 

시작해 202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 바람길숲’은 각 대상지별로 세 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①산림의 신선한 공기가 도심 

방향으로 흐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바람생성숲’

(산림) ②산림-도심을 연결하는 통로에 공기정화 

식물을 식재하는 ‘연결숲’(하천·가로) ③공원 조성, 

옥상·벽면 녹화 등으로 도심에 조성하는 ‘디딤·확산

숲’(도심)이다. 

 이 중 ‘연결숲’은 하천·가로변에 총 51㎞(10만

1,443㎡)에 46만여 주(교목3,230주/관목453,895주)의 

수목을 식재해 선형의 녹지축을 완성한다.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등 서울시가 정한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심는다.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는 이동

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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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생성숲’은 산림의 공기가 도심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숲가꾸기’를 통해 바람의 통로를 

만들고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디딤·확산숲’은 도심 내 공원이나 건물 

외벽 등을 활용해 소규모 숲을 조성해 기온 차로 

인한 미풍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도시 바람길 숲’을 통해 도시 외곽 

산림의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확산시켜 정체된 

대기의 순환을 촉진,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는 물론 쾌적한 녹색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여름 한낮의 서울 도심 평균기온을 3∼7℃ 낮춰 

시민들에게 폭염 피난처를 제공하고 공기 정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

학원 연구에 따르면 1㏊의 숲은 연간 168㎏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02)2133-2163〕

서울시가 공원을 배달해 드립니다… 

광장 등 16곳에 ‘움직이는 공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일상의 

작은 휴식과 위안을 줄 한 뼘 공원을 배달한다. 

언제 어디든 이동 가능한 화분에 나무(교목, 관목)와 

초화류(화훼식물)를 심어 ‘움직이는 공원’(Mobile 

Planter)을 만들고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삭막한 

공간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총 16개를 만들었다.

 ‘움직이는 공원’은 장소 제약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원서비스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앞, 보도, 

광장, 공터 등 인구 유동량이 많지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때문에 나무를 직접 심거나 심을 공간이 

마땅치 않은 다양한 장소에 바닥공사 없이 설치

할 수 있다.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해 각종 행사 시 잠시 

위치를 옮기거나 필요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게 

가능하고 장소별 특성에 맞게 재배치해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소에 

따라 의자 같은 휴게시설을 조합해 도심 속 녹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움직이는 공원’을 통해 ▴그늘쉼터 

제공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감소 ▴
도심경관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움직이는 공원’을 작년 10개에 이어 

올해 6개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작년엔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등 도심을 중심으로 설치했다면 

올해는 버스환승센터, 지하철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했다. 

 올해 설치한 6곳은 ▴성북구 정릉동 966 보도 

앞(길음뉴타운 10단지 아파트 앞) ▴율현공원

(강남구 밤고개로 21길91) ▴은평구 DMC역 앞 

▴은평구 수색역 앞 ▴구로구 신도림테크노공원 

앞 버스환승구역 ▴금천구 말미사거리앞 광장

(독산동 1008-1)이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3〕

서울시, 마곡지구∼한강 연결 41m 

보행 나들목 23일 개통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마곡 나들목’을 10.23.(금)에 개통했다.

 그동안 마곡지구에서 한강공원에 접근하기 위해

서는 서울식물원 내 습지원에 설치된 한강 연결 

보도육교를 이용해야 했다. 지난해 5월 1일 개통한 

한강 연결 보도육교는 보행전용 육교로 휠체어 

및 자전거 이용자의 한강 접근이 다소 불편한 

상황이었다.

 ‘마곡 나들목’은 한강 진출입로 앞에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날개벽 형상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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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안전을 강화하였다. 한강에 진출입하는 제내지 

구간을 계단식이 아닌 보도식으로 설치하여 휠체어 

및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마곡 나들목’은 여름철 한강홍수방지를 위해 

제외지에 이중 육갑문을 설치하고 수위 상승 계측과 

관련한 원격제어 설비를 구축하여 수해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지난 2018년 10월 착공한 ‘마곡 

나들목’은 폭 6m, 연결 길이 41m이며 사업비는 

총 59억 원이 투입되었다.

 ‘마곡 나들목’은 한강으로 진입하면 마주하는 

둔치에 ‘전망데크’를 설치해 탁 트인 한강을 조망

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했다.

 ‘마곡 나들목’은 마곡지구 내 서울식물원 및 현재 

조성 중인 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천장부는 굴곡 형태로 설계하여 부드러운 

구조미를 극대화하고 내부통로는 석재 및 친환경 

목재로 마감하고 천장부 양쪽 가장자리에 고효율 

LED 조명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는 

등 모던하고 세련된 갤러리의 이미지를 가진 공간

으로 조성했다.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02)2133-1536〕

서울시, 발길 뜸했던 선유도공원 노후 

온실 도심 속 작은 식물원으로 재탄생

 한강과 양화대교에 걸쳐있는 작은 섬 ‘선유도공원’을 

걷다보면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내부로 들어서면 작은 실내 숲이 펼쳐

진다. 아기자기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켄챠야자 

같은 이국적인 식물부터 연못 위 열대수련, 떡갈잎 

고무나무 같은 관엽식물까지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식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시가 20년 가까이 시민 발길이 뜸했던 선유도

공원 내 온실(총 면적 351㎡)을 도심 속 작은 

식물원으로 탈바꿈해 10월 27일(화) 개장했다. 

 서울시는 10개월(2019.12.∼2020.10.)에 걸친 

리모델링을 통해 관엽식물, 수생식물, 고사리원, 

열대식물 등 총 73종 2,015주의 식물을 새롭게 

심었다. 연못도 설치하고 기존 노후된 산책로도 

정비했다.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부족한 관수시설 확보, 

환기시설 정비, 유리 외부마감 보강 등 기반시설도 

재정비했다. 에너지 사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물원을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입장객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입장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운영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선유도공원 내 200여 종 이상의 

식물을 활용하는 식물가꾸기, 체험학습, 식물상담 

등 다양한 정원활동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1〕

〔선유도공원관리사무소 (02)2631-936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 정보통신 등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을 

상향하며 일본식 용어와 부정확한 조문 등을 정비

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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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을 전문공사 

금액 기준과 같도록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안 제24조제1호나목 개정, 

제24조제1호다목 삭제)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

부과율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연장하고 과징금부과율을 9%로 상향 

조정(안 【별표2】제7호나목 및 【별표4】제7호나목 개정)

다. 일본식 용어 및 부정확한 조문 등 정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의 연접된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설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의 적용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안 제19조 및 제43조)

  주민 등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기본

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이전으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이전으로 변경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증가되는 

규모산정의 기간을 명확화(안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의 규모 증가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 산정 시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규정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신설(2018.11.27.)에 

따른 적용례 규정 추가(시행령 부칙 제29311호, 

2018.11.27. 제2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2018.11.27.) 이후 최초로 접수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라.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안 별표2, 별표5)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협의요청 시기 및 법령명칭 등 인용조문을 맞게 정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관의 갱신·

취소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지정 등 교육·훈련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1744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훈련업무를 위탁할 기관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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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새만금개발공사에 발주청의 지위 부여(안 제3조)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발주청의 

범위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추가함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 등 제한(안 제7조, 

제17조∼제19조, 별표 2)

  턴키 설계 등을 평가하는 민간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방지를 위해 위원회별로 위원의 임기 

및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다. 심의위원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심의·의결 제한 

강화(안 제20조)

  공정한 설계 평가를 위해 해당 위원이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심의에서 제외

하는 제척 규정을 최근 5년 이내로 강화함

라. 교육기관 갱신에 따른 지정·고시 절차 도입

(안 제43조)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고시 규정을 마련함.

