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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럼
.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세상을 변화시킨 세계 10대 발명품 열펌프
 김 영 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 서론
미국 의회 도서관은 냉열을 생산하는 냉동(refrigeration)을 인쇄술, 전구, 비행기, 컴퓨터, 백신, 자동차,
시계, 전화, 카메라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킨 10대 발명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만큼 냉동은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발명이다. 냉동 기술이 없었다면 식품을 신선하게 장시간 보존할 수
없고, ICT의 핵심인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항온항습 환경 유지가 불가능하며, 인간을 여름철 무더위로
부터 보호할 수도 없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엄습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기상청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동안 서울은 39.6℃인 역대 최고기온과 폭염
일수 29.2일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였다. 당시 서울의 날씨는 이집트나 적도 부근의 열대국가보다도
더 더웠었다. 당시 도심 거리를 나서면 주변 공기가 후끈하고 습도가 높아 땀이 증발하지 않아 마치
사우나에 있는 느낌이었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력단가가 증가하는 전기 누진제를 두려워하는 서민들
조차 밤낮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고,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서는 뒤늦게 후회하면서 주문했지만
2주 이상 기다려야 했을 정도로 에어컨은 품귀가 되었다. 설치된 에어컨조차도 실외온도가 높아 효율과
출력이 감소하였고, 실내외 큰 온도차로 인한 부하 증가로 많은 에어컨이 부하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고장도 빈번하였다. 이 당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기는 단연 폭염으로부터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
할 수 있는 에어컨이었다. 그동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계가 자행해온 화석연료의 급증한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스의 과도한 배출 그리고 환경의 오염 및 파괴로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감지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폭염과 한파 현상은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자연과 환경을 보전
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일은 우리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지구를 후손대대로 물려주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무가 되고 있다.

2. 자연냉동
냉동 기술이 없던 과거에는 자연을 이용하여 냉각 또는 냉동 효과를 얻었다. 옛 유럽에서는 높은
산 위의 여름에도 녹지 않은 얼음을 채취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옛 필리핀 귀족들은 평상시에는 낮은
곳에 거주하다 무더운 계절에는 해발 1500 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선선한 바기오에서
생활하곤 하였다. 인도에서는 구름이 없는 맑은 야간에 복사 열전달을 이용하여 그릇 안의 물이 얼음
으로 변하는 과정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도 자연냉동 관련 조상의 지혜가 담긴 사례를 볼 수 있다.
겨울철 한강의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그것을 채취하여 단열이 잘 되고 열 유입을 최소화한 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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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을 보관하여 수개월 뒤 여름에 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서울의 서빙고, 동빙고, 경주의 석빙고는
겨울에 저장한 얼음을 사용하기 위해 운영된 저온 창고이다. 경주 석빙고는 얼음이 녹으면 배수가 되도록
바닥에 경사진 배수로가 있다. 우리의 한옥 구조는 가운데 위치한 마당이 일사량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부력에 의해 공기가 상승하여 낮은 압력이 형성되면서 대청마루 뒤의 뻥 뚫린 창으로부터 뒷산의 시원한
자연바람이 내려와 거주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림 1] 경주 석빙고 외부

[그림 2] 경주 석빙고 내부

외부로부터의 일(work) 없이 냉동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는 여름에도 얼음이 얼거나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경북 밀양의 얼음골은 여름에도 얼음이 발견되는 신기한
곳이며 전북 진안의 풍혈은 산 아래 바위 틈 사이로 여름 내내 차가운 바람이 나와 식품을 장기간
보존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자연냉장고이다.

[그림 3] 경북 밀양 얼음골

[그림 4] 전북 진안 풍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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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자연공조는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별도의 에너지원 없이 실내의 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므로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국내의 실정으로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 구현하기에는
규모, 초기투자비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자연공조라고 해도 열역학 제1법칙(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열역학의 기본 법칙
들을 적용하면 이러한 자연공조 현상의 규명과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에는 여름에도 찬바람을 내뿜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이러한 지형에는 공통점이 있다. 대체로 양 옆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을 향하고 있어 일사량에 의한 부하가 최소가 된다. 또한 잘려지기 쉬운 유사한 크기의 안산암으로
덮여 있다. 잘려진 안산암은 다공성 축열조 역할을 하며 냉열 저장 및 공기의 통로가 된다. 차가워진
공기는 부력에 의해 하부로 이동한다. 냉열 저장은 온도 변화에 의한 현열(顯熱, sensible heat) 및
상변화에 의한 잠열(潛熱, latent heat)의 두 형태이다. 여름에는 지중에 저장된 냉열이 차가운 얼음
또는 바람을 제공하며 겨울에는 지중에 저장된 온열이 따뜻한 바람을 제공한다.
계절적인 자연공조는 신비스러운 현상이기는 하나 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석을
위해서는 자연현상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규모가 크고 또한 장기간에 걸친 측정이 필요
하므로 쉬운 작업은 아니다. 자연공조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면 그동안 신비하게 생각되어온
자연공조 효과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극도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연 공조 시스템을
제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거대한 지형적인 특성이 요구되므로 이 자연 현상을
실제 응용하기는 쉽지 않다.

3. 열펌프
물은 중력에 의해 [그림 5]와 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는 자연적으로 흘러간다.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스스로 흘러 갈 수 없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을 위로 퍼 올리는 펌프가 필요
하다. 이 때 펌프는 반드시 일의 입력이 필요하다. 열의 이동도 이와 유사하다.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는 저절로 전달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열펌프가 필요하며 이 때 반드시 일의 입력이 필요하다. 펌프와 열펌프 모두 일(대부분 전기
에너지)의 입력이 필요하며 동일한 목적(효과)은 달성하면서 일의 입력은 감소시키는 것이 기술 개발의
목표이다.

[그림 5] 펌프의 원리

[그림 6] 열펌프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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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펌프는 인위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을 퍼올리는 기기이다. 실내공간을 시원하게 냉방
하는 에어컨,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냉장고,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꽁꽁 얼리는 냉동고
등 용도에 따라 명칭이 바뀌는 열펌프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기가 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어컨이라는 용어보다는 열펌프가 보다 전문적인 용어이다.
열펌프는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압력강하장치의 4가지 주요 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부를 사이클로
순환하는 작동유체가 증발, 압축, 응축, 팽창의 과정을 거치면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을 이동
시킨다.
[그림 7]은 실내를 냉방하는 열펌프의 한 운전 사례를 보여준다. 실내공기 26℃, 상대습도 55%가
0℃ 냉매가 흐르는 증발기와 열교환 하면서 공기의 온도는 하강하고 공기 중의 수증기 일부는 응축
되어 제습되면서 12℃, 상대습도 93%가 되어 나온다. 상대습도는 증가했지만 건조공기 1㎏당 수증기량인
절대습도는 11.57g/㎏에서 8.11g/㎏로 3.46g/㎏ 감소한다. 압축기로 흡입된 기체냉매는 압축 작용에
의해 출구 온도가 72℃까지 상승하여 응축기에서 35℃인 실외공기와 열교환 하면서 냉각 및 응축되어
47℃ 액체가 되어 나온다. 이 액체냉매는 압력강하장치에 의해 압력이 감소되어 기체와 액체로 팽창된
냉매는 온도도 0℃로 급격히 감소된다. 이 저온의 액체와 증기가 혼합된 냉매는 증발기로 유입되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액체가 증기로 상변화하면서 주변을 냉각시킨다.

[그림 7] 열펌프의 운전 사이클

열펌프의 성능지표로는 목적을 비용으로 나눈 값인 성능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가
중요하다. COP는 냉동용량   을 압축기 동력  를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COP  


- 5 -

열펌프의 성능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효율 압축기, 열교환기 기술과 배관에서의 열손실 최소화가
필요하다. 겨울철 난방기로 사용 시 외기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실외 열교환기에는 착상이 되면 열저항이
증가하여 열교환량이 적어지고 액체 상태의 냉매가 압축기에 흡입되어 압축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고온의 냉매가스 또는 히터에 의해 제상이 필요하다.

[그림 8] 착상된 실외열교환기

[그림 9] 제상 후 실외열교환기

4. 냉매
열펌프의 작동유체는 일명 냉매라고 하는데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을 좋게 유지하면서 안전, 무해,
비폭발성, 비가연성, 경제성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920년대 냉동 시스템에서는 암모니아
(NH3), 염화메틸(CH3Cl), 프로판(propane), 이산화황(SO2) 등이 냉매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냉매는
냉동기의 작동유체로는 성능이 우수했지만 독성, 가연성, 폭발성이 있어 사용 중 종종 사고가 발생하였
으므로 새로운 안전하고 경제적인 냉매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30년 General Motor 사의
Midgley 연구팀에 의해 자동차용 냉매로 개발된 CFC(염소, 불소, 탄소) 화합물은 냉매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최근까지 냉동사이클의 작동유체로서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당시
Midgley는 학회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개발한 R12를 흡입한 후 그것을 내뱉으면서 촛불을 끄는
시연을 하였다. 이는 흡입해도 괜찮을 정도로 인체에 무해하며 촛불을 끌 정도로 가연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한 시연이었다.
CFC 화합물은 프레온(Freon)이라고도 명명되었는데 미국 Du Pont사에서 이 냉매를 공업화하면서
붙여진 상품명이다. 메탄 또는 에탄계 화합물에 수소를 7족 원자인 염소(Cl)로 대체한 냉매에는
CFC(염소, 불소, 탄소), HCFC(수소, 염소, 불소, 탄소), HFC(수소, 불소, 탄소)계 화합물이 있다. 이
화합물은 불연성이고 독성과 자극성이 없으며 열적 특성이 우수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면서 가격도
저렴하여 냉매로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그 후 CFC 화합물은 그 우수한 특성을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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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refrigerant) 용도뿐만 아니라 에어로졸(aerosol), 발포제(foaming agent), 세정제(cleaning
agent), 분사추진제(propellent)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산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물질이 되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지구를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오존층(ozone layer)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세계는 이 물질의 사용과 생산을 규제,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그 대체물질과 관련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일 성분의 냉매로 원하는 특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혼합냉매를 이용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혼합냉매는 공비(共沸, azeotrope)와 비공비(非共沸, non-azeotrope 또는 zeotrope) 혼합냉매로
분류된다.
비공비 혼합냉매는 일정한 압력 하에서 증발 또는 응축 과정에서 액체 및 기체의 성분비와 온도가
변하는 혼합물을 지칭한다. 비공비 혼합냉매는 400단위의 숫자로 표현된다. 혼합냉매의 응축/증발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는 것은 분리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면
기체상에는 증발성이 강한 성분이 액체상에 비하여 더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체 상태의 누설 시
증발성이 강한 성분이 더 많이 방출되어 남아 있는 냉매의 성분이 변한다. 누설된 양을 보충하기 위해
당초의 냉매 성분비로 충전하는 경우 포화압력은 초기에 비하여 낮아져 성능이 저하한다. 따라서 비공비
혼합냉매가 누설되는 경우 남아 있는 성분비 예측이 어려우므로 냉동 시스템 전체의 냉매를 비운 후
재충전해야 하므로 냉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공비 혼합냉매는 둘 이상의 순수물질이 혼합된 물질로 일정한 압력 하에서 증발 또는 응축 과정 중
성분비와 상변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혼합하는 물질들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 냉매 명명법
에서 공비 혼합냉매는 500단위의 숫자로 명명된다.

5. 설치 및 유지관리
열펌프는 설치 방법에 따라 성능계수와 소비전력이 달라진다. 냉매 배관 길이는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냉매 배관은 수평 길이 100m마다 성능계수 3% 감소, 수직 길이 100m
마다 성능계수 9%가 감소한다.
실외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위치시키고 주변 장애물에 의해 풍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10]은 냉방용량 1800W인 공랭식 열펌프의 현장 성능 진단 결과이다. 실외기 풍량이 859㎝h이면 냉방
용량은 1,773W, 소비전력은 632W, 성능계수는 2.80으로 측정된다. 실외기 면적을 1/3 폐쇄하면 풍량은
567㎝h(방해

없을

시

대비

34%

감소)로

감소하고

냉방용량,

소비전력,

성능계수는

각각

1,579W(11% 감소), 668W(6% 증가), 2.36(16% 감소)이 된다. 실외기 면적을 2/3 폐쇄하면 풍량은
197㎝h(방해 없을 시 대비 77% 감소)로 감소하고 냉방용량, 소비전력, 성능계수는 각각 824W
(54% 감소), 794W(26% 증가), 1.04(63% 감소)가 된다.

- 7 -

[그림 10] 실외기 풍량의 변화에 의한 용량 및 성능계수 변화

<참고문헌>
1. Daniel Stone, The 10 Inventions that Changed the World, National Geograhic Magazine.
2. 김영일, 신영기, 서정아, 최영돈, 송태호, 강채동, 김성실, 노정선, 정시영, 김용찬, 2006.06, 전북 진안 풍혈의 여름철
냉풍 및 겨울철 온풍 발생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879-884.

- 8 -

》 지식정보
모노레일, 엘리베이터…서울시 고지대

7곳 일대 거주 주민 2만 7천여 명을 비롯해 직장인,
방문객 등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이동편의 혜택을

7곳 이동편의 개선 ‘신교통수단’

볼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이면 고지대인 약수동 마을마당에서 약수역
앞까지 한 번에 가는 엘리베이터가 생긴다. 현재
약수동 마을마당 일대 주민들은 가파른 계단길을
내려가야만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는 400미터 넘게 돌아 경사길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눈이 쌓이면 안전이
문제였다.

착공까지 남은 절차는 기본 및 실시설계다. 노선과
형식은 결정되었으나 구체적 형태와 색상 등 디자인은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
일제히 착공에 들어가 2021년 말까지 완료한다.
서울시는 설계·공사 과정에서 시, 자치구,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파른 지형의 성동구 대현산공원과 중구 대현산
배수지공원에는 공원과 인근 주거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이 생긴다. 서울에 처음으로 생기는 모노
레일이다. 이대역 인근 북아현동 일대 급경사길

모노레일(2개소) : 성동구 대현산공원,
중구 대현산배수지공원에 서울 첫 모노레일
첫째, 모노레일은 성동구 대현산공원과 중구 대현산

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일명 ‘푸니쿨라’가 생겨

배수지공원 2곳에 조성된다. 모노레일은 곡선구간에

보행약자들의 불편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고지대에 사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설치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산을 둘러 올라가는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1)｣

2곳의 지형을 고려했다. 운행 시 소음이 발생해

대상지 7곳에 설치할 신(新) 교통수단을 확정했다고

주택가와 떨어져있는 공원지역 등에 설치하기 적합한

밝혔다.

시설이다.

대상지는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교통수단을

성동구 행당2동 대현산공원 : 대현산공원 인근

제공하고자 ‘주민공모’로 선정(2020.4.)했다. 이후

구릉지 지역주민이 높고 긴 계단(190계단)을 따라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야기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과 연계 가능한

구조 안전성, 주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공원과 연계해 지역의 명소

설치할 교통수단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로서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료했다.

(수혜인구 약 5,500명 추산)

확정된 대상지별 교통수단은 ▴모노레일 2개소

중구 대현산배수지공원 : 고지대의 공원을 이용

(①성동구 대현산공원 ②중구 대현산배수지공원)

하려면 가파른 계단이나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1개소(③서대문구 북아현동

특히 휠체어 이용자는 약 770m를 돌아서 가야

251-99) ▴수직형 엘리베이터 4개소(④금천구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인구

금동초교 ⑤금천구 장미공원 ⑥성동구 옥수교회 옆

약 4,900명 추산)

⑦중구 금호터널 옆 옹벽)다.
경사형 엘리베이터(1개소) : 이대역 인근
1) 경사가 심한 구릉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신 교통수단을 설치하는 사업

서대문구 북아현동 급경사길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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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중구 금호터널 옆 옹벽 : 약수역과 인접한 구릉지에

(251-99) 일대에 도입된다. 긴 경사로 직선구간에

설치해 지하철·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편의가

적용되는 시설로,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남산으로

크게 개선된다. 특히 엘리베이터 종점부가 주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나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용시설인 약수동 마을마당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푸니쿨라’와 유사한 방식이다.