마. 교육기관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안 제43조의2)

  교육기관의 위반행위 종류 및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별표 4의2 신설)

바.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절차 도입 

(안 제43조의3)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즉시 교육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실시 중인 교육에 대

해서는 건설기술인의 교육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종료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함

사.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기관의 범위 신설

(안 제43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협회, 공공

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기관

에게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일요일 휴무 관련, 공사가 가능한 예외조항 

마련(안 제103조의2)

  공공 발주공사는 일요일 공사 시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거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의 생활SOC계획(2020∼

2022)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도시

지역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 위주로 설치가 필요

하나 도시 주변은 대규모 산림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생활권인 도시

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연

휴양림의 타당성 평가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생활권 

내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구성원의 자가 

면역력 증진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됨에 따라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심형 복합산림치유공간으로서 치유의 숲 조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도시지역 내 치유의 숲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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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면적 기준 및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제한을 완화하여 생활권SOC 

형태의 치유의 숲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연휴양림의 타당성평가 면적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5)

  1) 국무조정실 생활SOC계획(2020∼2022) 및 

최근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도시

지역에 입지 가능한 기준 마련 필요

  2) 이에 따라 생활권내 자연휴양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입지기준 마련을 위해 자연휴양림의 

타당성평가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

나. 치유의 숲의 타당성평가 면적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5)

  1)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구성원의 

자가 면역력 증진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산림치유 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권 SOC 형태의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한 기준 마련 필요

  2) 치유의 숲의 타당성 평가 면적기준을 완화

하고 축소된 면적 규모 하에서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제한을 완화

하는 사항을 규정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중복심사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의 경우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안 제37조제2항)

  1) 현행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이에 준하는 

심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복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서검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타 위원회가 

대행(안 제60조제3항)

  1) 활용이 저조한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도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2)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활용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5.26. 공포, 2020.11.27.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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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위임된 교육면제 사유를 정하고 산지

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소 설치를 허용하며 보전산지

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전산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 

확대(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도로의 너비가 4미터’를 

‘절토·성토한 비탈면(땅깎기·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로 수정하여 현행법과 

동일한 문구를 유지하려는 것임

나.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관련 규제 완화 

(안 제19조)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관련 

서류가 주된 인·허가권자에게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규제 완화

하는 내용이었으나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유지하고자 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5)

  기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던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체계가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조문 

삭제함

라.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 마련(안 별표 8의3)

  개정안은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

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마련하는 내용이나 해당 조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삭제함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해 민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대지 간에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

17219호, 2020.4.7. 공포, 2021.1.8. 시행)됨에 

따라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물과 

결합건축하거나 빈집 등을 철거하고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결합건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절차 개선(안 제15조

의3제1호다목)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연장허가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현장조사 업무대행 개선(안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

  허가권자 감리제도와 유사하게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명부작성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도 건축조례로 위임함

다. 건축설비 기술·제품 성능인정 적용대상 등(안 

제87조의2)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제품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적용하도록 함

  2) 건축설비 기술·제품 성능 및 설치 기준 등의 

인정 신청, 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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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등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별도 고시로 정함

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민간제안 절차 구체화

(안 제107조제3항부터 제7항)

  민간이 창의적 건축 등을 계획하여 시·도지사

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

(2/3 이상)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청취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영 별표3)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한옥밀집

지역 내 단독주택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

으로 확대함

바. 결합건축 가능한 대지기준, 건축대상 등 구체화

(안 제111조제3항부터 제5항)

  1)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결합건축을 

하는 경우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동일지역 

내에서 각각의 대지 상호 간 최단거리를 

500미터 이내로 규정함

  2)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 광장, 주차장, 

놀이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으로 이용

하는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등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

하여 결합건축 할 수 있도록 함

사.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바닥면적 

산정 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

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7425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매수대상토지 판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

되는 행위기준에 농자재의 보관 등을 위한 농막을 

추가하고 어촌·어항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허가 대신 신고로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공원시설 중 대피소의 범주를 보호 및 안전

시설로 변경하여 어려운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법령·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원시설 범주 변경(안 제2조, 별표1의2)

  대피소의 본래 기능인 탐방객 안전에 부합하도록 

대피소의 공원시설 범주를 휴양 및 편의시설에서 

보호 및 안전시설로 변경

나. 공원시설 범주 변경(안 제2조, 별표1의2)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일정요건을 충족

하는 농막을 추가

다. 공원구역에서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확대(안 제18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촌·어항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허가

대신 신고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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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매수청구 판단기준 개선(안 제43조)

  1)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장 확대를 

위해 법 제77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판정

기준 중 개별공시지가 요건(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

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

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을 삭제

  2) 법 제77조제1항 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추가된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의 판정기준 신설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체 면적에 비례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안 제25조제2항제4호)

  1)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민간위원 중심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공동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 

합리화(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나목)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가능한 보전관리

지역 면적 한도를 전체 면적 10만㎡ 이하 시 

20% 이내, 10만㎡ 초과 시 10% 이내로 

정하고 있어 전체 구역 면적이 10만㎡초과

∼20만㎡미만일 때 10만㎡인 경우보다 보전

관리지역 면적 한도가 작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초과 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2만㎡ 또는 전체 

구역면적의 10%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2021.1.17. 

기준으로 재지정 함으로써 취약지역 검진대상자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단서조항 수정·보완

(안 별표30)

  1)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에 관한 규정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의사 1명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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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를 명확히11) 규정하여 법 집행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 연장 

및 재지정(안 부칙 제30256호 제3조 제1항, 

제3항 신설)

  1)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내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제97조제2항)의 

유효기간(2021.1.17)이 도래함에도

  2) 해당 지역의 경우 신규 특검기관 설립 또는 

출장검진 활성화를 즉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취약지역 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자의 

원거리 검진으로 인한 부담 경감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

  3) 이에 제97조제2항 일몰규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자(2021.1.17.) 

기준으로 지정해제 및 재지정하도록 규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조치를 

위한 사업주 의무 및 화재위험 감시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화재 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동시에 화기사용 작업을 금지

하는 한편, 밀폐 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이 있는 자를 확대하고 측정방식에 원격

측정을 포함함으로써 폭발 또는 화재 사고예방을 

보다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11)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만명당 → 연간 특수건강딘단 실시 
근로자 1만명마다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시 사업주 의무 

구체화(안 제232조)

  1) 현행 사업주의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예방 조치 내용이 포괄적

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

  2)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조치에 환기장치의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

나. 화재감시자 감시업무 구체화(안 제241조의2)

  1) 사업주가 용접·용단을 하는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에 대한 감시업무의 내용이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화재위험 감시업무 내용을 화재 위험물질 

확인 및 화재 예방시설 작동 여부 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화재 예방 기능을 강화함

다. 화재 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동시 화기사용 작업 금지(안 제242조)

  1) 화재 또는 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화재 위험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에 화기사용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

  2) 인화성 물질 등 화재 위험물질 취급 작업과 

화기사용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요건 확대 

및 측정 방법에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측정 포함(안 제619조의2)

  1)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은 산소농도 측정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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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범위에 안전

보건공단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추가하여 사업장에서 원활히 

산소농도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산소농도 측정 방법에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이 포함하도록 규정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 

전문분야 확대, 예비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기관 

지정요건 명확화 및 법령정비, 인증관리시스템 

규정 신설, 영문인증서 마련 등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조 

제5항 및 제6항)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의 만료 180일 전 유효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함

나. 예비인증의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제6항)

  예비인증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다. 녹색건축인증 심사 전문분야 확대(안 제7조 제3항)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유효기간 연장의 인증 

심사 시 전문인력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심사 

전문분야를 2개에서 4개로 확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753〕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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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차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

○ 설계적격심의

  - 일    시 : 2020.10.29.(목) 14:00~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공통 및 업체 간 질문 답변내용 설계반영 

적정여부 확인

    ∙ 기본설계 지적사항 설계반영 적정여부 확인

    ∙ 실시설계 검토 지적사항 확정

    ∙ 설계적격심의 채점 및 의결

○ 심의결과

총점 설계점수 설계적격
여부 비고

100.0 87.5 적격

■ 제130차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저감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심의