앵커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인구

서대문구 북아현동 :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이나

약 1,600명)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급경사 길을 오르내려야

서울시와 자치구는 주민공모에 의한 ｢구릉지

했던 주민들의 보행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편의 개선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7개소의

신촌로 주변에 관리되지 않았던 경사지를 활용해

향후 이용현황과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 교통수단을

엘리베이터를 조성함으로써 경관개선 효과도 기대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된다. (수혜인구 약 2,700명 추산)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02)2133-8648〕

수직형 엘리베이터(4개소) : 금천구 금동초교·

서울시, 9호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장미공원, 약수역 인근 등에 설치
셋째, 경사가 심한 언덕 위-아래 지역을 수직으로

인하협상 타결…720억 원 재정절감

수직형 엘리베이터는 4곳에 설치된다. 다른 시설에

서울시가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설치비와 유지

메트로9호선㈜와 9호선 사업수익률을 인하하는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다.

자금재조달2)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금천구 금동초교 내 : 구릉지에 학교가 있고
학교 내부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행로가 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고려해 엘리베이터 설치와 함께

부터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공감대를
형성,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고 최종 합의
(안)을 체결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보행데크도 동시에 조성

양 기관은 최근 5년 새 지속된 저금리 기조를

한다. 학생과 주민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해 학습권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

침해, 안전 불안 요소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수혜인구 약 5500명 추산)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시는 재정

금천구 장미공원 : 시흥4동 구릉지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줄이는 ‘윈-윈’ 방안이다.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구간에 엘리

서울시는 2038년 10월까지 약 720억 원의

베이터를 설치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수혜인구 약 3,900명 추산)

있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이번 자금재조달로 9호선

성동구 옥수동 옥수교회 옆 : 거리는 짧지만
심한 경사로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 같은 교통
약자가 이동하기 어려운 공간에 설치된다.
(수혜인구 약 2,500명 추산)

2) 자금재조달(Refinancing): 당초의 실시협약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13년(사업재구조화 시) 2.5% → 2020년(현재)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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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기준사업수익률을 4.02%(2019.12.
기준)에서 2.40%로 1.62%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2013년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지급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민자
사업 혁신모델인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시행했으며, 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은행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당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대한 사업수익률,

암사초록길이 조성되면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가는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길이 더 편리해지고 암사역사공원, 선사이야기길,

사업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서울 암사동 유적, 암사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이

주무관청이 보전하는 내용이다. 사업수익률을 낮추면

일대의 역사·문화·생태공간을 연결하는 녹지축도

비용보전액이 줄어들어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줄어

완성된다. 지역 활성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

들게 되는 원리다.

된다. 기존엔 ‘나들목’을 거쳐야만 한강까지 갈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2013년에 체결한

수 있었다.

｢변경실시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0」을

한강을 중심으로 어로와 수렵 채집이 활발했던

근거로 기획재정부·PIMAC 등 유관기관의 검토·

신석기 시대 역사성도 회복해 과거, 현재, 미래를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최종합의 내용을

연결하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바탕으로 최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2021년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3월에 자금재조달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 불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02)2133-4356〕

가피하게 잠정 중단했던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시는 공법개선, 일부사업 축소 등을 통해 당초

서울시, 도로로 단절 한강∼암사선사
유적지 녹지길로 연결…2022년 개통
서울시가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한강과 강동구
‘서울 암사동 유적’을 녹지길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

사업비에서 약 41억 원을 절감해 경제성을 확보
했다. 서울연구원을 통해 강동구가 시행한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재검증
하는 등 사업효과, 공공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 재추진을 결정했다.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2022년 말 개통 목표다.

또 2019년 강동구가 추진했던 암사초록길 조성

시는 광나루 한강공원과 서울 암사동 유적 사이의

사업의 재개를 위한 서명운동에 약 10만 여명의

올림픽대로 왕복 4차선 구간의 도로는 지하화하고,

시민이 동참하며 사업 재추진에 대한 강한 지지와

상부엔 길이 100m, 폭 50m, 4,800㎡ 규모의

공감을 얻었다.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약 300억 원
(시 260억 원, 구 4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연말까지 지장물을 이설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올림픽대로 우회도로 등을 개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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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내년엔 올림픽대로의 김포방향, 하남

가양동을 거쳐 가거나 보행도로를 이용해야 했다.

방향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를 시행한다. 2022년엔

마곡-한강 자전거전용도로는 서울식물원 습지공원

암사초록길 상부에 소나무, 조팝나무, 개나리 등

인근의 양천로47길을 따라 편측 양방향으로 설치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심고, 부대공사를 진행한다.

됐다. 차도·보도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만을 위한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02)3780-0665〕

공간으로 조성됐다. 길 안내를 위한 표지판과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태양열 LED 표지병 등도 갖췄다.
이번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은 ｢CRT 핵심 네트

서울시, 마곡↔한강 직결 자전거길

워크 추진계획3)(2020.6.)｣의 하나로, 기존에 조성

개통…여의도·도심 자출족 편리

된 자전거도로 사이사이 단절구간을 메워 자전거
네트워크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곡지구에는 지금까지 총연장 13.2㎞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됐다.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비율인
‘자전거도로율’은 41%에 이른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대여소 39개소, 총 725대가 설치돼 3년 새 이용자가
7.5배 이상 증가했다.4)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고덕·강일, 위례
지구 등 다른 자전거 특화지구와 자전거 간선도로
간 연결을 추가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자전거

서울시가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한강으로 바로

간선도로망을 통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결되는 총 길이 790m, 폭 3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생활권과 연결성도 강화해 시민들의 출퇴근이 더욱

11월 2일 개통했다.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자전거 특화지구’인 마곡과 한강을 연결하는

추진·시행할 계획이다.
〔도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02)2133-3958〕

최초의 유일한 자전거전용도로다. 서울시는 생활권
자전거 인프라가 총 망라된 마곡지구와 서울의
대표 자전거 간선망인 한강 자전거도로 간 접근성을
강화해 한강변 레저용 자전거 이용이 편리해질

서울시, 효과 입증한 ‘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강남-여의도 3도심 확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자출족’ 증가 추세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 교통 수요 관리에 대한 뛰어난

여의도·영등포 등 도심 일대 업무·상업 밀집지역

효과로 친환경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녹색

으로의 자전거 출퇴근의 편리성을 높여 생활교통

교통지역’이 한양도성에 이어 강남, 여의도로 확대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대기오염과 승용차

하고 있다. 그동안은 마곡에서 한강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인근 방화동,

3) 2021년까지 23.3㎞의 핵심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심과 한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자전거 간선망 완성
4) 2017년 연 1만4천 명 → 2020년 10만7천 명

- 12 -

통행량으로 복잡했던 강남과 여의도는 대중교통·

났다. 2019년 7월 대비 전체 통행량은 12.8%,

자전거·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스마트·친환경 수단을

5등급 통행량은 45.9% 감소하였고, 통행량 감소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 지구로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 효과로는

탈바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PM  약 2톤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

서울시는 강남 일대와 여의도 지역을 ‘녹색교통

하고 있다.

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으로 함)으로
연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공간재편을 통해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퇴계로, 세종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1월 기자설명회를 통해

대로 숲길 조성 등 기존 도로를 보행, 자전거,

한양도성에 이어 우리시 3도심인 강남·여의도까지

수목 등 녹색공간 중심으로 재편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교통지역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이에 따라 교통량은 5.7%

검토를 통해 지정 범위를 결정하고 지정 관련 절차를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유동인구는 38% 증가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이외에도 따릉이 확충, 자전거도로 설치, 5030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지정 후 교통, 환경 등
가시적 효과 뚜렷>

속도제한, ㅁ자·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나눔카(전기차)
보급, 도심 내 녹색순환버스 운영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교통지역이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
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은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과다한 지역을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대중교통 확충, 녹색공간 조성, 교통수요관리 등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의 성공적 안착과 성과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녹색교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남, 여의도까지 확대 지정하고자 한다.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범위 확정 및 연내
지정절차 진행 중>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통해 교통

서울시는 연내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혼잡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의하여 국토부,

지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를 녹색
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승용차 통행량 30% 감축 등을 목표로
2018년 6월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등 인근 지자체 및 강남구 등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고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
이며 행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강남권과 여의도권 녹색교통지역의 지역별 범위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상업지역 등 토지이용
형태, 생활인구 등 경제활동,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우선, 2019년 12월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통행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

주요 개발계획, 행정동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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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의도지역 내 IFC, 63빌딩, 국회의사당,
증권거래소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과 여의도
재생계획 등 주요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범위를
설정한 후 행정동 단위로 경계를 설정하였다.
강남권과 마찬가지로 행정동 단위로 설정한 이유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대한 인식 용이성, 자료 구득
및 관리·운영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상위 계획과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남 지역과 여의도 지역에 대한 녹색
강남권은 서울시 도시계획 상 강남 도심 경계를

교통지역 범위를 선정하였다.

중심으로 테헤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주변의
주요 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생활인구, 사업체수,
통행량 등 인구·교통·경제 등 지역 현황을 검토
하였다.

강남 녹색교통지역5)은 약 30.3㎢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3개구에 걸쳐 지정하고 여의도 녹색
교통지역6)은 약 8.4㎢로 영등포구 여의동에 지정
한다.

또한 강남지역 내 백화점, 고속터미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과 국제교류복합지구, GBC 등 주요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범위를 설정한 후 행정동
단위로 경계를 설정하였다. 행정동 단위로 설정한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을 첨단 스마트도시
선도지역으로 조성 구상>
새롭게 조성되는 강남과 여의도 녹색교통지역은

이유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대한 인식 용이성,

첨단 기술과 친환경, 교통수요관리가 어우러지는

자료 구득 및 관리·운영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향후, 녹색교통지역 운영 성과에 따라 강남 지역

그린뉴딜 시대의 ‘스마트 도시’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범위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강남지역은 C-ITS를 접목한 지역순환형
자율주행버스와 이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개인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합하여
끊김 없는 이동을 보장하는 MaaS 서비스 등을
구상할 계획이다. 우선, 승용차 이용 저감을 위해
지역순환 또는 거점을 운행하는 ‘순환 버스’를
운영하고, 향후에는 전국 최초의 자율주행 여객
유상운송 서비스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여의도권은 서울시 도시계획 상 영등포·여의도
도심 경계를 중심으로 여의도 일대의 주요 상업
지역을 포함하고 생활인구, 사업체수, 통행량 등
인구·교통·경제 등 지역 현황을 검토하였다.

5) 강남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30.3㎢)
- 강남구(14개동): 신사동, 논현1·2동, 삼성1·2동, 역삼1·2동,
도곡1·2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1·2·4동
- 서초구(8개동): 서초1·2·3·4동, 잠원동, 반포1·3·4동
- 송파구(1개동): 잠실2동
6) 여의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8.4㎢)
- 영등포구(1개동) : 여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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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내부통행 및 대중교통과 연계한 Last
1mile을 완성하기 위해 PM 및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저속
차량 지정차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이동

서울시, ㈜코오롱 등 4자간 민관협력
으로 추진한 성동구 ‘도선 창의어린이
놀이터’ 개장

수단 이용이 높은 도로 및 대중교통 연계 등을

서울시가 ㈜코오롱·세이브더칠드런·성동구와 함께

고려하여 시범 도로를 선정하고 향후 강남전역에

‘민관협력 창의어린이놀이터 사업’으로 추진한 성동구

네트워크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선어린이공원 놀이터’를 새롭게 단장하여 개장

교통수요관리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했다.

하위등급 운행제한도 시행할 예정이다. 강남지역

울퉁불퉁한 바닥과 덩그러니 낡은 조합놀이대

중 교통 혼잡이 심각한 도로를 축으로 선 단위

하나 있던 공간은 트램펄린 위를 방방 뛰며 웃음

및 주요 결절점을 중심으로 운행제한을 검토할

소리로 가득찬 아이들의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다.

계획이며, 이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과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협력 창의어린이놀이터 사업은 ㈜코오롱에서
2016년부터 5년째 사업비 전액을 후원하고 있으며,
세이브더칠드런과 파트너십으로 디자인·설계·시공

여의도 지역 또한 강남과 마찬가지로 최첨단

등 전사적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및 친환경 개인교통수단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금년은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주민협의체 ‘놀세이버’를

미래교통수단인 드론택시 도입에 대비하여 여의도를

구성하여 디자인워크숍 개최 등 놀이터 조성 전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허브지역으로써 구상하고,

과정에 아이들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향후 광역급행철도 등과도 연계하여 미래교통

의견수렴은 코로나19로 인해 총 7회에 걸쳐 온라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구상할 계획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게 진행

이다.

되었다.

여의도 내부는 여의도 순환버스 도입, 한강과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7〕

연계한 자전거 및 PM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녹색교통 중심의 환경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승용차
수요관리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여의도를 진입

서울시, 2.6㎞ 퇴계로 차로 줄여 보행

하는 주요 교량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하위등급

천국으로…상권·관광명소에 새 활력

차량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내·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주요 관광지를 동서

서울시는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구상

방향(동대문∼충무로∼남산∼명동∼남대문시장)

(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으로 연결하는 대표적인 관광·상업가로지만 좁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특별종합대책을 마련

걷기 불편했던 ‘퇴계로’가 걷기 편한 보행친화거리로

해 나갈 예정이다.

재탄생한다. 명동, 동대문시장 등 인근 상권에도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02)2133-2228〕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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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8차로를 4∼6차로로 과감히 줄여 보행로

도로공간재편을 추진 중인 충무로, 창경궁로,

폭을 최대 3배까지 확대했다. 전 구간 자전거도로를

장충단로 사업이 완성되면 퇴계로에서 청계천과

신설하고 따릉이 대여소와 나눔카 주차장을 새롭게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이 열린다. 사계절

조성해 공유교통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였다.

만발한 꽃과 함께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며 여유

적치물과 구조물로 뒤엉켰던 공간엔 상인들을 위한

롭게 걸을 수 있는 걷기명소, 자전거로 달리는

조업정차공간 8개소와 이륜차 하역주차장 1개소도

라이딩명소가 탄생하는 것. 서울시는 퇴계로를

마련했다.

시작으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을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중심공간으로 만드는 ｢도로공간재편사업7)｣을
순차적으로 완료한다는 목표다. 2017년 서울로
7017, 이번 퇴계로에 이어 ‘세종대로 사람숲길’이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향후 충무로, 창경궁로,
장충단로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보 최대 3배 확대, 걷기 편한 ‘퇴계로’ 완성…
지역 맞춤 설계·보행자 우선 공간으로>
퇴계로 2단계 공간재편(1.5㎞)은 ▴도로 다이어트와
보행로 확대 ▴인근 상인을 위한 조업정차공간
신설 ▴자전거도로 신설 ▴대중·공유교통 접근성
확대 ▴녹지대 및 휴게공간 조성 등으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퇴계로2가(명동역 인근)∼광희동사거리

도로 다이어트 및 보행로 확대: 왕복 6∼8차로의

(동대문역사공원 인근) 1.5㎞ 구간에 대한 ｢퇴계로

넓은 도로는 2개 차로를 줄이고, 기존에 폭 2∼3m

도로공간재편사업｣을 이달 말 완료한다고 밝혔다.

정도로 협소해 발 디딜 곳 없던 보도는 6∼7m

2018년 1단계(회현역∼퇴계로2가, 1.1㎞)에 이어

까지 최대 3배 확장했다. 차로축소는 운전자의

나머지 2단계 구간도 마무리되는 것. 이로써 퇴계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측 하위 1차로를

전 구간 2.6㎞가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공간으로

축소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유턴(U-turn),

완성된다.

좌회전 차선이 있는 구간 등 기존 신호체계를

이번 퇴계로 완공에 이어 내년 초 ‘세종대로

최대한 유지했다.