○ 사업대상부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추가로 제시할 것

  - 식재 전·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데이터 

관리 필요

○ 미세먼지 저감 목적에 적합한 수종 위주로 

재검토하여 반영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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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 수종 선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고서에 보완할 것

○ 식물매트에 잡초씨앗이 숨어 자라지 않도록 

시공 시 자재검수를 철저히 할 것

○ 번식력이 강한 일부 초화류의 경우 밀도를 

조절하여 식재할 것

■ 제157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센터 기본설계 입찰안내서 심의

○ 각 공구별 전문분야 및 배점을 조정하고 전문

분야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분 점수를 재조정

할 것

○ 공사입찰참가자격 중 의무적으로 자격보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토록 한 조항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고 계약심의위원회 의결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금회 입찰안내서에서는 삭제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확정·시행할 것

■ 제160차 봉화산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심의

○ 경사지에 설치하는 기초의 경우 토양유실에 

따른 기초부 노출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보완할 것

○ 데크 기둥부 식재계획 및 초류종자 배합계획을 

보완할 것

  - 데크 기둥으로 인해 산림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식재계획하여 경관을 보완할 것

  - 초류종자 배합비율 및 구간을 도면과 내역서에 

명기할 것(음/양수 구분)

○ ‘데크로드 표준 단면도’를 보완할 것

  - 용접 시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할 것(소화기 설치)

  - 멍에, 장선 접합 시 점용접이 아닌 선용접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할 것

  -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해 목재 함수율 15%

이하 자재로 납품·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할 것

○ 안전성 확보 및 들뜸 방지를 위해 데크로드 

상부 고정 방법(클립)을 재검토 할 것

○ 시방서를 최신 기준으로 변경할 것(국토교통부, 

2018)

■ 제161차 일자산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심의

○ 도로변 식재계획인 핑크벨벳에 대해서는 생육

특성, 도로 유지관리 및 경관, 경제성을 고려

하여 개화시기가 다른 다양한 수종을 섞어 

식재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

○ 벽천 정비 시 후면 콘크리트 채움 방식은 누수 

등 하자 발생을 고려하여 연못 구조체와 연결된 

콘크리트 구체로 변경할 것

○ 신규 시설물 설치 시에는 도시공원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준수할 것

○ 벽천 펌프실(기계실)의 방수 및 배수계획에 

대해 검토할 것

○ 연못의 수질관리, 벽천의 기계설비 등 지속적인 

기능유지가 가능하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유지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제163차 개봉2방류수문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배수암거 구간은 상부슬래브, 벽체, 하부슬래브 

모두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등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명확한 

보수·보강 방안 도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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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림유수지 수문 배수암거 코어채취(7개소) 

결과 설계기준강도 이하로 분석된 구간은 기존 

진단 및 점검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손상부에 

대해 조사된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별도로 

이력관리 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신도림유수지 수문 배수암거 손상부는 표면열화 

및 코어압축강도 저하 원인, 배수암거 구간 

내 보강 범위, 보강 제외 구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명확히 제시할 것

○ 수문 하류의 유출부 바닥과 하상이 접하는 

부위는 하상측 토공이 침식과 세굴로 배수구조물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하상

보호공 유실 및 유출부 바닥손상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완할 것

■ 제164차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농구장은 경기장 규격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

하여 이용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할 것

○ 농구코트의 벽은 완충이 가능하도록 마감재를 

보완할 것

○ 외부 주계단 하부 공간은 디자인을 보완(조명 

등)하여 활용하고(휴게, 그늘공간 등) 저녁에는 

어둡고 위험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고려할 것

○ 내진성능 관련하여 비구조 부분에 대하여 보완

할 것

○ 수영장 하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도면과 유도방수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

○ 말뚝 지층 심도를 반영하여 가장 깊은 말뚝에 

대한 횡지지력 등을 검토할 것

○ 말뚝은 지층에 따라 길이를 다르게 반영하여 

수량을 산출할 것

■ 제165차 지하차도 배수시설 적정성 검토 및 

개선 용역발주심의

○ 지하차도 배수시설 개선만으로 한계 발생 시 

주변 하수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수립을 위해 유관기관(물순환안전국, 

자치구) 협의 시행

○ 소규모 시설개선 등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수준으로 성과물을 

작성하여 단기 개선방안으로 추진

○ 지하차도별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 지하차도의 침수 사례 및 원인분석, 해소 

대책, 침수 시 교통우회방안 등 수립 필요

○ 배수펌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수전설비는 

정전 시에도 정전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비회선수전(동 계통 2회선 또는 이 계통 2회선), 

필요 시 기존 2중화(ALTS 제외), 비상발전기 

등 설치를 검토하여 전력공급의 안전성 확보

○ 서울시 하수도계획 및 관로시설은 강우강도 

30년 빈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수설비를 

50년 빈도로 계획함으로서 배출관로가 받아

줄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침수수위계는 지하차도 침수 대비를 위한 원격

감시 수위계 설치가 필요하며 침수 전 배수

펌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 예상 시 

차량 진입 방지토록 설계

■ 제167차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조성 설계심의

○ 장애인 전용 치과의 위치는 이용성 및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지하2층의 도서관은 환기, 쾌적성에 

유리한 지상층으로 위치를 변경하기 바람

○ 지하수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추후 

장마 시 지하수위의 상승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하수위를 재확인하여 반영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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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4층, 지상5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건물의 

효용성 및 공사비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지하층을 

줄이고 지상층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소방관 진입창 위치 및 구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소방차 주차 구간과 진입창과의 접안 확인 

및 외부에서 바로 식별 가능한 위치 필요

○ 전기실은 전기설비 수용 및 시공성을 위하여 

전기실 장비 배치 시공상세도에 의한 전기실 

높이 확보하기 바람

○ 외기에 면한 구간의 습식배관 및 유리면이 

많아 단열이 미비한 실의 간헐적 사용운영을 

고려한 동파방지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당 시설은 복합용도의 시설이므로 각각의 이동

동선을 설계설명서 및 도면에 명시하여 추후 

설계변경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각각의 동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제시할 것

■ 제168차 영등포역 북측 광장 및 남측 공간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대상지와 인접한 영등포공원의 경관 및 보행 

동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 설계 시 검토

할 것

○ 영등포역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를 고려한 

친환경적 공법 및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공사 중 안전사고 및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추가할 것

○ 빗물침투시설 설치 등 빗물의 재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제169차 특별시도 도로상(서부구역) 

맨홀상태 조사·평가 용역발주심의

○ 단차 분석은 맨홀 중심으로부터 반경 1.5m 

이내의 데이터를 활용하되 정확도와 분해능을 

갖춘 3차원 상 데이터 및 영상정보 활용 방안을 

과업내용 포함

○ 단차 검증 시 직선자 및 버니어캘리퍼스 보다는 

조사장비에 의한 단차 측정 규정인 AASHTO 

R36(Evaluating Faulting of Concrete 

Pavament)을 준용한 검증이 타당

○ 최근 보수된 맨홀의 보수이력을 데이터화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내 맨홀 적출, 하자

기간 만료 전 적기 보수 완료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 맨홀 단차를 8개 방향으로 측정하는데 종방향 

보정이 안 되면 곤란하므로 횡단 프로필이 

아닌 종/횡단 프로필을 이용하여 결과값을 

추출할 것

○ 정비 우선순위 결정 시 단차 크기와 함께 주변부 

파손상태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한 순위 결정 필요

○ 상태 등급이 심각한 맨홀에 대해서는 단차 

및 주변부 파손 발생원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향후 개선방안 제시

■ 제170차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설계심의

○ 유수지 진출입 경사로는 안정성 확보 및 유지

관리 향상을 위해 보강토 옹벽을 R/C옹벽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 신축이음부는 공용 중 유지보수가 어려움으로 

슬래브 상부에 추가 차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설계에 반영하는 디자인 휀스는 주변과 조화

를 이루는 디자인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토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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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 설치예정인 CCTV 수량(50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제174차 서울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설계심의

○ 대상지 내의 미세먼지 현황 및 오염원을 분석

하고 그에 따라 차단숲 조성계획을 보완할 것

○ ‘바람길숲’과 ‘차단숲’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 

전문가(최초 용역수행자) 자문 및 심의위원 

확인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할 것

○ 사업효과 검증을 위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반영

하고 미세먼지 차단숲에 특화된 유지관리지침을 

마련할 것

○ 공개공지 활용 대상지는 기존 시설과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협약서 작성 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020년 10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35, 48∼50차 지하철 1호선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38건을 제안하여 38건 채택 

(채택률 100%)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46,000백만 원에서 1,015백만 원 

절감 (절감률 2.2%)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2% 12.9% 13.0%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개선

    ∙ 조적벽체타일을 테라코타 마감으로 변경

      ⇒ 시공공정 단순화 (감액 480백만 원)

  - 유지관리성 개선

    ∙ 출입구 캐노피 상부의 천장 디자인을 일자형

으로 변경 (감액 6백만 원)

  - 안전성성 개선

    ∙ 호스방식에서 호스릴방식으로 옥내소화전 

변경 (증액 9백만 원)

■ 제37차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12건을 제안하여 97건 채택 

(채택률 86.6%)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8,767백만 원에서 179백만 원 증가 

(절감률 –2.0%)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0% 12.5% 11.3%

○ 주요대안내용

  - 사용자편의성 개선

    ∙ 지하주차장의 램프 길이와 형태 변경

      ⇒ 지붕 철근콘크리트조를 철골조나 경량 

공법으로 조정 (감액 1.3백만 원)

  - 시공성 개선

    ∙ 차수공법 설치간격 변경 (감액 46백만 원)

      (C.T.C 400 → C.T.C 500) 

  - 유지관리성 개선

    ∙ SMPS에서 AC로 LED 등기구 구동방식 

변경 (감액 31백만 원)

■ 제38차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77건을 제안하여 62건 채택 

(채택률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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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49,893백만 원에서 1,009백만 원 

절감 (절감률 2.0%)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0% 24.9% 30.1%

○ 주요대안내용

  - 원가절감 개선

    ∙ 지붕 철근콘크리트조를 철골조나 경량 공법

으로 조정 (감액 220백만 원)

  - 성능강조 개선

    ∙ 차량 주차장 진입램프구간 지붕캐노피 설치 

(증액 43백만 원)

  - 원가절감 개선

    ∙ 측면파일, 중앙파일(토사층) 천공공법을 

토네이도 비트에서 오거비트로 변경

      (감액 882백만 원)

■ 제39차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증

축공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44건을 제안하여 28건 채택 

(채택률 63.6%)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6,100백만 원에서 49백만 원 증액 

(절감률 –0.5%)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5% 31.9% 31.2%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개선

    ∙ 계단실 벽체 수성페이트 변경 (증액 5백만 원)

      (CON’C면 → T-11몰탈) 

  - 경제성 개선

    ∙ 4층 공용부 시멘트 몰탈 두께(64㎜→54㎜) 

조정 (감액 3백만 원)

  - 경제성 개선

    ∙ 탈의실 및 샤워실 바닥난방을 온수코일난방

에서 전열난방으로 변경 (감액 2백만 원)

■ 제41차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신축공사 설

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57건을 제안하여 99건 채택 

(채택률 63.1%)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5,770백만 원에서 943백만 원 절감

(절감률 6.0%)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6.0% 8.6% 11.9%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개선

    ∙ 기계실, 물탱크실 출입문 위치 변경

      (감액 13백만 원)

  - 시공성 개선

    ∙ 바닥, 벽체 배수판 하부 침투성 방수공사 

삭제 (감액 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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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내부지점부 슬래브와 상부개방형 강거더를 

합성하는 강합성 거더공법(I.C.D 공법) (제895호)

(보호기간 :  2020. 08. 12. ～ 2028. 08. 1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부모멘트 구간 현장타설 콘크리트 슬래브에 전단포켓을 설치하여 비합성 상태에서 

1,860㎫ 이상의 강연선으로 긴장하고 슬래브와 상부개방형 강거더를 합성한 강합성 거더의 제작 

및 가설 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제작한 상부 개방형 강재거더와 거더 상부 플랜지 상면에 비합성 접착 

시트를 부착한 이후 그 위에 전단포켓을 구비한 부모멘트부 상부 슬래브를 별도로 타설하고 비

합성 상태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내부 지점부 PSC슬래브의 전단포켓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타설하여 강거더와 일체화한 강합성 거더의 제작 및 가설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⓵강거더 제작 및 가설 ②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 ③철근(강연선) 배치 ④슬래브 타설(전 구간)

⑤강연선 긴장 ⑥전단포켓 충진 ⑦접합부 타설 ⑧완료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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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완공13개소, 설계반영 44개소)

번
호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 공사금액

(신기술 공사금액)

1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대우
건설

2011.01.∼
2018.06.

교량 1개소
(L=460m, B=12.4m)

65,779,000,000원
(5,833,260,800원)

2
진접∼내촌(2공구)
도로건설공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진흥
기업㈜

2013.04.∼
2019.12.

교량 1개소
(L=576m, B=10.4m)

132,600,000,000원
(10,227,057,000원)

3
경산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경산시
㈜화성
개발

2016.12.∼
2018.07.

교량1개소
(L=100m, B=30.0m)

-
(2,691,600,000원)

4
화양∼적금(4) 
도로건설공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신동아
건설㈜

2017.06.∼
2020.01.

교량1개소
(L=255m, B=12.5m)

365,926,700,000원
(3,087,249,000원)

 나. 향후 활용전망

     감소되는 국가 SOC예산으로 인해 경제성이 확보되는 강합성 교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이 신기술은 거더의 구조적인 효율성을 개선하여 경제성과 시공성을 확보하고 이미 

신기술이 적용된 다수의 실적과 완공된 교량의 평가를 통해 기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어 향후 도로 

교량사업 중 장경간의 연속구간 또는 Ramp 등의 곡선구간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① 상부개방형 거더와 지점부 슬래브(PS도입) 현장타설

기존 기술(폐합형 스틸박스) 신기술(I.C .D)

폐합형 + 일반타설 상부개방형 + PS도입 슬래브(현장타설)

강재량 100% 강재량 66% (34%절감)

⦁(내 용) 전 구간 상부개방형 강거더를 적용하고 부모멘트 구간 콘크리트 바닥판에 강연선 긴장(PS)을 

도입

⦁(효 과) 바닥판(슬래브) 단면 유효화로 상부개방형 단면이 적용되고 합성 후 교량 전체의 강성이 증대

되어 거더단면이 축소되고 강재량이 절감됨 (약 34%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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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경사 구간에서의 경사거더 적용 

기존 기술(일반 수평거더) 신기술(경사거더)

일반 수평거더 적용 경사거더 적용

슬래브 두께증가, 작용하중 비대칭 슬래브 두께일정, 작용하중 대칭

⦁(내 용) 편경사구간에서 거더의 기울기를 경사면과 일치하게 조정하여 슬래브 두께를 일정하게 개선

⦁(효 과) 슬래브 두께 증가로 인한 자중증가가 방지되고 동바리와 거푸집 시공 편의성이 개선되며 작용

하중과 거더 경사방향이 일치하여 구조적 안전성(원심하중과 사하중 대칭)이 향상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이 최초로 적용(용진교, 2016년 준공)된 이후 현재 42개소(완공 13개소) 교량의 공법

심의를 완료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다수의 실적과 완공된 교량의 평가를 통해 기술의 구조안전성이 

검증되었고 경제성과 시공편리성을 확보하여 향후 도로 교량사업 중 장경간의 연속구간 또는 

Ramp 등의 곡선구간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강합성교량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지점부 제어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전 구간 

상부개방형 거더, 지점부 상부슬래브 긴장, 현장타설)의 교량구조와 시공방법 제시로 차별화하여 

미래 교량기술의 다양성을 촉진하였다.