사람숲길’까지 마무리되면 총 4.8㎞에 이르는 서울

조업정차공간 신설: 진양상가, 이륜차상가, 애견

도심 중심도로가 보행천국으로 탈바꿈한다. 세종

용품점 등 대형상권이 위치한 퇴계로의 특성을

대로를 따라 광화문광장, 대한문, 숭례문 등 역사

고려해 주변 상인들이 편리하게 상·하역 작업을

문화장소와 북창동, 남대문시장, 서울로7017을

할 수 있도록 조업 정차 공간 8개소(14면)와 이륜

거쳐 퇴계로 구간의 명동, 충무로, 동대문까지
중심 상권지역을 아우르고 있어 전통과 현대의
멋과 맛을 만끽할 수 있는 거리로 탄생했다.

7) 도로공간재편사업: 2025년까지 사대문 안 22개 도로의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공유교통 등 인프라를 조성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보행 및 녹색공간으로 혁신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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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 하역 주차공간 1개소(10면)를 각각

기체가 실제 하늘을 비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맞춤형으로 신설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11월 11일(수) “도시,

자전거, 공유교통 인프라 확충: 기존에 없던 자전거

하늘을 열다”라는 부제로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도로를 전 구간에 신설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

행사를 공동개최하고, 드론택시 비행실증에 나섰다.

도로(분리형)로 조성하되 자전거와 보행동선이

실증에는 2인승급 드론기체 1대가 투입되었고

겹치지 않도록 노면표시, 안전표시 등을 촘촘히

해발 50m 상공에서 여의도 한강공원, 서강대교,

배치했다. 따릉이 대여소 4개 지점(40대), 나눔카

밤섬, 마포대교 일대 1.8㎞를 두 바퀴(총 3.6㎞)

대여지점 3개소(5면)를 각각 새로 조성해 친환경

약 7분간 비행했다. 서울의 중심이자 우리나라

녹색교통수단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초의 비행장이 있던 여의도에서 비행한다는 점

특히, 서울시는 조업정차공간 신설을 위해 진양

에서 의미가 더 컸다. 비행실증에 투입되는 기체는

상가 상인회 등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

중국 이항社의 2인승급 기체(EH216)다. 드론택시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기체(electric Vertical Take-off & Landing,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설계와 공사에 반영했다.

eVTOL)는 ⓛ전기동력(친환경) ②분산추진(저소음·

구간 내 버스정류소는 보도 쪽으로 들어간 유형의

안전) ③수직이착륙(도심공간활용) 기술을 바탕

‘버스베이’ 형태로 만들어 버스가 정차하기 쉽고

으로 개발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이번 실증행사에서는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여유공간에는 녹지대를 조성해 보행자와 방문객들
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보행환경에 영향을 주지

등 7개 국내외 업체와 대학 등이 참여해 드론택시용
개발기체 모형 전시도 개최한다.

않는 범위에서 띠녹지를 조성하고 가로수를 2열로

현대차에서는 금년 초 CES에서 우버社와 협력해

식재했다. 특히 중구를 상징하는 ‘소나무’ 가로수를

개발 중인 기체 모형을 전시한 바 있으며, 2028년

중심으로 관목류와 초화류를 다층 식재해 사계절

까지 8인승 드론택시 기체를 제작해 상용화할

내내 청량감 있는 경관을 선사하는 도심숲을 조성,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미국에서 오버에어社에

일대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기체 개발 중에 있다.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02)2133-243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79〕

이번 행사를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유인 드론택시
기체 개발 및 상용화도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업체로는 볼트라인, 드론월드 등에서 자체

서울시, 전국 최초 하늘길 날아다니는
‘유인용 드론택시’ 띄운다

기술로 개발 중인 기체의 비행장면을 원격으로
중계했다. 미국 리프트 에어크래프트社는 1인승급
기체(헥사)를 전시하고 레저·응급구조 등 eVTOL

공상과학 영화 및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먼 미래의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선보였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서울에서 현실이 된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서울시는 여의도 하늘에 미래 교통수단인 '유인용

(K-UAM)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드론택시'를 띄웠다.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

｢항공안전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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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시 등 인프라를 투입해 마침내 유인용 드론
택시를 서울 하늘에 띄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남순환도로 매헌지하차도
(수서방향) 우선 개통

하늘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UAM, Urban Air Mobility)는 높은 인구밀도와
고질적 교통 체증으로 지상교통의 한계를 맞은
대도시의 교통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드론택시 비행실증으로 하늘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lity)

매헌지하차도 수서방향 2개 차로를 우선 개통했다.
매헌지하차도는 수서방향 2개차로가 개통되면
반대 차선인 과천방향 2개차로의 가설교량을 철거
하고 마무리 공사가 끝나는 12월말 전면 개통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교량을

분야에서 서울이 선도하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설치해 기존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비행실증에 투입한 드론택시 기체를
활용해 내년에는 서울은 물론 타 지자체에서 추가
비행시연을 실시,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관심을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공사기간을
당초 2021년 9월에서 2020년 12월로 9개월
단축하였다.
매헌지하차도는 양방향 5차로, 연장 900m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항공분야 대학 및 민간기관과 MOU를 체결해
UAM 분야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등 조종·정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드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선암IC에서 염곡동서지하
차도(서초구 양재동) 사이에 위치해 양재IC를 신호
대기 없이 통과할 수 있다.

택시 기체를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고, 향후 국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선암IC를 이용하는 차량과

교통부 인증을 거쳐 소방용 항공기로 활용해

경부고속도로(양재IC)를 이용하는 차량의 간섭이

UAM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대를

해소되며, 양재대로를 중심으로 서초·강남 남부권

열어갈 계획이다.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8661〕

기체개발과 발맞추어 정부의 기체안전성 인증,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78〕

운항·관제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울실증 준비 과정에서 드론
택시 기체 안전성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경험을

서울시, ‘그린뉴딜’ 태양광 LH 공공
주택에 집중 보급…온실가스 감축

축적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로드맵에

서울시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68%를 차지

따라 국내기업들에게 eVTOL 등 신기술이 적용된

하는 주범인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드론택시 기체의 비행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손잡고 ‘서울형

상용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는

그린뉴딜’을 LH 공공주택에 본격 확대 적용한다.

등 국내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총 5만 세대에 달하는 서울 소재 LH 공공주택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02)2133-2233〕

중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3만9천 세대에 태양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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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옥상·주차장 등 공용시설

연간 1만5천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둔다는

유휴공간에도 태양광을 설치한다. 연간 1만5천 톤

계획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만 2,300세대에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입주민의 전기

25,443㎾ 규모의 미니 태양광을 보급할 경우

요금과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전기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과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가정용

119개소엔 건물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은

태양광 보급과 함께, 공동주택 옥상, 주차장 등

최소화하고 LED조명 설치 등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단지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거래해 주민이 이익을 함께 공유
하는 ‘전력중개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형 그린
뉴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서울형
그린뉴딜’을 LH 공급 공공주택에 적극 확대해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NET ZERO) 시대를 앞
당기고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약 2,901㎾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한다. 생산된 전기를 공동 시설에 사용
하거나 판매함으로써 관리비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태양광뿐 아니라 연료전지 등으로 생산된 열과
전기를 단지 내부에서 사용하고 잉여전력은 판매
하는 ‘에너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그린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20년 이상
노후 주택과 공공 건축물 119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
한다. 건물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빌딩
건축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 20%(제로에너지 5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축산업 분야와 태양광

등급)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매입임대주택

등 신재생 산업 분야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3개소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확대한다.

서울시는 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보유

에너지 신사업: 전력수요관리8) 사업 및 LH 보유

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효율 개선

태양광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 등을 이미 추진 중인데 이어, LH가 관리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추진한다. 각 가정의 전력 생산·

공공주택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건물 분야의 온실

소비 데이터를 취합하는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부착해

가스 감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전력 생산·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협약에 따른 양 기관의 주요 협력분야는 ▴그린
에너지 ▴그린건축물 ▴에너지 신사업 ▴협의회

때 전력수요관리에 참여해 부가수입을 창출하는
내용이다.

구축 등이다. 10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협의회 구축: 양 기관은 앞서 7월부터 전략 개발

추진한다.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보조금 지원, 인허가,

협력을 통해 10개의 세부 협력사업을 발굴했다.

입주민 대상 태양광 안내·홍보 등 가능한 모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기준 교류 추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실무협의를 이행할 계획이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556〕

그린에너지: LH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총 5만여
세대 중 3만9천 세대에 태양광을 집중 보급해

8) 전력예비율 저하로 전력거래소에서 전력 수요 감축을 요청할
때 이에 응하면 전력감축량에 따라 금전을 보상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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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술연구원, ‘도시문제해결 기술

이번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외 시민, 단체 및 기업은 ‘신기술접수소’

공모’ 접수…최대 3천만 원 시상

(http://www.seoul-tech.com)의 ‘기술공모’ 양식을

서울기술연구원은 시민들의 기술 제안과 집단지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형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시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관련 학·협회, 국내외 민간기업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이며, 1차 서면평가 및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된다. 최종 평가에서 각 과제별
최고점수를 받은 기술 제안으로 선정될 경우 과제당

이번 크리우드소싱 기술공모의 과제는 서울특별시의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수상하고,

수요부서에서 개선과 해결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서울시 수요부서와 협의를 통해 실증하는 절차가

하여 제시했으며,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이뤄진다. 수상자에게는 2021년 3월 중 시상을

기술, ▴상수도 모니터링용 멀티센서 기술, ▴제물포

할 예정이다.9)

터널 통행료 미정산 차량 요금징수 방법(또는 기술)
등의 3가지 도전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

1

2

3

향후에도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의 집단지성 및 의견 수렴에 기반한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제내용

〔서울기술연구원 기술혁신센터 (02)6912-0993〕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기술’은 외부
기온 –20℃조건에서 24시간 이상 동파방지
성능을 보장해야하고, 외부 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계량기 검정유효 기간(8년) 동안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술
‘상수도 모니터링용 멀티센서 기술’은 수질,
유량, 압력계 기능이 통합된 멀티센서로, 데이터
전송방식은 유·무선 통신기능이 제공되어야
하고, 멀티센서 기기 내용연수(11년)을 만족
해야 하는 기술
‘제물포터널 통행료 미정산 차량 요금징수
방법(또는 기술)’은 미정산 요금 업무처리
정보에 대한 한정된(승인된) 사용자가 접근
토록 통제 가능해야 하고, 통행료 미정산
차량에 대하여 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술)을 제시해야 하는 기술

4년 간 시민과 함께 구상 ‘광화문광장’,
첫 발 내딛어
서울시는 지난 4년 간 300회 넘게 시민과 소통
하며 마련한 청사진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
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장 동측도로 확장·정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현재 광화문광장의 문제에 대한 시민
이용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자 이를 시민의 집단지성을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란 대중(Crowd)과
외부자원 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모 형태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
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해외사례로는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 미국 이노센티브(Innocentive)사의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가 있다.

통해 해결하기 위해 광화문포럼(2016년)을 구성,
이후 광화문시민위원회(2018년)로 활동을 이어
가며 지속적인 시민소통을 실시해왔다. 2019년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더 치열하게 소통하고,
그 결과와 사업 추진방향을 올해 2월 밝힌 바
9)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금 규모를 결정하며, 심사결과 적합한
기술이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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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간 시민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및 행정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에 따른 차로 연계 등을

안전부, 문화재청 등의 관계기관 협의와 20여 개

고려해 주요공정을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 할

사전 행정(심의)절차를 통해 최종 구체적 계획을

계획이다.

마련, 9월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변화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사기간 동안 현재 수준의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개 차로만 최소한으로 점유하고, 인근

현재 광장의 서측도로(세종문화회관 쪽)는 광장에

이동차량과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편입해 보행로로 확장한다. 광장 동측(주한 미국

위한 17가지 계획을 담은 ‘종합교통대책’을 수립

대사관 앞)은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

해 추진한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서울

차로로 확장한다.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넓어진 광장은 시민들의 뜻을 담아 ‘일상에서

‘광화문광장

교통관리

TF’도 즉각 가동한다.

즐기는 공원 같은 광장’이 된다. 총 100여 종의

한편,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크고 작은 꽃나무가 뿌리 내려 사계절 숲과 그늘,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

꽃과 풀 향기 가득한 공간이 된다.

사업’은 광장의 변화와 연계해 추진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공사는 차량통행과 시민

광화문 월대는 사직로 기능 유지 등 교통흐름에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①동측도로 확장·정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021년 상반기에 관계

(2020.11.∼2021.2.) ②공원 같은 광장 조성

기관 협의 등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2021.5.∼10.)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2021년 하반기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2023년까지

첫 단계는 광장과 인접한 도로공사다. 내년 2월

월대 등 문화재 복원과 주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까지 동측도로 확장·정비를 완료해 서측차로의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사업반 (02)2133-7716〕

통행차량이 동측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02)2133-2466〕

서측차로의 차량 통제 시기는 동측도로 상·하행선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43〕

차량 흐름의 안정화를 고려해 확정,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단계로 차로가 사라지고 보행길로 변하게
될 세종문화회관 쪽 서측도로 공간을 ‘공원을 품은

영등포역 확 달라진다…서울시, 롯데

광장’으로 조성한다.

역사㈜ 등과 공공성강화 MOU

지난 소통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제안한

공공역사지만 백화점, 영화관 등 상업공간이 전체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등포역’이

있는 꽃과 나무, 잔디를 곳곳에 심고 광장 동측

오는 2022년이면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 시민 모두의

으로 자전거도로(폭 1.5m, 길이 550m)도 조성

공간으로 확 달라진다.

한다. 광장 공사기간 동안 해치마당과 세종로공원도
개선해 광장과 주변지역 간 연계성 강화에도 집중한다.
특히 서울시는 ‘광장 동측도로 확장 정비’ 공사의

서울시는 영등포구, 국가철도공단, 롯데역사㈜와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기본구상을 내놨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경우 시민불편과 주변 상권 영향을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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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영등포구는 공사 시행,
공사기간 안전관리 담당, 조성 공간 운영·유지
관리를 맡는다. 롯데역사㈜는 사업공간을 무상

서울시, 서울식물원 기획전
<숲의 이면> 개막

제공하고 준공 후 안전·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을 끝내고 운영을 재개한

국가철도공간은 시설물 설치와 사용 공간 무상

서울식물원이 '숲'을 주제로 한 2020년 하반기

제공을 지원한다.

기획전시를 열었다.

영등포역 전면의(북측) 4,375㎡ 공간은 현재
역사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을 통해 시민들이 만나고 휴식을 취하며
문화가 어우러지는 ‘어울림광장’으로 재탄생한다.
광장 중앙엔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리는 스탠딩

서울시는 숲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2020년 서울식물원 기획전 《숲의 이면》을 식물
문화센터, 마곡문화관에서 개막했다. 주한콜롬비아
대사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2021년 3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시 관람은 무료다.

무대를 만든다. 역사로 진입하기 위한 중앙 계단은
공연을 관람할 때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한다. 벤치가 설치

《숲의 이면》전은 국내 작가 5인의 작품 21점을
비롯해 콜롬비아 다큐멘터리 작가 2인의 영상 2점,
주한콜롬비아대사관이 서울식물원에 기증한 세밀화를

되고 나무도 식재된다.
반대편인 영등포역 후문(남측) 앞 보행공간 6,676㎡는

전시한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도를 정비

이번 전시에서는 ▴신비와 경외의 대상인 동시에

한다. 일정하지 않았던 보도폭을 통일하고 포장

두렵기도 한 숲 ▴인간에게 개발 자원이자 정복

상태가 불량했던 곳은 교체한다. 북측 광장과

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 숲 ▴생명이 탄생하고

연계해 동일한 포장재료, 패턴, 색상 등의 디자인을

소멸하는 우주로서의 숲 등 '숲'을 다양한 관점

적용한다.

에서 바라본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영등포역사 안에 있는 롯데백화점 일부 공간엔

먼저 프로젝트홀2(식물문화센터 2층)에는 숲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공간 2곳(각각 105㎡,

주제의 사진과 회화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작품이

40㎡)이 들어선다. 사회적 기업의 우수제품을 판매

걸린 벽을 따라 장막을 드리우고 자연의 소리를

하거나 청년 기업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연출해 전시를 감상하는 동안 마치 원시림을 거니는

운영될 예정이다.