기존 기술 신기술

(DCB) (PUS) (SB아치) (I.C.D)

지점부 폐합형
 + 거더내부 타설

지점부 폐합형
 + 거더내부 타설

 I형 + U형(상부타설)
전 구간 상부개방형
+ 슬래브 PS도입

• 시공성 불리
• 자중증가

• 시공성 불리
• 긴장효율 저하

• 무게중심 상부
• 가설 시 전도위험

• 구조안전성 향상
• 강재량 절감

1,077천원/㎡ 1,224천원/㎡ 1,102천원/㎡ 1,021천원/㎡

 * 단위공사비 참조 : (도로공사 교량계열 현황조사, 2016. 11.) 55+70+55m 설계단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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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     분 규    격 단위 면적당 공사비(원)

I.C.D 공법 L=576.5 x B=20.9 1,198,871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4,518,775,097 7,425,033,317 1,987,082,791 13,930,891,205

 (2) 공사비
- 공종별 비교

      

구    분 기존 기술 신기술 개량정도
강 재 량 4,137 (ton) 2,742 (ton)  - 34 %
도장면적 111,068 ( m² ) 72,174 ( m² ) - 35 %
용접길이 159,942 ( m ) 80,144 ( m ) - 50 %

- 원가분석 결과 비교
(단위 :백만 원)

규    격 기존 기술 신기술 비    고
슬 래 브 2,406 3,239
강교 제작 6,427 3,958
운반/가설 2,761 1,775
강교 도장 1,450 941
용접 검사 208 123
강판 자재 3,365 2,057

직접공사비 계 16,619 12,096 - 27 %

 * 공사비 참조 : 사단법인 세디연구소, 진벌천교(L=576.5m × B=20.9) 원가분석 결과

  (3) 유지관리비
- 단순한 단면과 구조로(트러스형태 가로보, K형 다이아프램) 구성
- 부재수 감소 → 거더의 볼트연결 및 용접부 점검량 절감
- 거더 내부공간 통행 용이 → 육안점검 유리/ 작업자 안전성 향상

총 LCC 분석결과

대안별 LCC 분석 대안별 누적 LCC 분석

 * LCC분석결과 참조 :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한국도로공사

- (기대효과) 유지관리비 감소 : 23.1억 원 → 18.4억 원 (4.7억 원 감소)
진접∼내촌(2공구)도로건설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L=40+50+45+70+50+52+4@58+37.5=576.5(포천방향)
                                       L=40+50+45+70+2@50+60+46+53+52=516 (서울방향) B=1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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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파이프루프 수평보강 구조와 매입형 갱구구조물을 이용한 터널 갱구부 

시공방법 (ETPM 공법) (제896호)
(보호기간 :  2020. 08. 25. ～ 2028. 08. 2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터널 갱구부 자연 비탈면에 미니 파이프루프로 보강하여 터널 개갱구부 깎기 비탈면을 

배제 또는 최소화시켜 터널 갱구부의 안정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터널 갱구부 시공방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터널 갱구부의 원지반 강도가 유지됨에 따라 내진성능이 향상되며, 갱구 

구조물의 규모 축소가 가능하여 공사비 절감 및 외부로 돌출되는 갱구 구조물이 적어 자연친화적인 

터널 갱구를 조성할 수 있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터널영역 벌개제근 ② 초대구경 강관천공 ③ 초대구경 강관 직진도 측량

④ 초대구경 강관 그라우팅 ⑤ 초대구경 강관보강 완료 ⑥ 갱구부 굴착 및 공사용 갱문 설치

⑦ 연속적인 터널 굴착 및 보강 ⑧ 본선 라이닝 및 매입형 갱문 시공 ⑨ 친환경 갱구부(ETPM)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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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사 업 명 발주처 공사기간 시공현황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3공구 영주터널 시점 한국철도시설공단 2017.06.～08. Ø165.2㎜, L=15.0m / 시공완료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3공구 영주터널 종점 한국철도시설공단 2017.06.～08. Ø216.3㎜, L=34.0m / 시공완료

고속도로 창녕∼밀양 제2공구 영산터널 종점 한국도로공사 2019.02.～04. Ø165.2㎜, L=17.0m / 본선터널 굴착

이천∼오산 고속도로 제3공구 포곡터널 시점 한국도로공사 2020.03.～04. Ø165.2㎜, L=27.0m / 본선터널 굴착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제8공구 상관터널 시점 한국도로공사 2020.02.～04. Ø216.3㎜, L=51.0m / 본선터널 굴착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제6공구 완산터널 시점 한국도로공사 2020.01.～02. Ø165.2㎜, L=21.0m / 본선터널 굴착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제8공구 상관터널 종점 한국도로공사 2020.02.～05. Ø165.2㎜, L=30.0m / 본선터널 굴착

이천～문경 철도공사 제6공구 향산2터널 종점 한국철도시설공단 2020.03.～04. Ø165.2㎜, L=15.0m / 본선터널 굴착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1-1공구 외산터널 종점 대전국토관리청 2020.10. Ø216.3㎜, L=30.0m / 시공 준비 중

고속도로 함양～창녕 제9공구 천황산터널 시점 한국도로공사 2020.11. Ø165.2㎜, L=15.0m / 시공 준비 중

안성～세종 고속도로 6공구 은석1터널 종점 한국도로공사 2021.01. Ø165.2㎜, L=39.0m / 시공 준비 중

고속도로 함양～창녕 제6공구 대병2터널 시점 한국도로공사 2021.02. Ø165.2㎜, L=30.0m / 시공 준비 중

고속도로 함양～창녕 제6공구 대병2터널 종점 한국도로공사 2021.02. Ø165.2㎜, L=24.0m / 시공 준비 중

고속국도 양평∼이천 제4공구 산북1터널 종점 한국도로공사 2021.09. Ø165.2㎜, L=275.0m / 시공 준비 중

고속국도 양평∼이천 제4공구 산북2터널 시점 한국도로공사 2021.10. Ø165.2㎜, L=15.0m / 시공 준비 중

고속국도 양평∼이천 제4공구 산북2터널 종점 한국도로공사 2021.10. Ø165.2㎜, L=15.0m / 시공 준비 중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제1공구 내포터널 시점 한국도로공사 2021.10. Ø216.3㎜, L=12.0m / 시공 준비 중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제1공구 내포터널 종점 한국도로공사 2021.10. Ø216.3㎜, L=24.0m / 시공 준비 중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1공구 월곶2터널 시점 한국철도시설공단 2021.11. Ø165.2㎜, L=33.0m / 시공 준비 중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1공구 월곶2터널 갱사갱 한국철도시설공단 2021.11. Ø165.2㎜, L=42.0m / 시공 준비 중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도로 및 철도 터널의 장대화, 직선화 및 수요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비탈면 절취 

및 비탈면 보강이 수반되는 터널 갱구부가 형성되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터널 갱구부의 과도한 

절취를 최소화하여 갱구부의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 향상 및 공사기간 단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활용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과도한 터널 갱구부 절취 및 비탈면 보강공법 적용이 발생되는 조건

② 계곡부 또는 편경사 지형으로 과도한 편측 절취가 발생되는 조건

③ 도심지, 민가 및 보안물이 근접된 터널 갱구부의 과도한 용지보상비 발생조건

④ 터널 갱구부 지반조건이 불량하여 고강성의 지보력이 요구되는 조건

⑤ 터널 갱구부 과도한 비탈면 절취로 공사 중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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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기존 터널 갱구부 공법 친환경 터널 갱구부 공법(ETPM)