듯 착각을 일으키도록 기획했다.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사업은 서울시 ｢영등포

마곡문화관에는 사진, 영상 작품을 포함해 콜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

비아 영토 내 비밀스럽게 보존된 지역 <비차다>,

된다. 내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통해 최종 계획을

<타카르쿠나>의 과학탐사 다큐멘터리와 18세기

확정하고, 하반기 착공, 2022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누에바 그라나다 왕립 식물원정대'의 식물 세밀화가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02)2133-4646〕

전시된다.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02)267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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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02)2104-9786〕

꽃잎 아래서 쉬어가세요…서울시,

시키고 있다. 성동구 옥수, 동대문구 이문, 용산구
한남1고가에 이어 성북구 종암사거리 고가, 금천구

한남1고가 하부 도심쉼터 탈바꿈

금천고가, 노원구 노원역 고가를 차례로 2021년

서울시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고가 차도의

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늘에 가려져 삭막하게 방치됐던 한남1고가 하부
약 2,305㎡ 공간을 활짝 핀 꽃잎 아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자연 속 쉼터로 탈바꿈시켰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6개가 종료된 이후에는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고가
하부 공간 활용사업 조성 지침’ 가이드라인을 수립

어둡고 차가운 응달이었던 계단식 공터에 새하얀

하고 있다.

나팔꽃 모양의 차양 구조물(지름 6m, 높이 4m)

〔도시공간개선단 (02)2133-7631〕

9개를 마치 꽃밭처럼 배치했다. 꽃잎은 유리섬유
강화콘크리트(GFRC)로 만들어 섬세한 모습을
잘 구현해냈다. 차양 내부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서울시, 600년 역사 창덕궁 일대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보행자의 시야를 환하게

1.9㎞ ‘보행재생 네트워크’ 완공

밝히고 LED 빛이 만들어내는 장관이 고가 하부
도시경관을 풍요롭게 만들도록 했다.
차양 구조물 아래엔 나팔꽃잎 6개를 형상화한
육각형 벤치를 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다. 차양과
컨셉을 맞춰 디자인한 육각형 모양의 카페(지상
1층, 연면적 80㎡ 규모)도 들어섰다. 남녀 화장실도
새롭게 조성했다. 2021년부터는 시민들의 전시,
버스킹, 플리마켓 등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남1고가는 주변에 대형 공연장(블루스퀘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6호선 한강진역)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보행자가 스쳐지나가는 동선이
아닌 공연문화예술의 향기가 흐르고 시민들이 언제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한남1고가에 대한 ‘고가 하부공간 활용
공공공간 조성사업’을 이와 같이 완료하고 시민들
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2017년 삭막하게 방치된
고가 하부를 생활SOC로 조성하는 ‘고가 하부
공간 활용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 6개의

창덕궁(돈화문로), 낙원상가(삼일대로), 종묘 일대를
아우르는 4개 길, 총 1.9㎞ 구간이 역사가 어우러진
걷고 싶은 길로 탈바꿈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600년 역사를 압축적으로 품고 있지만
도로·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변과 단절되고 거리는
좁고 낙후해 발길이 뜸했던 곳이다.
창덕궁 정문(돈화문)과 종로3가역을 연결하는
‘돈화문로’는 차로 폭을 최대 3m 줄이고(10m→7m)
보행로 폭을 최대 6.5m까지 확대했다. 종묘를
에두르는 ‘서순라길’은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차량과
적치물을 없애고 돌 포장 보행길을 만들어 종묘
돌담장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울리는 돌담길로
바꿨다.
낙원상가에서 종묘까지 동서를 잇는 보행로(돈화
문로10길)는 폭을 2배로 넓혔다. 50년 역사의
국내 최대 악기상가인 낙원상가 하부 필로티 공간에
최근 문을 연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과 연계돼
유동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가 하부를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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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창덕궁 앞 일대를 보행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하는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차량이 점령했던 차도를 확 줄여 보도 폭을 2배로

개선공사｣를 2018년 말 첫 삽을 뜬지 2년 만에

(1.5m→3.0m) 넓히고, 향후 주말에는 ‘차 없는

완료한다. 이번 공사는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거리’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이자, 사대문 안 '녹색교통

보행광장(500㎡)도 조성했다. 종묘 담장의 분위기와

지역'을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중심공간으로 만드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바닥을 석재로 포장하고

｢도로공간 재편사업｣과 연계해 추진됐다.

조경작업도 병행했다.

이 일대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종묘, 운현궁과

셋째, ‘삼일대로(낙원상가)’는 인사동과 종묘로

조선시대 일명 ‘왕의 길’이였던 돈화문로, 악기상점

가는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오갈 수 있도록

메카인 낙원상가 등 역사‧문화적 자원들이 위치해

낙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낙원상가 하부 공간에

도심의 매력과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다.

조명을 설치해 어두웠던 미관을 개선했다. 낙원

그럼에도 그동안 공간적으로 단절되고 정책적

상가 하부에 지난 달 문을 연 ‘서울생활문화센터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특색 없는

낙원’은 음악·문화 애호가들의 활동공간으로 운영

낙후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중이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보행자가 최우선 되는 공간

넷째, ‘돈화문로10길’은 낙원상가에서 돈화문로와

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창덕궁, 종묘, 운현궁 등

서순라길까지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다. 이 일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살리고 도시경관을

가로 간 보행연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로 폭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축소하고 보도 폭을 기존 2.5m에서 최대 2배로

개선공사가 완료되는 4개 길(총 1.9㎞)은 ▴돈화

(5m) 확대했다.

문로(창덕궁∼종로3가역, 800m) ▴서순라길(종묘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02)2133-4646〕

서측 담장 옆, 800m) ▴삼일대로(낙원상가 하부,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43〕

160m) 3개의 남북축과, 이를 동서로 연결하는
▴돈화문10길(낙원상가∼종묘, 140m)이다.
첫째, ‘돈화문로’는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에서
종로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왕의 거둥길이자, 정

서울시, <창동 아우르네> 개관…
청년∼중년 전 세대 일자리 지원

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의 출발지점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오래된 베드타운이었던 창동역 일대에

이런 역사적 특징을 살려 돈화문 앞 창덕궁삼거리

<창동 아우르네>를 개관했다. <창동 아우르네>는

부터 약 150m 구간은 차도와 보도 사이에 턱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없는 광장 형태로 조성, 다양한 역사문화행사가

중장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공유형 일자리

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종로3가역 쪽에서 탁 트인

복합지원시설이다. 다양한 세대를 위한 일자리

돈화문을 볼 수 있도록 가로수와 가로시설물을

지원시설인 ‘서울창업허브 창동’과 ‘50플러스 북부

최대한 정비하고 보행로 폭을 확대했다.

캠퍼스’, 창업가·문화예술인 같은 청년 인재 유입을

둘째, ‘서순라길’은 종묘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옛길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지만 보도 단절, 불법

위한 주거시설 등 총 4개 시설이 한 건물에 집약
되어 있다.

주정차, 적치물 등으로 걷기 불편한 거리였다.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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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설은 ①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 창동’(8,305㎡) ②중장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장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세대의 취·창업과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서울시

전할 예정이다.

50플러스 북부캠퍼스’(6,289㎡) ③청년 창업가와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도 일부 시설에

예술가를 위한 공공주택 ‘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대해 운영을 시작한다. ‘창동 아우르네 빌리지’는

(2,512㎡, 48호) ④시민단체 활동공간인 ‘서울시

이달부터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창업허브

동북권 NPO 지원센터’(638㎡)다.

창동’은 내년 3월 기업 입주와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창동 아우르네>는 지하철 1·4호선과 GTX-C

들어간다.

(2027년 개통 예정)가 환승하는 창동역세권에

서울창업허브 창동: 서울창업허브 마포(2017.6.),

지하2층∼지상5층(연면적 17,744㎡) 규모로 건립

서울창업허브 성수(2020.7.)에 이은 세 번째 권역별

됐다. 총사업비는 486억 원으로, 서울시가 이중

센터로,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 개척을

376억 원, 국토교통부가 110억 원(서울창업허브

위해 디지털·비대면 기반에 특화된 지원을 펼칠

창동)을 각각 투입했다.

예정이다. 독립형 보육실(20개), 코워킹 스페이스

서울시는 세대와 용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설이

(약 180석) 등으로 조성된다.

함께 입주함으로써 세대 간 융합의 시너지를 내고,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서부, 중부, 남부에

우수 대학이 다수 위치한 동북권의 강점을 살려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여는 50플러스캠퍼스다.

대학의 창업보육시설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효과도

동북권의 50+세대(만 50∼64세 장년층)가 인생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일자리 연계,

아울러, 쇠퇴한 구도심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어

커뮤니티 활동 등을 종합 지원한다. 개관과 함께

창동역 일대, 더 나아가 동북권 지역경제 회복으로

온라인

이어지고, 장년층의 주체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

50+포털(50plus.or.kr)에서 사전신청 후 참여할

고령화사회 전반에도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수 있으며 현장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창동 아우르네>는 서울시가 창동·상계 일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있다.(문의 ☎02-460-5450)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동북권 신경제 중심으로

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청년 창업가와 음악인

조성하는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마중물

등 예술가를 위한 전용 공공주택으로, 총 48세대

사업으로 탄생한 첫 번째 거점시설이다. 국제설계

규모다. 현재 입주와 함께 예비 입주자 선정 심사가

공모(2016)를 거쳐 2018년 첫 삽을 뜬지 2년

진행 중이다.

만에 문을 열게 됐다.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 창동역 인근의

개관과 함께 일부 시설은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

기존 사무실에서 <창동 아우르네>로 이전 입주한다.

50플러스 북부캠퍼스’는 온라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02)2133-8279〕

운영을 시작하며, 개관 기념 특강으로 오연호 꿈틀리
인생학교 이사장의 유튜브 특강이 열린다. ‘행복도
-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044)201-4925〕

서울시, 중랑천에 S자 보행교 개통

이번 보행교는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10)｣의 하나로, 2022년 8월 모든 사업

…자전거도로 완전 분리

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보행교를 거쳐 중랑천 친수

서울시가 성동구 전농장안배수펌프장 앞 중랑천과
전농천이 만나는 구간에 길이 210m, 폭 3.5m의

문화공간까지 자연스럽게 다다르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철로 만든(강관거더 steel pipe girder) ‘S’자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02)2133-4646〕

모양의 보행교를 신설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43〕

서울 영문표기(SEOUL) 머리글자의 곡선을 그대로
연출한 선형 다리로, 다리의 미관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지며 중랑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기대된다.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은 영국 고층아파트 화재(2017.7. / 사망 72,
부상 74)를

계기로 초고층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2017.2. / 사망 4,
부상 14),

울산 삼환아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2020.10. / 부상 95)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또 좁은 도로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혼재

종전의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에서 규정

됐던 인근 지하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분리해

하고 있는 각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다시 정비

운영한다. 보행교와 자전거도로에 각각 표지판을

함은 물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설치해 완전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정비,

이제 지역 주민들은 안전사고 걱정이나 돌아가는

안전점검 규정 체계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불편 없이 보행교를 이용해 중랑천을 따라 걸어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오갈 수 있게 됐다.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그동안 전농천 구간은 바로 횡단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 자전거전용 지하도로나 일반

(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적용기준 마련 및 법

도로를 통해 우회해서 다녀야 했다.

용어 정의

서울시는 이러한 중랑천 이용 주민들의 안전사고와
보행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행교 설치에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착수, 약 1년여(2019.10.∼2020.11.)에 걸친 공사

10) 중랑천 한강합류부에서 군자교까지 4.9㎞ 구간의 콘크리트
시설을 없애고, 생명력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중랑천의
생태계를 복원함과 동시에 쾌적한 수변·여가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친수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끝에 완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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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거리, 바닥면적, 개구부, 계단폭)을 갖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경우 제외조항 신설(안 제2조제2호)

벌금부과(안 제12조제2항, 제32조제1호의3 신설)

2) 사전재난영향평가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3)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제9호 신설)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요구(안 제12조제5항 신설)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사전재난영향평가”로

4)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개편하여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사전 재난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에 사전재난

5)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영향평가를 요청함(안 제6조제2항 제4항 제5항)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호의2 신설)

3)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재평가 근거 마련, 평가

6)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

내용 재정비 등(안 제6조제6항)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하지 아니 한

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내용을 정비하고, 관리주체의 법정계획서 작성

제34조제1호의2 신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7)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법정계획서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호의3 신설)

라.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근거 마련

〔소방청 (044)205-7452〕

및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금
1,000만 원 부과(안 제26조의 2 신설, 안 제31조
제3호 신설)1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마.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업무상
불이익 처분 금지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조치를

1)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안 제12조

위한 사업주 의무 및 화재위험 감시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동시에 화기사용 작업을 금지

제3항, 제32조제1호의4 신설)
2)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토록하고, 대리자를

하는 한편,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이 있는 자를 확대하고 측정방식에 원격측정을
포함함으로써 폭발 또는 화재 사고예방을 보다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11) (현행)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미적합에 따른 조치명령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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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보완하고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이 한정되어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의견을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은 산소농도 측정이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려움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범위에 안전
보건공단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설재해

가.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시 사업주 의무

예방전문지도기관을 추가하여 사업장에서

구체화(안 제232조)

원활히 산소농도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1) 현행 사업주의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3) 산소농도 측정 방법에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폭발 또는 화재 예방 조치 내용이 포괄적
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

이용한 원격 측정이 포함하도록 규정함

2)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조치에 환기장치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나. 화재감시자 감시업무 구체화(안 제241조의2)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사업주가 용접·용단을 하는 장소에 배치하는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화재감시자에 대한 감시업무의 내용이 규정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 인정 특례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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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하여 코로나19 확산
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동시 화기사용 작업 금지(안 제242조)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 또는 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하지 않아야 함에도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과

제2조, 제3조)

동시에 화기사용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우려가 높음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2) 인화성 물질 등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화기사용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명확히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규정함

2)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요건 확대
및 측정 방법에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측정 포함(안 제619조의2)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인정 특례를 마련함
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의 특례기한 연장
(안 부칙 제216호 제3조)

1)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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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자는 별표6

제8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부칙 제216조

미이행 시 처벌이 과도하여 작성대상의 합리화 필요

제3조 기한 내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

2) 4천만 원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주에게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보존 의무를 면제

되기 어려운 상황임

하여 과다한 불이익을 방지함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

나.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 갈음 규정

교육 이수기한을 연장함

신설(안 제162조제9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1)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
자료 심사제도(2021.1.16. 시행)”와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정보

(안) 입법예고

영업비밀

심사제도

(2021.1.16. 시행)”이 각 도입되었으나, 심사
대상이 혼합물(화학제품)인 경우 심사내용이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중복됨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보존 의무를 면제하고, 화학물질안전정보

2) 화평법 상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비공개

영업비밀 심사제도에 따라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승인을 받은 경우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받았을 시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비공개

승인(비공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중복 심사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편을

및 고객의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화함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한편, 유해·위험

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인용조문을

교육 내용 추가(안 별표5)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1)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산업안전

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의

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회적 필요성 증대

12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2)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각 안전

다음과 같다.