개요도

환경성 비탈면 절취에 따른 환경훼손 과대 갱구 비탈면 절취 배제 또는 최소화

안정성 지반이완 및 운용중 비탈면 붕락가능성 상존 원지반 강도유지, 운용 중 비탈면 붕락가능성 배제

시공성 과도한 토공 및 시공공정 복잡 토공 최소화 및 시공공정 단순

경제성 용지매입, 토공, 비탈면보강 공사비 과대 용지매입, 토공, 비탈면 보강공사비 최소화

유지관리 운용 중 유지관리비용 증가 운용 중 유지관리비용 미소

공사기간 용지매입 협의, 비탈면절취 및 보강 공사기간 과대 갱구부 토공 최소화로 공사기간 단축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친환경 터널 갱구부 공법(ETPM)은 갱구부 비탈면 절취 배제 또는 최소화로 자연친화적인 터널 

갱구부를 형성,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갱구부 원지반 강도 유지 및 수목의 표토 

지지력 활용으로 터널 안전성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운용 중 갱구 비탈면 붕락 방지 및 내진성능이 

증대되고 추가적인 비탈면 보호공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 터널시장에 빠르게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최근 기존 터널 갱구부 공법은 용지매입 및 보상의 어려움, 대규모 비탈면 절취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공사 중 민원, 운용 중 인공적인 경관 및 유지관리비 증대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반면, 이 신기술은 갱구부의 토공 및 돌출되는 갱문 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갱구부를 

형성시켜 기존 터널 갱구부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운영 중 유지관리비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운전자의 주행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어 현장 적용성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규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Ø165.2㎜ 278,000 214,000 28,000 520,000
L=1.0m기준

Ø216.3㎜ 366,000 270,000 34,000 670,000

※ 터널 갱구부 지반조건 및 적용물량에 따라 설계단가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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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기존 터널 갱구부 공법 대비, 공사비가 약 15.0∼32.0% 절감되었다.

구 분 대절토 비탈면 공법 절토부 옹벽공법 친환경 터널 공법(ETPM)

개요도

순공사비 1,583,629,732원 1,853,403,305원 1,385,707,158원

총공사비 2,040,382,411원 2,352,678,961원 1,771,167,897원

※ 고속도로 함양～창녕 제9공구 천황산터널 시점 갱구부

  (3) 공사기간

    기존 터널 갱구부 공법 대비, 공사기간이 약 50.0% 단축되었다.

    

 (4) 유지관리비

    기존 터널 갱구부 공법 대비, 유지관리비가 약 90.0%이상 절감되었다.

구 분 대절토 비탈면 공법 절토부 옹벽공법 친환경 터널 공법(ETPM)

성능평가 516 500 848

유지관리비 5,983,294 원 15,315,799 원 447,791 원

※ 유지관리비 산정주기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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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갱구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이 기술은 최근 증가되는 도심지 터널의 갱구부 용지매입 

및 보상의 어려움과 공사 중 민원 해결이 가능하고 공사기간 단축에 의한 저탄소 에너지 절감 측면

에서 유리하고 차량 운전자가 갱구부 자연지형에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효과를 주어 주행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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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의 경제 활성화 정책

프랑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에서 벗어나고자 록다운(lockdown) 초기부터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차 조치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기한을 연장

하고 일부 분담금을 면제하였다. 2차 조치에서는 

코로나19로 가장 위기에 처했던 항공사, 자동차

산업, 관광, 호텔, 요식업계, 문화업계를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1, 2차 조치에 4,700억 

유로를 투입하였다.

<그림 1> 프랑스 경제 활성화 정책 로고12)

 프랑스 정부는 9월 3일 장관 회의를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한 제3차 조치로, 2030년을 대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에 걸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지속가능한 

방법이면서도 가능한 빠른 속도로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있다.

12) 자료: https://www.economie.gouv.fr/plan-de-relance/lance 
mentplan-relance-3-septembre-2020# (2020년 9월 10일 검색).

 첫 번째는 생태 분야로 이번 활성화 정책의 중심

이다. 프랑스의 경제생산체계를 지속가능한 경제, 

즉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줄였으나 

이는 제조업 생산을 해외로 유출시킨 결과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었지만 대신 프랑스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왔다. 따라서 자연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는 

방식으로 산업을 재활성화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건물의 단열 강화를 위한 리노베이션(renovation), 

산업시설의 탄소·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지원,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구입 시 보너스 제공, 농업 

분야의 전환, 녹색기술을 위한 연구 및 혁신 지원 

등이 있다. 더불어 프랑스는 원자력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절감된 전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경쟁력 강화이다. 기업이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적인 지배력을 

회복하고 기술적인 독립이 이번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이다. 구체적 전략으로 생산 분야 관련 세금 

감축, 미래기술(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연구 분야 지원 강화, 교육·산업 분야 역량 

강화,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가치제고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연대성 강화이다. 경제위기로 생겨난 

불균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와 지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동체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젊은이들의 취업지원, 

교육과 일을 병행하며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가정 당 학교 

개학지원금 100유로 인상 지급, 긴급 거주 공간 

지원, 경제적 취약층을 돕는 민간협회 지원계획), 

지역 간 연계성 강화 등이 있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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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코로나로 인한 봉쇄조치 완화 이후에도 

텅 빈 상가(2020년 6월 28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총

예산은 1천억 유로이며 이 중 400억 유로는 프랑스

만이 아닌 유럽연합에 기여하는 비용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이던 12년 동안 프랑스는 지난 유럽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실업률은 8% 미만

으로 떨어졌고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2년간 1천억 유로를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2022년까지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수준을 

되찾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Ministé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Lancement du Plan de relance le 3 septembre 2020. https://
www.economie.gouv.fr/plan-de-relance/lancement-plan-relance-3-
septembre-2020# (2020년 9월 10일 검색).

스페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바르셀로나 그린 딜 정책

 바르셀로나는 2020년 1월, ‘바르셀로나 그린 딜’ 

계획을 발표하였다. ‘바르셀로나 그린 딜’ 계획은 

녹색순환경제를 위한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경제

계획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UN이 

발표한 17가지 의제 ‘지속가능개발 목표(AGENDA 

2030, SDGs)’에 의거하여 향후 10년, 2030년까지 

도시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활력을 

되찾기 위한 장기 경제개발계획이다. 주로 인재 

확보와 육성, 기업활동 활성화, 투자 확보에 주력

하며 디지털 분야와 친환경 분야에서 10만 3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순환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UN이 

발표한 17가지 의제 ‘지속가능개발 목표 (AGENDA 

2030, SDGs)’에서 추구하는 ‘탈탄소화 순환경제’ 

모델로, 녹색경제와 순환경제의 통합적인 개념이다. 

바르셀로나가 속해 있는 카탈루냐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채택한 경제 모델이다.

 녹색경제는 UN 환경계획 프로그램의 녹색경제 

보고서(Green Economy Report, 2011)에 의해 

개발된 개념으로 ‘인간의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환경위험을 줄이기 위한 경제 

모델’을 뜻한다.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의 감소, 

에너지와 자원 활용의 효율성 개선, 생물의 다양성 

및 생태계 파괴방지를 위한 투자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 및 다양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이다. 순환경제는 ‘생산, 소비, 폐기’의 

선형 구조로 이루어진 ‘선형 경제’에서 ‘폐기물’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순환 구조로 이루어진 경제’

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경제 개념이다. 자원의 순환에 

중점을 두어 원자재의 사용 대신 기존 자재 및 

제품의 재사용, 수리, 재제조 및 재활용에 기반한 

경제 모델이며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의 

교차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런던, 베를린, 암스테르담과 

같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순환경제를 도시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특히 암스테르담의 경우

에는 2050년까지 순환경제로의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세계 자원의 사용과 온실

가스 배출량의 70%, 폐기물 발생량의 2/3, 총

에너지 사용량의 1/3이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세계 주요 도시들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순환경제

로의 전환에 따른 각각의 도시 및 지역별 새로운 

경제개발 전략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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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는 과소비로 인한 많은 폐기물과 자원의 

가치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도시로,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체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혁신의 중심지, 국제적인 벤치마크의 도시’를 추구

하는 도시여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바르셀로나가 

혁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가치의 폐순환 

형성과 도시의 자급 자족률 증진을 위해 도시의 

생산 분야를 순환경제로 통합하여 자원 재고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바르

셀로나는 ‘기업활동에 대한 녹색순환경제의 추진’을 

본격적인 공공정책의 전략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디지털 생태계 

강화, 글로벌 인재육성 및 유출된 인재의 귀환 

장려를 통한 인재확보, 국제 홍보전략 마련이 있다. 