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 작성대상 합리화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안 제89조)
1) 2020.7.1.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보존

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하는 대상이 확대(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되었으나, 소규모 공사를 수행
하는 사업주의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계상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소액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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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인용조문 정정(안 별표11)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된 인용조문을
정정하여 현행화 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 입법예고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보완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심사 전문분야 확대, 예비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 지정요건 명확화 및 법령정비, 인증관리시스템

가. 석면 비산 정도 측정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영문인증서 마련 등을 위해 녹색건축

규정(별표 5 제2호)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녹색건축

1)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 지점 시기에 관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2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다음과 같다.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가.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제5항 및 제6항)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 분석 결과에 영향을

1)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의 만료 180일 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함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나. 예비인증의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제6항)

나. 석면건축물 조사주기 명확히 규정(안 제33조
제1항)

1) 예비인증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1) 현행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

다. 녹색건축인증 심사 전문분야 확대(안 제7조

해야 하는 조사주기는 ‘6개월마다’이나 조사

제3항)
1)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유효기간 연장의

주기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6개월

인증 심사 시 전문인력 한 명이 담당할 수

마다(매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로

있는 심사 전문분야를 2개에서 4개로 확대

조사주기를 명확히 함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7〕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75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을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산림청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
에는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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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21년 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업체가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1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나무병원 시설(사무실) 구비의무 완화

가. 목재생산업체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안 별표2)

(안 별표1의6 비고)
1)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유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1)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하여 둘 이상의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75〕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환경부는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95호,
2019.9.24. 개정, 2019.10.1. 시행)」 개정됨에 따라
하천수가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포함
되었으나 하천수 수열에너지 활용에 따라 부과할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이를
정하고자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2021년 1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2항 관련)
〔안 별표 3의2〕
1) 수열에너지로 활용하는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를 기존 발전용수 단가(1만세제곱미터당
63.3원)와 동일하게 규정함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4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현재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목재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목재생산업체 당
하나의 사무실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설 유지 부담을 경감하고자 둘 이상의 목재생산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등록기준의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사고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21건의 건설사고가 발생
하여 33명 사망자가 발생되는 등 사고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정기안전
점검 실시횟수를 강화하고 건설기계·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중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별표7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정 중에
있어 이에 관한 비용을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
(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 강화하는 등 건설기계·가설구조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명확화(제31조, 별표1)
나. 건설공사 중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유도원 배치비용 안전관리비로 계상·
집행(별표7)
다.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항 정비 등
(제21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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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4〕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함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나.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 및 학과의 인정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 인정기능사 및 민간자격증 중 기계분야와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관련된 자격과 기계, 건축, 용접 등 기계설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

관련 학과를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 및 학과의

하고자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인정 범위로 정함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2) 위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나 교육과정 등이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044)201-3960〕

유사한 학과에 대해 기계설비 관련 학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 규정
(안 제7조)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실무

행정예고

경력을 자격증 취득 전·후로 구분하고 유지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관리업무와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따른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5.19. 공포, 2020.5.19. 시행)
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

경우로 나누어 일정 비율로 인정하는 기준 마련
라.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규정
(안 제8조)

절차, 증명서 등의 발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업

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경력 및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사를 취득하거나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을

정하고 경력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쌓은 자 등을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규정

법률 및 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제출서류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관리 업무절차 규정(안 제9조, 제10조,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제11조)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증명 및 재직사실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와, 대상 회사의
부도 등으로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이를

위탁(안 제3조)
1)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규정

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 증명서

2)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발급 및 유지관리자 등급 조정 등의 업무를

경력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받은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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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절차
규정(안 제 12조, 제13조 및 제14조)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유지관리자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유지관리자의 증명서 발급을 금지함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의 조성을 위한 입환작업이
주로 동력차를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입환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동력차를 지상에서

2)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발급할 수 있고, 신청인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동력차를 특수차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증명서를 30일 후 폐기하도록 함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신청 및 발급절차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격제어 장치를 설치한 동력차를 입환작업 등

규정(안 제15조)

특수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동력차를

1)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특수차로 볼 수 있도록 근거 신설(Part 1 총칙)

정하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수첩 발급 내역을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044)201-4608〕

별도 서식에 기록하도록 함
아. 이의 또는 정정 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

「철도안전관리

(안 제16조)
1) 학과 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제출한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서류의 정정신청을 위한 서식을 정하고 경력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함에

관리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

있어 안전성숙도평가를 위한 경영진 면담대상을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반납신청 및 처리절차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평가시기를 평가대상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로 명확화 하며, 철도안전법 개정

규정(안 제17조)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보유한 자격의 취소를 반납
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
차. 경력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절차 규정(안
제18조)

(2020.10.8 시행)에

따른 ‘준사고’ 보고실적을 평가

가점항목에 반영하여, ‘준사고’ 보고제도의 도입
취지인 철도운행에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적으로 발굴하도록 철도운영기관의 보고를
유도하며, 정량평가에 있어 복잡한 계산식을 간단·
명료화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1)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 관련 학과

한편, 평가 대상기관의 규모를 고려한 배점조정

인정신청서 및 이의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및 평가방법 개선 등 2018년 최초 도입이후 현재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경력관리위원회를

까지 2회의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방식

보완함으로써 철도사고·장애 예방과 안전문화
수준을 증진하고자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

및 세부 운영절차 등을 규정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5〕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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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성숙도 평가대상·시기 명확화(안 제7조, 제8조)
1) 안전성숙도 평가 시 경영진 면담대상을 ‘안전
관리체계 전담조직의의 직속상관 또는 직속
상관의 상관 이상’에서 ‘상임이사 이상’로
변경하여 경영진 면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평가시기를 ‘다음연도 3월말 이전에 완료’로
변경하여 정성평가 시기를 명시함으로서 평가
대상과 시기를 정함에 있어 철도운영자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나. 수준평가 계획수립 시기 명확화(안 제9조)
1)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계획수립 시기를 종전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태풍, 빌딩풍 등으로 해안가 지역
고층 건축물 주변에 강풍이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신축 건축물 주변에 발생하는 국부적 강풍의
영향을 건축설계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안 [별표1])
1) 풍동실험보고서 도서 표시사항에 대상 건축물
주변 지표부근 풍환경실험 결과를 포함하는
등 표시사항 명확화

‘다음년도’에서 ‘평가년도’ 변경하여 평가계획
수립년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철도준사고’ 보고실적 반영(안 제6조 별표1,2,3)

나.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안 [별표2])

1) 개정 ｢철도안전법｣(법률 제17457호, 2020.10.8.
시행)으로

도입되는 ‘철도준사고’ 보고실적을

1) 풍환경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 적정성 추가
다. 문구 수정(안 제3조,제4조)

가점항목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1) 영향평가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 관련 근거
조항 오기수정

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보고하는 분위기 조성을 도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91〕

마. 중·소규모 기관을 고려한 평가항목 단순화
(안 제6조의 별표3,4)
1) 사고지표의 평가결과 산출 시 대상기관의
사고·장애 발생건수와 사상자 규모만을 고려해
산식을 단순화하고, 대상기관의 현원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규모의 대상기관은 면담대상
인원을 축소해 업무공백 최소화 도모
라.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 비율 신설(안 제6조 별표1,3)
1) 안전투자지표 중 총 배점을 조정해 기관
규모를 고려한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예산
비율을 신설하여 안전투자예산 증액을 유도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044)201-460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신규시장 진출경험 부족 등 사업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 진출시 종합
건설기업과 협력하여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종합건설기업과 중소건설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유인 필요하고, 또한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대부분
민간 공사현장에서 발생 중이므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직접지급제의 민간 부문 확산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
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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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혁신 선도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에게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별표1, 별표2)

1)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직접시공의무 등이 적용됨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전문 공사구분을 명확화

1) 종합건설기업이 건설혁신 선도 중소기업과
① 공동도급 수행 또는 ② 협력계약 체결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시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지원하기 위해 가점 3점을 부여
나.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기업의 상호협력평가
가점 확대(별표1, 별표2)

2)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 여부에 따라
종합-전문공사를 구분
나. 부대공사 세부 판단기준 (안 제5조 및 별표 1)
1) 공사 전·후 시공 과정상 수반되는지,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현지 여건(공사구간, 연약지반 등)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부대공사를 판단

1) 민간부문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
기업이 대금지급시스템 활용하는 경우 부여
하는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
으로 확대
다.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제15조제1항)

2) 발주자 참고를 위해 주요 분야별 부대공사
사례 수록
다.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안 제8조 및 별표 3)
1)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발주자로 하여금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
업체 및 전문업체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입찰제한 시 그 사유를 입찰
공고문에 기재

1) 전자문서의 보편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평가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라. 재검토 기한 관련 개정(제17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496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부대공사의 구체적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의 구체적 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2호, 2020.10.8.
공포, 2020.10.8. 시행)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2020.10.7. 공포, 2020.10.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종합·전문공사간 업역 폐지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업종별 실적관리 및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를 위해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라.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안 제9조)
1) 업역개편에 따라 종합업체와 전문업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한 만큼,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시설물업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함
2) 업종별 실적관리 및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를 위해 복수 업종의 유지보수공사 발주
시 각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마. 업역개편에 따른 발주자 확인 사항
(안 제10조∼제12조 및 별표 2)

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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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협회 등에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발급한 실적확인서로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
2)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에 대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
바. 업역 개편 관련 발주요령 등 (안 제13조 및 부칙)
1) 업역 개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작성 예시 등을 별표 3에 포함하고 현 ｢건설
공사 발주요령(예규)｣는 폐지

2020년 12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044)201-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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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인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65호, 2020.10.7. 공포, 2020.10.8. 시행)」이 개정
(부칙 제6조)됨에 따라, 종합·전문공사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공사 실적 인정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인정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71차 가락119센터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용역발주심의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
라인’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할 것
○ 건축법 상 대지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건축법
등 공법 상 조사·확인은 설계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에 따라 공급
비율을 30% 이상 할 것
○ 옥상조경 등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하는
공간은 집중호우에 따른 토양 내 강수하중과

가.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인정
기준 (안 제2조)
1) (종합의 전문공사 진출 시) 종전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별로 분개 후 도급받으려는
전문공사 업종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
2) (전문의 종합공사 진출 시) 종전 전문공사
실적 중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에 대한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조경식재에 따른 생육하중, 이용자 하중 등
추가 고려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제172차 물푸레근린공원 조성 설계심의
○ 주변 현황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여 설계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나. 상호실적확인서 발급 및 건설업 양도 시 실적
(안 제3조 및 제4조)

- 설계 콘셉트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1) 상호실적확인서는 실적관리 기관인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발급하며,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 시에도 인정받은 실적은 유효

○ 70m 이상 연속적으로 계획된 계단의 경우

할 것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044)201-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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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를 위해 포켓형식으로라도 휴게공간을
확보할 것

○ 공원명칭에 대한 상징성을 반영하여 입구광장
계획을 수립할 것

■ 제175차 방화수문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상태평가 시 전차 진단·점검 시 평가된 상태
등급 변화 부재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이력과

○ 현황과 이용 방향을 고려하여 치유의 숲에

내구성 저하 등의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하여 기술할 것

○ 배수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배수계획을

○ 안전성평가 시 안전율을 부재별로 비교하고

수립할 것

전차 진단 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해석

○ 시공편의성을 고려하여 도면을 작성할 것

결과 차이의 원인 분석하여 기술할 것
○ 보수부의 재손상이 발생한 부위는 손상이력

■ 제173차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및 원인, 기존 보수공법 등을 파악하여 향후

시스템 구축 설계심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적정 보수 대책을
제시할 것

○ 데이터 분석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부분(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여 활용하는지)에

○ 관리주체에서 정기점검 및 중점점검 사항을
평면도에 작성하여 수록할 것

대한 방안 검토 및 제시가 필요, 이러한 데이터
활용에 따른 효과(Smart 기능) 제시 요망

■ 제176차 용산구립 치매안심마을 신축공사 설계심의

○ 통합관제센터 구축 목적에 대한 검토
-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

○ 거주동-2의 내부 보이드는 폭우 시 방수 및

당초와 비교 검토 및 운영인력의 감소 등

배수 기능 유지가 어려우므로 천창을 계획하여

목표 제시

외부 유수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필요성

○ 스타코 마감과 알루미늄 판넬 연결부위의 시공

및 계획 검토

상세도를 작성하고 배수방법 및 누수방지대책을
○ 각 호선별 예정되어 있는 연장선 추가 개통
(하남선 5역, 석남선 2역, 위례, 별내선 등)과
관련, 신설되는 제어방비 등 물량 증가 항목에

면밀히 검토할 것
○ 트랜스퍼거더(TG, G2 등)의 단부, 중앙부의
철근겹침이음 시(2단배근) 철근의 순간격이

대해 설계도서 내 통합구축 계획 반영 필요

부족하여 콘크리트 충전이 어려우므로 이음

○ 각 노선마다 SW 및 HW가 상이하므로 기존

공법에 대한 검토와 철근 순간격 여부에 대해

관세시스템의 SW 및 HW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재검토할 것(콘크리트 유동성 향상 및 철근

검토하고, 유지보수 시 특정 시스템 사용에

하부 수막예방을 위해 철근 순간격 재검토 필요)

따른 업그레이드 및 추가 설치(확장성)에 지장이

○ H-Pile+토류판 가시설 배면의 차수그라우팅

없도록 범용(개방형) 프로그램 사용을 검토할 것

계획 시 차수목적이라면 SGR그라우팅을 2열로
배열하고 1열 유지 시에는 유입수 펌핑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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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차 2020년 정릉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배려하여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순환동선을

○ 누락된 2010년 라이닝 두께 조사 자료를 보완

조성할 것

하되 전 구간 중 금회 조사구간을 선정한 사유를

○ 산림복원 수종 선정 시 기존 산림 수종으로

제시하고 이력관리를 통하여 향후 진단 및

계획할 것

유지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능한 식재 수량을 늘리고 층위 구조를

○ 내공변위 측정 관련 금회 측점 선정사유를
제시하고 전차(2010년, 2015년) 측정자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
○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별시방서에 안전

보고서에 수록하여 향후 진단 시 계측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난간에 대한 함수율을 명기할 것
○ 화재예방을 위한 산불진화장비 및 홍보물을

○ 기존 구조해석 자료와 2020년 현재 상태 및

추가로 설치할 것

재료시험 등을 근거로 안전성을 판단하였는데

- 데크 쉼터 내 소화기 비치 수량을 늘릴 것

갱구부, 계곡부 등 취약 구역에 대한 구조해석이
추가로 필요한지 검토할 것
○ 콘크리트 내구성조사에서 강도, 탄산화 등
내구성 관련 조사결과의 경년 변화를 비교할 것

■ 제179차 보광배수지 외 14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정확도 제고를 위해 준공도면 확인 또는 실측
자료와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유사시설물의

○ 내진평가 시 주요 설계인자인 기반암 위치,

비교검토를 통해 작성근거 명확히 제시

지반상대변위 등에 대한 개념도 및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반 상대변위에 의한 지진력 적용

○ 배수지 내부 주요구조물에 대한 재료시험 시행

개념도를 표기할 것

○ 올림터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기준, 내진
해석 방법, 내진보강 방안 등에 대하여 상수도

○ 보수(균열, 박락, 실링 등) 시행 후 재균열,

사업본부 차원에서 기준 수립 검토

재박락, 실링 결함이 많은 바 발생률과 발생
원인(단면복원 시 금속망 미설치 등)을 추정
하고 향후 보수 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

■ 제180차 양재배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양재배수지의 경우 전면적으로 보수가 이루어
졌는데 구체적인 보수 내역을 보고서 상에

■ 제178차 봉산 무장애숲길 조성 설계심의

‘표’뿐 아니라 ‘서술형’의 형태로 상세히 수록

○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택가에서

하여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력이 손쉽게
파악되도록 할 것

무장애숲길로의 진입동선계획을 반영할 것
○ 봉산만의 특색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 양재배수지 안정성 평가 시 적재하중 및 활하중을

무장애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용층을

제외하고 평가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적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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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측면에서 최소한의 적재하중과 활하중

터널 경사방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조건을 고려하는 방안 검토

검토하여 설계

○ 준공도면 및 복원도면의 경우 실측자료(코어

○ 제연설비 설치로 인한 차량 통과 높이, 차로폭

채취, 철근의 두께·간격·피복두께, 부재규격,

축소 등에 대해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표기 등)와 상세하게 비교검토를 통해

방안을 검토 제시하는 과업내용 추가

‘표’뿐 아니라 ‘서술형’의 형태로 도면의 적정성을

○ 과업내용서 상 관련법령 현행화

제시해 줄 것
○ 내곡아리수 올림터의 경우 기울기로 인해 건축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C등급으로
산정하였음. 단순 시공 상의 오차일 가능성

■ 제182차 일원본배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금회 실시한 코어채취 및 철근배근상태 조사
결과를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면화하여 보고서 및 외관

면밀히 재검토 해주기 바람

조사망도에 반영할 것
○ 일원본배수지 유출밸브실 균열발생부는 침투수가
■ 제181차 구기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용역발주심의

철근 부식 및 콘크리트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 다른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일 성격의
사업을 참고하여 내실 있는 설계를 위해 과업

보수보강 순위 및 대책을 재검토할 것
○ 일원본배수지 안정성 평가 시 활하중을 제외하고

기간을 연장할 것

평가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상부 유지관리를

○ 설계도서 작성 시 관련 규정 및 개정안을 적극

위한 장비사용 등을 고려하여 하중적용 조건을

반영할 것

재검토할 것

○ 원활한 설계를 위해 터널 시설물 관리대장

○ 배수지 내부는 방수·방식 상태에서 재료시험이

및 상세도면을 제공할 것

불가하므로 내부 방수·방식 보수공사와 점검

○ 시추조사 과업의 수행 필요성 및 목적을 명시

및 진단시기를 맞춰 배수지 내부조사 및 재료

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설계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터널 외관조사’
과업 및 ‘위험공종 목록화’ 항목을 각각 추가할 것

■ 제183차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 과업내용에 ‘구조검토 및 안전성 평가’ 항목을
추가할 것

설계심의
○ 각층 경사로 진출입 부분은 이용 차량의 회전

○ 제트팬 설치간격·위치·각도 등은 관련 기준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수행, 피난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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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회전이 가능
하도록 계획할 것

○ 건물 외부 색채계획은 골조공사 완료 전 전문가의

○ 현재 해치마당 지하 광화문광장 상황실은 향후

자문을 받아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이후 유지관리 여건

바람(시방서에 명기)

변화를 고려하여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신형상 단명인 MT 컬럼의 내외부 다이아프램
접합부가 다소 복잡한 상세로 되어 있어 제작

○ 무브블 테이블 및 체어는 망실 우려 및 관리가

및 용접 등에서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

어려우므로 설계에서 제외하고 고정형으로
검토바람

○ 한전 수전용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저압수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

○ 와이드 벤치 관련 향후 유지관리 및 이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폭원 및 길이 축소 바람직

○ 우수·오수 맨홀에 대한 주기적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기재할 것

○ 설계예산서 수량 및 단가 등 내역 구성에 대하여
발주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하여 수정

○ 보강토 옹벽 배면은 양질의 토사로 포설 후

보완 후 계약심사를 이행할 것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고 그리드를 설치할 것
○ 옥상층 잔디블록포장의 생태면적률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제185차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발주심의

■ 제184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광장부문)

○ 기본계획 등 검토사항

설계심의

- 영등포로터리 사업 영향권(여의도, 서부지역 등)

○ 석재 포장의 규격 및 패턴, 마감 종류가 복잡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연계한 계획 필요

다양하여 시공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종류를

- 교통현황 조사 기간 및 내용, 장래 교통수요

단순화하고 타입을 모듈화하기 바람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공사 중 가림막 설치계획에서 세종대로 횡단
보도 이용시민의 보행동선 확보가 불가하므로

- 건설기술심의 전 경찰청과 교통소통대책

단계별 가림막 설치방안 마련 필요

관련 사전협의한 사항이 설계도서 내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것

○ 수급이 어렵고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종은
식재계획을 변경하고 각 식재마다 생육조건이

○ 시공 관련

다르므로 수종에 따른 수급계획 및 시방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 해당 지역은 다수의 상업 및 업무 시설이
밀집한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교통혼잡 최소화를

○ 가로수 수목보호홀 덮개는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대신 수목 하부
녹지면적을 추가 확보하고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할 것

위한 시공 및 교통처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
하기 바람
- 공사 중 환경적 영향(소음·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공 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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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관련

○ CSOs 처리공법 관련
- 고농도 초기우수를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 시공 중 안전처리 계획(보행자 등)을 추가

시설로서 처리공법에 대한 면밀한 비교·검토

하기 바람

및 시운전 등을 통한 처리효율 검증 절차를
거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제186차 419배수지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설계경제성(VE) 검토시기

○ 금회 복원도면은 향후 활용될 수 있도록 도면집에

- 설계 주요내용에 대한 방향성 및 기본적인

복원근거(재료시험·실측결과 사진 및 위치, 유사

설계내용의 적정성 사전검토를 위해 기본

규모·유사시기에 조성된 배수지 시설 준공도면

설계 단계(60%)에서 설계경제성(VE) 검토를

등)를 명확히 제시하여 이력을 관리할 것

수행할 것

○ 419배수지의 경우 PE시트 파손으로 인한 바닥

○ 펌프 설비 관련

내 물고임 현상과 관련하여 보수계획을 제시

- 펌프 등 예비설비에 대한 자동교반 운전방식을

하였는데 향후 점검 및 진단 시 방수재 부분

도입하여 예비기의 장시간 미운전에 따른

철거 후 내부 물고임 범위 및 콘크리트 구조체의

고장을 방지할 것

손상 여부를 확인할 것
○ 419배수지 내 추정에 근거한 콘크리트 침식
손상을 상태평가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유지
관리 및 보수보강분야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제189차 정릉천2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복개구조물 건설 당시의 설계도면 작성 현황,
도면복원이력 및 실측조사 자료와의 일치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면을 업데이트 할 것

■ 제188차 불광천 수질개선 시설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안전성평가 시에는 기 점검 및 진단 시 검토한
구조물 타입별 평가자료를 모두 수록하여 비교·

○ CSOs 처리시설 부지 및 시설규모 관련

검토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진단 시 구조해석

- 부지선정 및 시설규모 검토 시 기존 설치시설

및 재하시험 등 추가과업이 필요한 구간을

(자전거도로, 조경시설 등) 및 물재생센터
에서 관리하는 차집관로 유지관리계획을
고려할 것

제안할 것
○ 바닥슬래브 철근 노출부 보수 시에는 보수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시공

- CSOs 처리시설의 토출부는 하천제방, 교량
기초 등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점과

계획에 따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할 것
○ 손상부에 대한 보수·보강 개략공사비 산출 시

만곡부 등 유수에 의해 세굴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을 선정할 것

에는 복개 내부에 산재된 훼손부위 및 하수가
흐르는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 41 -

■ 제190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광장부문)

○ 현장여건이 다양하므로 이에 따른 흙막이 단면도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유형별로 보완할 것

○ 본 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절대공기 8개월이

○ 목계단배수표준상세도 ‘C’type(계곡형)의 경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정 간 간섭을 최소화한
공정계획과 작업인력, 장비 동원계획을 수립

유역면적에 따라 상세도를 달리할 것
○ 2공원 상징광장 입구가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입구 너비 및 구조물 높이 등을 조정할 것

- 석재포장(900×900, T120) 일 작업량(61㎡/일)이

○ 은평성모병원 내 ‘치유의 숲’과 연계되도록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석재규격, 중량을

보행약자 이용을 고려하여 데크폭, 휴게공간 등

감안하여 실제 작업가능 물량으로 조정

무장애길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할 것

- 식재공사는 계절적 요인 및 선행공정 완료

- ‘치유의 숲길’ 테마에 적합한 안내판 등을

후 진행되는 후속 공정임을 고려하여 공사

추가할 것

기간 재검토
- 미세먼지, 폭염, 태풍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비작업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기
산정 시 반영 필요

■ 제198차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설계심의
○ 1층에서 TC1 기둥을 받치는 TG1 및 주변
기둥 4개소에 대해서는 –1층에서 부재 전

○ 예정공정표상의 오수·우수관로 설치는 C.P로

구간에 거쳐 소성 힌지 구간에 사용하는 띠

보기 어려우며 1,2구간 석재포장이 C.P이므로
조경공사와 연계하여 절대공기 산정 필요

철근 상세를 적용하기 바람
○ 실별 최대 부하 발생이 방위에 따라 오전과

○ 발주 전 사전조사를 통해 석재 및 식재 종류별

오후로 따로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zoning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설계 및 장비 선정을 검토하기 바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 최대 부하 발생 시간이 일치하는 실별로
실외기 조합

■ 제193차 물푸레근린공원 조성 설계심의(재심의)

○ 전염병 확산 시 집단 감염 예방 및 대응을

○ 층위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식생밀도를 높여
1공원 내 상수리림을 복원할 것

위한 환기시스템 계획안을 제시하기 바람
○ Cable Tray 계산 시 1단 배열 방법을 적용

○ 2공원 상징광장이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정자목 규격(R40 이상)을 상향할 것

하기 바람
○ 연결부위의 시공을 위해서는 표준각도 이외의

○ 생태보의 경우 월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사각도에 대한 시공도면 및 연결부 상세도가

중간으로도 배수됨을 감안 자갈층 등을 보완할 것

필요하나 연결구조에 대한 상세도가 표준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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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조계산도
누락되어 있으니 보완하기 바람

2020년 11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32차 잠실수중보 보수보강 설계경제성 검토(VE)

○ 1시 방향 10.3m 구간의 경우 단일 버팀보로
26.7m의 지간장을 48.8도 경사로 지지하고

○ 성능향상
- 아이디어 55건을 제안하여 46건 채택

있는데 별도의 구조계산이 없을 뿐 아니라

(채택률 83.6%)

최소지간장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음. 특히,
경사지지에 대한 보강도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8,292백만 원에서 820백만 원 절감

않아 추가적인 구조계산 및 안전대책이 필요함

(절감률 9.9%)
비용(C)
(절감률)
9.9%

■ 제201차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설계심의(재심의) - 조건부채택
○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격보다는 기술력

○ 주요대안내용

있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 계획성 향상

성능(P)
(개선율)
7.5%

가치(V=P/C)
(향상률)
19.3%

∙ 건식공법 최적화/기존 하상 보호블럭 존치

계약으로 추진토록 권고함
○ 향후 IoT 기술을 활용한 현장 설비의 개량

⇒ 기존 세굴방지공 활용 및 시트파일 시공으로

등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량이 대폭 늘어날 것

경제성·안정성 향상 (감액 260백만 원)

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구축될 데이터분석
장치 용량으로 충분한지 검토 후 용량을 산정
토록 권고함

- 품질확보성 향상
∙ 옹벽과 포장 연결부 하부 보강
⇒ 상재하중에 대한 침하 방지로 시설물

○ 이례상황 정보공유시스템 구현

안정성 확보(증액 65백만 원)

- 1∼8호선 운전관제, 전력관제, 기술관제
직원 등이 함께 상황을 인지하여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시공성 향상
∙ 세굴 정밀진동제어발파 삭제
⇒ 불필요한 공정 배제로 공사기간 단축

○ 현재는 종합제어반에서 6개 항목, 선로출입문,
화재수신반, CCTV, UPS 및 선로 출입시스템

및 경제성 향상(감액 655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으로 데이터가 분류되어 있는 것에 추가하여

∙ 수중보 계측에 의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

PSD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해야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문부의

- 승강장 안전문(PSD)의 상태 정보를 획득하여
시스템의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획득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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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및 유지관리성 확보
(증액 18백만 원)

■ 제36차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설계경제성 검토(VE)

- 공사비 15,800백만 원에서 293백만 원

○ 성능향상

증가 (절감률 –1.9%)

- 아이디어 120건을 제안하여 106건 채택
(채택률 88.3%)

비용(C)
(절감률)
-1.9%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주요대안내용

- 공사비 9,963백만 원에서 541백만 원 절감

가치(V=P/C)
(향상률)
25.8%

- 경제성 개선

(절감률 5.4%)
비용(C)
(절감률)
5.4%

성능(P)
(개선율)
28.2%

∙ 시공 중에 HRC 복합보 하부의 잭 서포트
성능(P)
(개선율)
6.8%

가치(V=P/C)
(향상률)
13.2%

삭제 검토 (감액 19백만 원)
- 이용편의성 개선

○ 주요대안내용

∙ 입면도 및 창호도상에 소방관 진입창과

- 계획성 향상

피난기구

∙ 왕벚나무 규격 하향

설치위치의

탈출개폐창

계획

(증액 1백만 원)

⇒ 왕벚나무 활착을 증대시켜 하자 최소화

- 유지관리성 개선

및 경제성 향상 (감액 43백만 원)

∙ 조명설비의 고조파 대책 강구(증액 2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오수관 재질 변경

■ 제43차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경제성

⇒ PVC 이중벽관 적용으로 시공성이 유리하고
연결부 수밀성 향상 (증액 3백만 원)

검토(VE)
○ 성능향상

- 환경민원성 향상

- 아이디어 69건을 제안하여 57건 채택

∙ 발파를 제어발파에서 암파쇄 브레이커로
변경

(채택률 91.3%)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소규모 암파쇄 최적 공법으로 시공성

- 공사비 16,850백만 원에서 446백만 원

및 경제성 향상(감액 188백만 원)

증가 (절감률 2.7%)
비용(C)
(절감률)
2.7%

■ 제42차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설계경제성 검토(VE)

성능(P)
(개선율)
2.1%

가치(V=P/C)
(향상률)
4.9%

○ 주요대안내용

○ 성능향상

- 시공성 개선

- 아이디어 85건을 제안하여 77건 채택

∙ 태양광 설비지붕 Slab 삭제

(채택률 90.6%)

⇒ 태양광 설치 시스템 지붕에 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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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b 구조물 적용 (감액 16백만 원)

■ 제52차 AI 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경제성 검
토(VE)

- 시공성 개선
∙ C.I.P 배면측 차수용 S.G.R GROUTING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03건을 제안하여 93건 채택

규격 변경 (소공 GROUTING 규격 축소)

(채택률 90.3%)

(감액 15백만 원)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31,656백만 원에서 499백만 원

■ 제46∼47차 수유교 및 신창교 재설치공사

절감 (절감률 1.6%)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비용(C)
(절감률)
1.6%

- 아이디어 64건을 제안하여 62건 채택
(채택률 96.9%)

가치(V=P/C)
(향상률)
10.0%

○ 주요대안내용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가치혁신 개선

- 공사비 6,541백만 원에서 689백만 원 절감
(절감률 10.5%)
비용(C)
(절감률)
10.5%

성능(P)
(개선율)
8.3%

∙ 배수판 바탕면의 침투성 방수를 삭제
(감액 198백만 원)

성능(P)
(개선율)
21.9%

가치(V=P/C)
(향상률)
24.4%

- 성능강조 개선
∙ 지상1층 로비 공조 방식 변경
(증액 35백만 원)

○ 주요대안내용

- 가치혁신 개선

- 시공성 향상
∙ 교각기초의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Sheet
pile 공법에서 개착공법으로 변경
⇒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및 시공성(워커
빌리티) 확보 (감액 217백만 원)
- 편의성 향상
∙ 수유교 친수계단이 교량하부에 위치하여
교각에 막혀있으므로 위치 변경
⇒ 향후 교각 주변 친수지역 세굴 유실방지
및 유지관리 편리성 증대
- 유지관리성 향상
∙ 거더중앙 강재노출부를 콘크리트로 피복
⇒ 강재거더 복부피복으로 재도장이 불필요
(증액 1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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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막이가시설 공법 변경 (감액 98백만 원)

》 건설신기술소개
기초 상면보다 높게 형성한 매트형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 설치
및 시공방법 (제897호)
(보호기간 : 2020. 9. 1. ～ 2028. 8. 3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을 설치 후 거푸집 설치 및 해체 공정과 마감 방수
공사가 없으며, 구조물 내부 판재에 승강로 설비를 용접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구조물 외
측면에 전단차수키와 부틸씰지수재를 적용하고 에폭시계열의 도료에 규산알루미늄 입자를 첨가한
후처리 도료(E Mastic WK8028)를 도장하여 지하수압에 의한 누수를 방지하는 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건축물 엘리베이터 지하피트에 관한 것으로, 기초 상면보다 높게 형성한 매트형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을 공장제작하여 현장에 설치 및 시공함으로써 시공편의성과 구조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며, 누수방지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핵심기술
①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 설치 시공 편의성 확보와 승강로 설비 시공 편의성 확보기술
② MAT기초와 일체화하여 고려하는 외부 압력(측압, 수압 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설계 기술
③ 지하수압에 의한 누수방지를 위하여 구조물 외측면에 전단차수키와 부틸씰지수재를 적용하고,
구조물 내외부에 후처리도료(E Mastic WK0828)를 도장하여 수밀성능 및 방청성능을 확보한 공법
(2) 신기술의 개념도
강재 ELV.PIT 구조물 형상도

시공상세도
전단차수키 상세

상부프레임 상세

Pit 가로 및 세로

유로폼 or 알폼 핀홀

철근구속홀
(Φ35×80@150)
유로폼 or 알폼

승강로 벽체 시공시
거푸집 하단 수평지지대 설치

Pit 높이

FINAL EXC.