특히,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은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체 

및 자영업자의 창업 첫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지원

함으로써 창업 및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식

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순환

경제와 가치경제 전략계획 수립, 새로운 경제활동 

중심지 조성, 관광경제정책 마련이 있다. 순환경제와 

가치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경제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2020-2030 경제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료·행정·문화적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 분야는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가속화하며 도시의 새로운 

경제활동 및 기존의 경제활동이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포함하고 새로운 친환경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바르셀로나 북쪽의 

베소스강 유역에 새로운 녹색 축을 조성하고 베소스강 

유역 산업단지에 친환경 지구(Eco district)를 

조성함으로써 녹색순환경제를 위한 경제활동과 

혁신 및 지식산업, 이와 관련된 인재유치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중심지구를 

만들어 녹색순환경제의 혁신 도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순환경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새롭게 조성될 경제 중심지가 

위치한 도시 외곽지역과의 연결성 개선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과 경제

정책을 접목하여 도시의 새로운 경제 발전을 전략적

으로 뒷받침할 계획인 것이다. 바르셀로나에는 

‘22@ 첨단산업지구’, 조나 프랑카(Zona Franca) 

산업지구 등 도시계획과 경제정책을 접목하여 도시

경제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1> 친환경지구 산업모델의 진화를 위한 기존 

입주 기업들의 순환경제 활동 현황 분석13)

 도시의 평등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사회연대

경제의 강화 및 도시 성장을 위한 소규모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있다. 특히 소규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무역 및 요식업 관련 

연구소를 개설하여 도시경제 진흥 및 근접상권의 

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의 물류 

유통전략에 있어서는 라스트 마일(last mile) 운송

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스트 마일 운송 

플랫폼 개설과 친환경·인공지능 차량의 사용, 지역 

13) Barcelona Activ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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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기업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적 손상에 대한 재정적 조치 

적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공시장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시장을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 예정

이다. 시장 상인들과 친환경적이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침을 논의하고 공공시장 활성화를 통해 건강

하고 지속가능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세계 식량 수도로서 바르

셀로나의 주요 활동 계획 중 하나이기도 하다.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자 미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도시적 차원에서 녹색순환경제를 

미래 바르셀로나의 핵심으로 정한 바르셀로나 

그린 딜 정책은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미래 

도시로의 전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경제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많은 도시이다. 녹색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도시 재정비사업 

및 전략적 경제 중심지 조성사업과 같은 도시계획과 

경제계획의 결합은 첨단산업지구 조성을 통한 폐공장 

지구의 재활성화로 대표되는 22@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녹색순환경제를 발판

으로 삼아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재생의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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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e lona Green Deal. 2020. 
https://media-edg.barcelona.cat/wp-content/uploads/2020/01/021
14214/es_es_
Novaagenda-econo%CC%80mica-Llibret-pa%CC%80gines.pdf 
(2020년 9월 10일 검색).

미국
공정한 사회와 교통 분야의 ‘뉴’ 그린 뉴딜

 환경보호주의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

행동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큰 희생이 동반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오랜 시간 이어졌다. 그 

희생의 대상이 보통 경제적 성장과 일맥상통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에서 추진되었던 기존 산업 

및 시장의 환경친화적인 대안·정책들은 초당적 

지지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2000년대 중후반 영국의 그린 뉴딜 그룹, 유엔의 

글로벌 그린 뉴딜 발표와 맞물려 당시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배출권거래법 등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았지만 

상원 통과에는 실패하는 등 미완으로 끝났다. 

성장과 자유의지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적·

당파적 성향에 따른 반대가 물론 컸지만 근본적

으로 환경보호 및 기후행동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

단체·활동가 사이에서도 그린 뉴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재생가능 에너지와 

같은 기술적인 해결책과 산업적 투자를 중점으로 

한 접근법은 탄소배출량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만큼의 규제력을 지니지 못한다. 게다가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취약계층은 

어김없이 녹색화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다. 격차 해소에 있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성장 및 복지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기후변화 활동가 청년단체인 Sunrise Movement14)의 

주장대로 녹색화의 ‘공정한 과도기(just transition)’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되었다.

 2018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후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 초선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을 필두로 

21세기형 공정한 사회경제 및 국토 발전을 지향

하는 ‘뉴’ 그린 뉴딜이 2019년 초에 제의되었다15). 

14) 2018년 11월 13일, 민주당 건물에서 그린 뉴딜 채택을 위한 
연좌 농성을 벌였던 기후변화 활동가 청년단체. 기후위기 대처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인권운동이란 인식을 심는 데 일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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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한 루스벨트 정부의 뉴딜

(1933∼1936) 정책처럼 경제와 사회정책들을 

통합한 케인스주의 거시경제학적 관점16)의 경기

부양 대책이다. 특히 미국경제의 탈(脫)탄소화

(decarbonization)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중심에 뒀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운동에서 한층 ‘진화’한 

결의안이라고 평가받았다. 순제로 배출량, 지속

가능한 인프라 및 산업정책, 자연 및 지역사회 

회복력(resilience)을 성취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들

(예를 들어 재생가능·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스마트한 

전력 공급망 구축, 생태계 복구사업 등)의 필요

조건이며 가족 유지 임금과 노후가 보장되는 양질의 

(녹색) 일자리 창출, 경제산업의 녹색화에 따른 

훈련 및 교육 제공, 의료보험·지불가능한 주택

(affordable housing)·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권리 증진을 강조한 것이다. 

컬럼비아대학교 역사학자 애덤 투즈(Adam Tooze)는 

이 그린 뉴딜이 환경과 기후변화 사안을 “북극곰과 

빙산에서 정치 경제학으로” 확장하였다고 언급했으며 

올 11월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Joe biden) 역시 환경과 경제의 밀접한 연결고리를 

강조하였다(Meyer 2019). 실제로 기후정책과 

사회 및 경제정책을 함께 묶은 ‘뉴’ 그린 뉴딜 

전략은 좀 더 폭넓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합체를 꾸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Bergquist et al. 2019.)

 한편, 연방정부의 통제 및 결정권이 크고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교통부문에 관한 

15) [월간 국토] 2020년 1월호 미국편 참조

16) 당시 주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었던 정부의 최소 개입·시장 
자유방임주의 대신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의 처방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출 및 시장개입을 통한 기업의 투자, 고용률, 소비 
증대를 주장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1883~1946)의 이론들. 
뉴딜 이후의 미국경제 회복을 계기로 ‘대세’ 경제학적 관점이 
되었었으나 1970년대 이후 석유파동, 물가 상승, 신자유주의적 
경제 및 사회의 정착 등에 따라 영향력을 잃었음.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케인스 경제학적 관점들
(신케인스학파 포함)이 재발견되고 있음.

내용들도 관심을 받았다17). 2019년 그린 뉴딜 

결의안에 교통부문에 관한 대대적인 점검이 언급

되어 있지만 교통·기후변화·사회공간적 정의를 연결 

짓는 연구기관 및 활동가들은 기존 노면 교통의 

개선과 연방정부의 교통 분야 지출에 관한 대담한 

재구성18)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Higashide et 

al. 2020).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도로 건설 

및 자가용 이용을 장려하는) 개발 패턴을 연방정부의 

재정 및 정책이 지속시키고 있어서 환경오염 및 

불평등 해소 모두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가용 이외의 이동수단 선택권(예를 들어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도로)과 원활한 

이용을 위한 개선·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공정한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

(Higashide et al. 2020).