1차 Con'c
타설 높이

가설용 멍에
측면판재
FINAL EXC.

내부 CON'C채움(기초콘크리트강도)

2차 Con'c 타설
(기초콘크리트강도)

내부마감

VAR.

말뚝기초인 경우
MAT기초 지지

OPEN 보강근
전단키(STL 3t)

구조물 규격 높이

높이

수평지지대 설치

내부집수정

FINAL EXC.

바닥 정지
(버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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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기초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1차 Con'c 타설
(기초Con'c 강도 또는 C종 Con'c 강도)

(3) 신기술의 시공순서
① 터파기

② 바닥 정지 및 버림
콘크리트 타설

③ 양중 설치

④ 내부콘크리트 타설

⑤ 주변 버림콘크리트
타설

⑥ 기초 철근 배근 및
수평지지대 설치

⑦ 기초콘크리트 타설

⑧ 마감콘크리트 타설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
규모
(수량)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단위:천원)

성남 위례지구
A2-15BL 행복주택
건설공사

LH공사

동문건설

2019년 5∼6월

3대

[ 22,990 ]

파주 운정3 A1BL 아파트 건설
공사 4공구

LH공사

한신공영

2019년 5월

1대

[ 11,000 ]

공릉 해링턴 플레이스
신축공사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

효성중공업

2019년 9∼10월

2대

[ 9,185 ]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효성중공업

2019년 11∼12월

2대

[ 9,295 ]

나. 향후 활용전망
건축물에서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인 요소로 변해가고 있으며 국내 건축물은 매년 약 20만 이상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2기 및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구도심지역 재개발사업에 공공
주택, 민간주택, 비주거 건축물을 포함하면 더 많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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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 기존 유사기술은 높이가 낮은 형태의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 공법으로 시공과정에
거푸집과 마감 방수공정이 필요하고, 승강로 설비공사를 고려하지 않아 설비공사 중 많은 누수가
발생하며, 시공 후 강재와 콘크리트 접합부에서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는 유지보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해외는 유사한 기술이 없는 수준이다.
이 신기술의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은 기초 상면까지 형성하여 시공과정에서 거푸집과
마감 방수공정을 없게 하였으며, 구조물 내부에 내부 판재를 적용하여 승강로 설비를 용접 고정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구조물에 도장되는 후처리도료(E Mastic WK8028)는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우수하여 수밀성능 및 방청성능을 향상하였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건설현장에서 기존 재래식공법의 시공 불편함과 기존 유사기술의 누수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어 2018년부터 신기술 이전의 개량전 기술을 많은 현장에 적용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검증
하였다. 그리고 이 신기술은 지하에 설치되는 강구조물에 수밀안전성과 시공편의성을 향상한 공법
으로 암반현장 및 해안가, 하천 주변 등에 적합한 기술이다. 또한, 이 신기술은 터파기 공정부터
승강로 설비공정, 마감공정까지 시공방법을 개선한 공법으로 구조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공성, 품질,
경제성을 향상하였으며, 유지관리가 유리한 공법으로 기존기술을 대체하여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로 건설시장에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① 국내 유사기술 대비 장점
엘리베이터 지하피트는 수밀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기존 유사기술은 누수의 문제점이 있어
유지관리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 신기술은 수밀성이 우수하며 수명이 긴 도료를 적용하여 유지
관리가 유리한 공법이다. 또한, 시공공정 개선과 시공물량을 절감하여 공사원가를 절감한 기술이다.
② 해외시장 수출 전망
해외 건설시장의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공사는 재래식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강구조물을 적용하는
기술은 전무하다. 그래서 해외 건설 경험이 있는 국내 건설사와 협업하여 해외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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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설계단가는 기존 구조설계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의 기술료를 설계비에 반영하지 않는다.

(2) 공사비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크기는 다양하여 보편적인 규격의 크기(1열 : 2,400㎜×2,300㎜×2,100㎜,
2열 : 5,000㎜×2,300㎜×2,100㎜)에 대하여 공사비를 비교하였다.
Ⓐ재래식공법

구분

MAT 800

MAT 1100

Ⓑ기존 유사기술

Ⓒ신기술

Ⓐ,Ⓒ
절감률

Ⓑ,Ⓒ
절감률

1열

32,461,489

22,484,451

21,930,754

32.44%

2.46%

2열

45,482,897

34,294,986

33,181,705

27.05%

3.25%

1열

43,266,275

27,339,327

26,549,208

38.64%

2.89%

2열

59,099,584

40,294,902

38,685,249

34.54%

3.99%

※ 기존 유사기술 : 높이가 낮은 형태의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 공법
※ 기존 유사기술은 누수의 문제로 지속적인 방수공사 비용 발생

(3) 공사기간
이 신기술 공사기간은 재래식공법 대비하여 약 4∼6일 절감, 기존 유사기술 대비하여 약 1∼2일
절감할 수 있다.

재래식
공법

기존
유사기술

신기술

※ 기존 유사기술은 누수의 문제로 지속적인 방수공사로 공사기간 연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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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관리비
① 재래식공법

: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벽면 및 바닥면 주기적인 방수 유지관리 필요

② 기존 유사기술 :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콘크리트 노출벽면 주기적인 방수 유지관리와 수명이
짧은 유성도료 사용으로 잦은 도장 유지관리 필요
③ 신기술

: 구조물이 기초 상면까지 형성하여 방수 유지관리가 없으며, 수명이 긴 도료를
적용하여 유지관리에 유리함
Ⓐ재래식공법

구분

1열
MAT
800
2열

1열
MAT
1100
2열

Ⓑ기존 유사기술

Ⓒ신기술

방수

4,382,548

464,580

-

도장

-

71,454

56,181

계

4,382,548

536,034

56,181

방수

7,156,520

721,582

-

도장

-

117,827

96,842

계

7,156,520

839,409

96,842

방수

4,382,548

696,870

-

도장

-

95,429

56,181

계

4,382,548

792,299

56,181

방수

7,156,520

1,082,372

-

도장

-

109,246

96,842

7,156,520

1,191,618

96,842

계

Ⓐ,Ⓒ
절감률

Ⓑ,Ⓒ
절감률

98.72%

89.52%

98.65%

88.46%

98.72%

92.91%

98.65%

91.87%

※ 상기 유지관리비 산출은 건축물 내용연수 50년 기준임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이 신기술은 지하 설치 강구조물의 누수방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가 있으며, 건설
현장의 가설 자재 사용 절감 효과와 강구조물 후처리 공정 개선의 효과가 있는 기술이다. 또한,
시공개선과 시공물량 절감으로 민원 및 탄소배출량을 절감하여 환경적인 효과가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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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고해상도 촬영장비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라이닝 표면의 균열 검출 기술 (제898호)
(보호기간 :

2020. 9. 3. ～ 2028. 9. 2.)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도로터널 라이닝의 표면을 촬영하는 4K급 이상 고해상도 카메라(5개 이상)로 구성된
영상장비를 20∼40㎞/hr의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도로터널 표면 영상을 확보하고 영상데이터를
분산병렬 처리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로터널 라이닝의 균열 정보(20㎞/hr
주행 시 균열폭 0.1㎜ 이상, 30㎞/hr 주행 시 균열폭 0.2㎜ 이상, 40㎞/hr 주행 시 균열폭 0.5㎜
이상)를 검출하고 수치화하여 자동적으로 외관조사망도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절차
사전조사

방법
촬영계획 수립 및 도면 작성
- 4K급 고해상도 영상 촬영장비(터널스캐너)를
이용한 터널 라이닝 촬영
(※ 차로 차단 없이 주행하면서 촬영)

터널 라이닝 촬영

- 촬영 영상 데이터 획득(동영상, 정지영상)
- 촬영 영상의 파노라마 이미지정합
(span단위)

촬영영상 정합

A.I 기반의
균열 검출 및 측정

- 촬영된 영상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프로
그램을 이용한 균열정보 자동 검출 및 측정

외관조사망도 작성

- 정량화된 균열정보를 이용한 외관조사망도
자동 작성

재료&강도 시험

기존 기술과 동일
- 정량화된 균열정보를 이용한 상태평가 등급
자동 산출

상태평가

- 상태평가 보고서 자동 작성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기존 기술과 동일
기존 기술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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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자

터널길이

터널폭

신기술공사금액
(단위:원)

2018년 상반기 동부권 시특법
시설물 점검용역 및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화산터널)

경기도 화성시
동부출장소

330∼370m

3차로

16,800,000원

2019년도 대구포항선
임고4터널(대구) 등 12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임고4터널)

한국도로공사

1,690m

3차로

28,392,000원

그 외 8건 활용실적

110,265,300원

나. 향후 활용전망
(1) 국내의 도로 터널은 2018년도 기준 2,382개소(1,811㎞)로 집계되었고 터널연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터널 점검 및 안전진단 시장규모 또한 증가추세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
영상처리 시스템 국내 시장은 2016년 1,142억 원에서 2021년 1,980억 원으로 연평균 4%
성장이 기대되며, 해외 시장은 2016년 10,400백만 달러에서 2021년 19,100백만 달러로 연평균
10% 성장이 기대되어 영상처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최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0)”개정으로 점검로봇, 국토부고시
신기술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활용한 안전점검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3) 이 신기술은 모든 콘크리트 시설물 균열 변화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서,
터널시설물 뿐만 아니라 교량, 댐, 암거, 도로포장의 안전점검 및 진단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신기술

유사기술

S/W 균열검출 알고리즘

인공지능(딥러닝) 기술 기반

고전적인 히스토그램 분석 기법

S/W처리 속도(일·인)

매우 빠름(분산병렬처리적용)

보통

경제성

매우 높음(25% 이상)

보통

촬영시 주행속도

20∼40km/h

0∼20km/h

품질

균열 검출 정확도 : 90% 이상

검출정확도 확인 불가

SW 자동화

자동화(인공지능 기반 자체개발)

수동 제어(일본 S/W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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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① 교통통제 및 터널 내 차로를 차단하지 않고 20∼40㎞/h의 주행속도로 촬영하면서 터널 라이닝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차량 통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② 기존 점검자가 직접 현장에서 육안으로 조사하던 방식과 달리 주행 중 차량에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실내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상태평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음.
③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알고리즘(CEDN)을 적용한 균열 검출·측정 기술을 적용하여
건설 유지관리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신함.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① 이 신기술은 2016년부터 국토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자체기술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200만장의 영상을 활용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서, 룰
베이스 기반의 동종분야 경쟁기술(한국, 일본) 대비 기술적 우위에 있음.
② 또한 ㈜딥인스펙션은 최근 기술선도적인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 알고리즘을 과학기술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검증사업에 적용하고 국내최초로 3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 도로터널 편도2차로, 1㎞ 정밀안전점검 기준
소요인력, 장비, 자재
품명
규격
사전조사
인력
장비 조립 및 해체
인력
①외관조사
인력
콘크리트 라이닝
촬영
장비(H/W)
인력
영상전송 및 정합
장비(S/W)
인력
②외관조사결과기록
균열 검출
장비(S/W)
인력
균열 측정
장비(S/W)
인력
외관조사망도
③외관조사망도작성
작성
장비(S/W)
⑤상태평가
⑥안전성평가
상태평가
인력
⑦종합평가
위험수당
직접비소계
제경비
기술료
총합(천원미만 절사)
시공절차
세부항목

(단위:원)

단가
금액(소요량×단가)
단 소요
위 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식
1
268,123
0
268,123
0
식
1
147,809
0
147,809
0
식
1
106,423
0
106,423
0
식
1
392,806
0
0
392,806
식
1
359,946
0
359,946
0
식
1
2,221,094
0
0
2,221,094
식
1
51,737
0
51,737
0
식
1
2,054,512
0
0
2,054,512
식
1
24,850
0
24,850
0
식
1
1,540,884
0
0
1,540,884
식
1
76,469
0
76,469
0
식
1
71,260
0
0
71,260
식

1

식

1

475,838

0

※ 영상촬영장비 운반비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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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3
1,511,190 6,325,300

0
0
0

475,838

0

0
44,743
1,511,190 6,325,300
1,813,428
1,329,847
10,979,000

비고

(2) 공사비
최종목표

신기술

정밀안전점검(1㎞, 2차로)

정밀안전점검(1㎞, 4차로)

인건비

경비 등

인건비

경비 등

1,511,190원
(13.8%)

9,467,810원
(86.2%)

1,868,025원
(10.2%)

16,433,975원
(89.8%)

10,979,000원
기존기술

유사기술

18,302,000원
-

-

17,600,000원
-

-

13,851,832원

원가계산서 참조
이동비용 제외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정액)대가표

-

국내 K사
(물가정보)

28,100,000원
-

비고

22,885,635원

(3) 공사기간
1㎞, 2차로 터널 정밀안전점검 기준, 외관조사 1.56일, 외관조사 결과기록 1.45일, 외관조사망도
작성 0.38일, 상태평가 및 등급산정 2.1일 등 본 기술의 작업기간은 약 6.5일 소요

(4) 유지관리비
① 차량 및 촬영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조명시설 등은 5년 이상의 내구성 확보
② Deep Inspector S/W는 매년 정기적인 갱신을 통해 버그 및 오류 수정, 성능 개선 가능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터널점검 시 차량통제가 없고 1대의 스캐너 투입으로 기존기술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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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술정보
드라이버넷은 텔레매틱스 시스템, 구글 맵, 우버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해외 동향과

등이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 공백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호텔예약 사이트, 비접촉식 카드

디지털 생태계

결제, 영국 교통카드, 온라인 체크인 등의 기술
에서 영감을 받았다.

영국
영국의 스마트 물류 애플리케이션, 드라이버넷

<그림 1> 드라이버넷12)

(DriverNet)

스마트폰과 텔레매틱스,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류는 고도로
분열되고 비효율적이며 위험한 산업으로 남아있다.
그리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물류업에 적용
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의 한 예로
영국의 드라이버넷(DriverNet)을 들 수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물류정보를 온라인 물류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통제한다.
영국의 도로에서 운행 중인 500만 대의 상용
차량이 대부분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지만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들은 고객 등
필요한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배송 과정이 길어져 불필요한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배달 중 정보의 부재와 통제의 어려움
으로 연간 50명이 사망하며, 배달 과정과 관련된
중상자가 2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간 500명이 대형 트럭에 의해 사망하는

주행, 배출 및 폐기물의 감소이고, 둘째로 안전,
효율성 및 협력의 증대이다. 드라이버넷은 중소
기업이나 마이크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저비용 안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버넷 애플리케이션은 운전자에게 적재함
또는 ‘승차장’으로 배달 운전자를 안내하는 스마트
내비게이션(주차장 입구와 같은 대략적인 장소가
아닌 정확한 위치를 제공), 고객에게 배송을 조정
하고 가능한 가장 안전한 사이트 조건을 지원하는
실시간 경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류유통업계의 주요 이슈는 첫째로 불필요한

로이드 앱으로서, 어떤 고객이나 인터넷 사이트
보다 더 스마트하게 운전자와 연결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드라이버넷의 스마트패스(SmartPass) 기능은
사이트 입력 프로세스를 빠르게 추적하는 기능
12) 자료: https://innovateuk.blog.gov.uk/2017/08/25/
connecting-a-fragmented-logisticsindustry.

- 55 -

으로 최근 테스트를 받았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창고 밖에서 대기하는 화물차의 시간을 2∼3분
에서 단 7초로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대기열과 엔진 공회전 방지로 분당
0.23㎏의 CO2 배출량이 절약된다.
드라이버넷은 2만 5천 파운드의 교통부 혁신
R&D 보조금과 이노베이트 유케이(Innovate UK)의
공동 자금 10만 파운드를 지원받았다.

과거 독일에서는 독일 교통법의회(Deutscher
Verkehrsgerichtstag: VGT)14)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법철학적 관점에서 용인되는 법적인
책임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이후

2015년

독일

교통법의회의

상임위원회

(staendige Kommission)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이 안전의 개선과 도로교통의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Deutscher Verkehrsgerichtstag 2015).