<그림 1> 정치적 소속감(민주당, 무소속, 공화당) 및 

지리적 위치(도시, 교외, 시골)에 따른 대중

교통 개선에 관한 여론19)

 위의 사안들을 직시하여 계획한 그린 뉴딜이라면 

정체된 교통 분야의 현상을 타파할 수 있다고 

17) [월간 국토] 2019년 4월호 미국편 참조

18) 연방정부 교통지출의 대부분(연간 약 450억 달러)은 도로 관
련 사업을 위해 보장되어 있고, 이 연방 교통지원을 받은 주
(州)들은 주로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사용함(Higashide et al. 
2020). 그에 비해 대중교통은 약 26억 달러, 자전거 및 보행
자 안전을 위한 사업은 약 8.5억 달러만이 확보되고 있음.

19) 주: 전반적으로 설문 참여자의 지역 및 미국 자체가 대중교통 
개선으로 인한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응했음. 자료: Ray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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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말한다. 경제의 탈탄소화와 불평등 

해소를 이루고자 하는 ‘뉴’ 그린 뉴딜계획에 (탄소

배출량 및 사회 격차에 기여하는) 교통 분야가 

전략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가 교통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새 인프라보다는 기존 인프라의 

개선 및 복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또, 정치적 소속감·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미국인

들도 장시간 운전과 차량 소유에 대한 사회적·

재정적 부담감을 호소하며 운전 이외의 이동수단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한다(Higashide 

et al. 2020)(<그림 1>참조). 최근에 나온 Transit 

Center의 공동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초당적 여론을 

바탕으로 그린 뉴딜이 강조하는 사회경제의 ‘공정한 

과도기’를 실행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다. 

① 대중과 대중교통을 위한 안전한 도로 설계, 

② 기존 도로의 복구사업 및 새 도로사업의 환경

친화적인 과정 및 결과, ③ 교통 분야 내 녹색일자리 

창출, ④ 공정한 교통 분야를 위한 연구비 지원, 

⑤ 소득, 지리, 자가용에 따른 전기자동차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 등이다. 이로써 향후 10년 

동안 교통 및 대중교통 분야에서 약 6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 혹은 창출하고 2030년 이내로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선택권과 

접근성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인종, 경제적 지위, 

장애 등으로 인한 이동성의 불균형을 낮추고 경제의 

공정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Higashide et al. 2020; Walker 2020).

시사점

 민주당으로부터 제의되었던 ‘뉴’ 그린 뉴딜도 결론적

으로는 (공화당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는 데 실패

했다. 하지만 경제의 탈탄소화를 지향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기후변화 

대처가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미국 중도 성향 

및 부동층 유권자 인구로까지 퍼지고 있다. 때문에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그린 

뉴딜의 실용적인 측면(재정 마련 등)을 정비해서 

2020년 대선에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NoiseCat 2020). 코로나로 인해 이동, 일상, 

경제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많은 이들이 경제·

기후·공공보건의 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만연해 

있는 불평등·격차문제에 강경한 대응과 공정한 

사회로의 진전이 ‘포스트코로나’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렇게 변화하고 

커져 가는 여론 속에서 사회·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기후·환경문제와 오래 정체되어 있던 교통

문제가 그린 뉴딜을 통해 어떻게 탈바꿈을 하는지 

미국의 ‘공정한 과도기’를 이끌 수 있을지가 주목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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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10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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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입찰안내서
심의 157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센터

․ 지하7층/지상1층
․ 연면적 111,902.46㎡

631,300
(24,474)

조건부
채택 건축

설계적격
심의

44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42,236㎡

171,315 적격 기계

용 역
발 주
심 의

165 지하차도 배수시설 적정성 
검토 및 개선

․ 시설개선 지하차도 설계 54개소
․ 펌프용량 증설 약 180대

4,800
(498)

조건부
채택 토목

168
영등포역 북측 광장 및 
남측 공간 개선

․ 북측 광장 일대 4,375㎡
․ 남측 보행공간 일대 6,676㎡

2,813
(211)

조건부
채택 토목

169 서부도로사업소 관할지역 
맨홀상태 조사·평가

․ 맨홀 18,807개 -
(300)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30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저감 숲 조성

․ 올림픽대로, 강벽북로, 동부간선 
도로 미세먼지저감 숲 조성

14,300
(416)

조건부
채택 조경

160
봉화산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

․ 규모 1.6㎞
․ 무장애 데크로드, 전망데크 등

1,831
(55)

조건부
채택 조경

161 일자산 보수정비 ․ 계류, 벽천, 산책로 정비 등 1,195
(52)

조건부
채택

조경

164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

․ 지상4층
․ 연면적 5,529.92㎡

27,000
(1,400)

조건부
채택 건축

167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신축
․ 지하4층/지상5층
․ 연면적 23,892.67㎡

60,785
(2,172)

조건부
채택 건축

170 서울숲 유휴공간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 시설면적 12,639.43㎡
․ 유수지 복개 및 주차장 설치

18,032
(654)

조건부
채택

토목

174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수목 식재 1,401

(86)
조건부
채택 조경

정밀안전
진단심의 142

개봉2방류수문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
(247) 재심의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35 지하철1호선 서울역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 철도조성

․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 15,000
(374)

- 건축

37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 지하1층/지상7층
․ 연면적 2,908.18㎡

8,379
(334) - 건축

38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 지하2층/지상3층
․ 연면적 14,761.23㎡

45,956
(1,894) - 건축

39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증축

․ 지상5층
․ 연면적 4,920.84㎡

4,820
(310)

- 건축

41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신축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3,501㎡

10,780
(497) - 건축

48
지하철1호선 종로3가역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 철도조성 ․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

12,000
(442) - 건축

49 지하철1호선 청량리역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 철도조성

․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 12,000
(389)

- 건축

50 지하철1호선 제기동역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 철도조성 ․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 7,000

(294) -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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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0년 10월)
(단위 : 백만원)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0.10.

건     축 
상수도 현장실습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5건
1,916 1,824

교 통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용역 등 5건
897 895

기 계 설 비
서남물재생센터 방류펌프장 방류수문 교체 

실시설계용역 1건
22 22

도 로
서울로2단계 연결길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0건
1,370 1,369

도 시 계 획
구로구 G밸리타운매니지먼트 실행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21건
5,294 5,275

상 하 수 도
물재생센터 빗물처리비용 산정용역 등 

21건
9,317 8,837

소 방
구기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1건
332 330

전 기 통 신
서울 패션창업허브조성 전기공사 감리용역 

등 11건
1,523 1,469

정 밀 진 단
심원빗물펌프장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등 21건
3,933 3,859

조 경
미세먼지 저감 수목식재 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건
255 229

지 하 철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토목건축공사(3-4공구)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용역 1건
62 62

하 천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5건
2,114 2,070

기 타
연희 공공주택지구 사천 빗물펌프장 토공사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용역 등 19건
1,050 1,017

 계 134건 28,085 27,258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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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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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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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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자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건축물의 
조성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
으로 노후 건물 현황평가와 설계 컨설팅 등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성능 개선의 
모범사례를 창출하여 그린 리모델링시장을 선도하고 
민간분야로의 확산이 주요 사업 목적이다. 2013년
부터 매년 6~8억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한국판 그린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그린 리모델링이 선정됨에 따라 
2020년 내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효율개선, 환경개선 등을 위해 
총 2,276억 원 규모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원
된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총 1,085동의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에 대해 고성능 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벽단열재, 고효율 냉난방 
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등 그린 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내용이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는데,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건축산업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68호), www.krihs.re.kr]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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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