참고자료
Innovate UK admin. 2017. Connecting a fragmented logistics
industry. https://innovateuk.blog.gov.uk/2017/08/25/connectingafragmented-logistics-industry/ (2020년 10월 5일 검색).

이후 2015년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이 연방
정부(Bundesregierung)에 자율주행자동차의 테스트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Krempel 2015),

독일

2016년 1월에는 독일 교통법의회에서, 6월에는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독일 교통안전상원(Deutscher Verkehrssicherheitsrat)

다임러(Daimler) 회사에 따르면, 독일은 2017년
통합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인 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국가이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자율
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독일 내 자동차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며, 자율주행 관련 개선안도 이끌고 있다.
독일의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온 법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서 자율주행과 윤리에 관한 포럼이 열렸다. 해커
공격에 대비한 데이터 보안의 보장,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도로의 개선 등이 논의되었고 특히, 고전적
으로 지적되었던 사고가 불가피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다뤄진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Deutscher Verkehrssicherheitsrat 2016).
<표 1> 자율주행 5단계15)

<그림 1> 자율주행13)

이때까지의 논점을 바탕으로 2016년 여름부터
독일연방교통청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핵심 사안은 운전자의 교통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었으며 초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13) 자료: Schweigh 2017.

14) 매년 열리는 도로교통법 의회로서 약 1500명에서 2천 명의
교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사임
(https://www.deutscherverkehrsgerichtstag.de/).
15) 자료: Deutscher Bundestag 2018, 4; Steph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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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시스템이 요구하는 경우 컨트롤을 넘겨받을

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새로운 협약이 필요

수 있도록’ 운전석에 앉아 항상 ‘운전을 할 수

하다고 다임러 회사는 주장한다.

있는 준비(Wahrnehmungsbereit)’ 상태로 있어야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아우디(Audi), 다임러

한다. 즉,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Daimler), 베엠베(BMW), 폭스바겐(Volkswagen)을

‘최소한의 주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포함한 독일의 자동차산업 전반의 기술발전과 이를

비행기 조종에서 사용되는 차량제어 형태와 비슷한

뒷받침하는 독일 내의 법적 제도의 개선이 지금

것으로 평가되었다(neues deutschland 2016).

까지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독일의 자동차산업을 이끄는 회사 중 한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점과 독일 내부의 목소리

곳인 다임러(Daimler AG)의 질긴 요구로 연방정

사이에서 독일이 어떻게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부는 2017년 1월 특정 조건하의 도로에서 자율

위해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행이 가능하다는 개정안을 결의하였다(Fluhr 2017).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Strassenverkehrsgesetz)
개정안은 3월에 발의되어 5월에 발효되었다. 이로써
독일에서는 “높은 수준의 또는 완전히 자동화된
주행 기능을 통한(mittels hochoder vollautomatisierter Fahrfunktion)” 자율주행 시스템은
허가를 받았다(Knig 2017, 125). 통과된 법과
더불어 2017년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람들의
보호가 가장 우선시되는 규정이 채택되었으며 법적인
제도와 윤리적인 문제는 통합되어 투명성, 자치권
(Selbstbestimmung), 정보 보안이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전자, 소유자 및 제조업체의 세 기둥 모델
(Drei-Säulen-Modell)이라는 새로운 형태도 도입
되었다(Daimler 2020년 10월 3일 검색)16). 이외
에도 법이 통과된 이후 아직까지 블랙박스를 비롯한
정보와 관련된 규제들이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독일 내의 법적인 제도는 마련해왔지만
1968년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협약이 체결될 당시만 해도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한다는 전제하에 운전이 가능한 점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에서 자율주행
16) https://www.daimler.com/innovation/case/autonomous
/rechtlicher-rahm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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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맺었으며 이 경우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상황을

프랑스의 내일을 준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투자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차량에 보충되어야 한다고

프랑스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프랑스 공공

공공투자은행 관계자는 밝혔다.

투자은행 베페이프랑스(Bpifrance)는 혁신이라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주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들을 전망하고

“국제적 인증 및 승인제도에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이

있다. 교통, 식품, 건강, 소비하고 일하는 행태

이루어져야 하며 프랑스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등에 관해 내부 전문가와 외부의 해당 분야 생태계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표준을 정하는 작업이 선행

담당자를 초청하여 각 분야를 진단하고 향후 대응

될 때 좀 더 지속가능한 기술의 기반 위에서 프랑스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큰 관심을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콩베트

모은 주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이다. 경제위기로 자동차

책임자는 말했다. 국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산업의 타격이 큰 가운데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승인절차 통일은 일련의 규정과 안전을 보장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육상교통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민간기업 위탁

지금까지 자동차산업에 투입된 정부의 보조금은

세람(UTAC-Ceram)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1억 5천만 유로이다. 프랑스의 미래자동차 개발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기존 자동차업체와

필요한 혁신과 연구, 개발을 보조하는 비용이다.

스타트업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무인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

운전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도 종합적이면서

하고 있는 업계에 희소식이다. 에두아르 콩베트

빠르게 위험 상황에 대처하여 학습하는 단계를

(Edouard COMBETTE)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줄이도록 하고 있다.

투자 책임자는 “현재 프랑스는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업계와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운전자와

업계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자동차업체 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책임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에서는 규정상의 보험문서를 수정할 것 없이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의 범주가 커질수록 국가

적용되고 있는 바댕테르 법(Loi Badinter)을 적용

및 국제적 차원의 통합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면 된다. 형사책임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사용

자율주행자동차는 머지않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책임소지를 가리기 위하여

현실이 될 것인데 이미 구글은 운전자 없이 600여

기록된 데이터를 검사해야 한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대의 자동차를 일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오늘날

운전자와 자동차업체, 또한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

프랑스에서도 해외 여러 나라와 같이 자율주행

개발사 간의 책임 배분을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자동차의 실험이 가능해졌다. 프랑스에서 자율주행

공공투자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툴루즈(Toulouse)에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상품(카메라, 전파 탐지기 등)

있는 이지10(EZ10)사로 100% 무인으로 운행되는

분야에는 대기업인 푸조(PSA)사와 하청기업들,

전기 셔틀버스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동일 분야에서

공공교통수단 개발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있다. 이 분야는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 두 부분이

나브야(Navya)사는 케올리스(Keolis)사와 파트너십을

교차하는 분야로 프랑스가 비교적 강한 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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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 상품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5년 혹은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에 달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Bpi France. 2020. Demain, les véhicules autonomes: quels
enjeux règlementaires? 6월 12일.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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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계획과 연계된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초고령화와 청년층의 이촌향도가 가속화되면서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고 실제로 이미
현실화된 곳도 속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기존의
지역경제 및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 계획’이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등 국토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17). 방법론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신기술 도입과 교류
거점 확대, 지역의 매력 발굴과 홍보 등을 주요
대책으로 꼽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소규모 도시와
산간 마을의 쇠퇴를 막고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더라도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에 일본정부는 ICT를
활용하여 당면한 문제, 즉 초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러한 문제지역 간 교류 단절을 완충할
수 있는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1.지방창생수단으로서의 자율주행차량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가 이뤄지거나
운행을 앞두고 있는 해외에 비해 일본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산간지역에도 자율주행차를 도입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간지역
무인 셔틀차량은 그 대표적 사례로 마을과 ‘미치
노에키(道の駅)’를 잇는 교통 인프라의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国土交通省 2020).
‘길의 역’이라는 뜻의 미치노에키는 마을에 인접한
국도나 고속도로변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휴게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이다. 기존의 휴게기능에
더해 지역 홍보관이나 관광안내소, 특산품 매장,
여가시설, 주민 행정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
관광 및 경제진흥, 행정편의를 도모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곳은 외지인과 지역주민, 주민과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왕래가 편해야 하는데 자율주행차량은 마을과
미치노에키를 잇는 최적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물류 측면에서도 노동력 부족과 운송기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율주행차가 거론된다
(国土交通省 2018).
이에 착안하여 국토교통성과 NEC, 히타치 등
관련 기업이 전국 18곳의 마을-미치노에키 구간에서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그림 1> 참조).
산간지역에서의 주행공간 확보 및 도로호환성
검증, 운행관리 시스템 검증, 사업관리 실시체제
검증, 대중교통망과의 연계성 확보, 사업 경제성
및 지속가능성 검증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발견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수집된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 성능
으로 끌어올리고 스마트 도로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国土交通省 2018; 会田2019).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서 무인 셔틀차량이 머지않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17) [월간 국토] 2020년 1, 2월호 글로벌정보 일본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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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율주행 실험에 사용된 무인 자율주행차량18)

2. 자율주행기술을 뒷받침하는 국토교통성의 활동
이처럼 해외사례에 비춰봐도 보기 드문 시골
산간지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운행 시도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지리공간 기반 조성 정책 등 국토교통성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 국토교통성은 2020년 9월
호에 소개한 ‘미치비키(QZSS)’ GNSS 항법위성
운용을 포함하여 산학관 보유 지리공간 데이터를
통합한 ‘G지리공간센터’ 서비스 개설, 오픈데이터
및 빅데이터 연구지원 등 지리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토
지리정보의 선진화를 진행하는 이른바 ‘국토 정밀화’로
자율주행차량 맵핑(mapping)의 정교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国土地理院 2017).

<그림 2> 자율주행 BRT 버스 실증실험 모습19)

2016년에는 국토교통성 내에 ‘자율주행차 전략
본부’를 설치하고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와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실증실험 및 응용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G7 회원국의
교통장관과도 정기적인 회담을 열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작년에는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하여
국도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엔 빠르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로에 유도장치를 매설
하는 방식의 자율주행 BRT(Bus Rapid Transit)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조).
국토교통성은 장기적으로 마을-미치노에키를 넘어
도시와 마을을 잇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물류 측면에서는 주문한 상품을 미치노에키로
배달받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민 필요
시설이 집약된 미치노에키가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동시에 물류창고 역할도 하는 것이다. 굳이 장바구니를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고도 매장에서 상품을 고르고
요청만 하면 잠시 후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배달
해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무인
배달 시스템이 도입되면 고령층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国土交通省 2019).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도로 및 차량의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실증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중에 일부지역
내 Level 4 자동화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완전한
Level 4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国
土交通省 2016).
시사점
일본은 일찍부터 자율주행기술을 공학적 관점을
넘어 초고령화와 지역 활성화라는 과제와 지리
공간정보 고도화라는 국토계획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역교통 인프라 개혁과도 연계하여 이 과정
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향후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사업 전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

18) 자료: https://www.mlit.go.jp/common/001293996.pdf.
19) 자료: https://jpn.nec.com/press/201911/20191108_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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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율주행기술 및 노하우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2019), ‘한국판 뉴딜’ 계획을
통해 자율주행차량 기술개발에 1조 원 이상 투입
하기로 하는 등 이 분야의 강자가 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정책브리핑 2020). 국토교통부도 자율
주행 가이드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범운행
구역을 지정하는 등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토교통부 2020). 다만 기술적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확장시켜
나갈지에 대한 설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 문제와 사회 문제, 치열한 기술 경쟁의
벽 앞에서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국토 및 교통계획,
나아가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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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스마트 시티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디지털
생태계 경쟁력 강화
1. 카탈루냐 클러스터 정책
카탈루냐의 클러스터 정책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92년 시작된
카탈루냐 클러스터의 초기 정책목표는 클러스터를
목표가 아닌 도구로 이해하는 비즈니스 경쟁력의
향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클러스터 정책은
국제 모범사례를 따라 변화하였다. 마이크로 클러스터,
즉 강력한 영토적 뿌리와 좁은 비즈니스 정의를
가진 클러스터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단계를
지나 더 넓은 영토적 범위와 전통적 가치사슬뿐
아니라 최종 시장, 전략적 옵션 또는 공통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정의된 보다 횡단적인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모델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카탈루냐
주정부는 클러스터 정책을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카탈루냐의 클러스터
조직생태계를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카탈루냐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클러스터 기반의 경제개발 정책 모델은 기업의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채택하는
개별 전략과 기업이 경쟁하는 환경의 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모든 기업은
해당 분야와 운영하는 기술에 관계없이 전략적
차별화 요소를 확보하면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으며 생산요소의 품질, 관련 및 지원산업, 동일한
부분의 경쟁 구조 및 정도와 같이 품질을 결정
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다면 적절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서구경제는 기술 변화의 속도, 시장의
세계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즉 운영방식의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산업 모델의 변화라는
세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 도전과
관련하여 카탈루냐 주정부는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두 번째 도전과 관련하여 국제화 정책을, 세 번째
도전과 관련한 가장 적절한 도구로 클러스터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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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변화, 경쟁에 앞선
협력, 비기술적 측면의 혁신을 중심으로 구체화된다.
카탈루냐 클러스터 정책의 주요 목적은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공공
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전략적 대화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클러스터를 달성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클러스터 조직관리의 우수성
향상을 위해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기회의 창출, 협력적 연구개발의 촉진, 자금조달
및 수요의 고도화와 같은 활동 라인을 통해 구성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116개 기업과 20개
단체, 2개의 미디어, 11개의 대학 및 기술센터
등 총 149개의 구성원이 도모티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지능형 기술 클러스터인 도모티스는 조명 클러스터인
Cicat, 태양 에너지 클러스터인 Solartys, 셀,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연합인 Aepibal과 함께
Secartys 클러스터 생태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지원 클러스터(Escp-Sc)인
Cyber Secure Light의 일원이다.

2. 카탈루냐의 주요 클러스터
카탈루냐의 클러스터인 ‘클러스터 디지털(Clúster
Digital)’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디지털 혁신 부문의
클러스터이다. 이 클러스터의 목표는 도구, 경험
및 지식공유를 통해 혁신과 연구를 촉진하여 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클러스터 구성원 간의
기술 이전, 네트워킹, 정보 보급을 효율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6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73%는 중소기업, 15%는 기술
센터·연구센터 및 대학, 12%는 대기업이다. 여기서
대기업은 총매출액 5억 유로 이상과 1만 5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카탈루냐 클러스터는
유럽연합 지원 클러스터(ESCP-4X)인 ‘스마트 시티
클러스터(Smart CT Clusters)’의 일원이다. ‘스마트
시티 클러스터’는 스마트 클러스터링을 통해 스마트
시티 패러다임과 관련된 클러스터 간의 관계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시티 모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이동성, 에너지, 환경 및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는
협업 네트워크의 기반을 구축한다. 생산조직의
협업과 지식의 전달 및 새로운 가치사슬의 생성을
통해 서로 다른 관련 영역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차 영역 및 교차 지역의 이니셔
티브를 촉진하는 네트워크이다.
카탈루냐의 클러스터인 ‘도모티스(Domotys, Home
&Building Automation and Smart Cities)’는
지능형 기술 클러스터로 주택, 스마트 빌딩, 도시
및 4차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조직들이 모여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 클러스터의 목적은 비즈니스

3. 디지털 산업에서 클러스터 형성의 필요성과 시사점
한국의 클러스터는 미니 클러스터 형태로 진행
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또는 기술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혁신적인 경제와 안정된 거시경제 및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한 한국 클러스터의 주력 분야는
농식품·의료·화학·기계 및 자동차 산업이다.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야는 녹색기술 산업 분야로
이미 많은 유럽의 클러스터 및 중소기업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 디지털 산업은 새로운 산업 분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다.
전략적인 클러스터 정책을 통한 디지털 산업 분야
생태계의 역량 강화는 디지털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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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11월)
(단위 : 백만 원)
구분

차수

발 주
심 의

업

명

사 업 개 요

가락119센터 강남농수산

․ 지하1층/지상6층

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 연면적 3,552.5㎡

181 구기터널 제연설비 설치

․ 구기터널 방재설비

171

용 역

사

185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188 불광천 수질개선 시설정비

․ 고가차도 철거: 폭 15m 연장 425m

173
176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용산구립 치매안심마을

심 의

183
184
193

채택
조건부

(330)
18,664

채택
조건부

수질 모니터링 평가

․ 휴게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

(600)
1,915

(77)
․ 신호(운전), 전력, 통신, 설비(기계, 1,623,916

정밀안전
진단심의

179

180

조건부
채택

(광장부문)
물푸레근린공원 조성

․ 역사·시민광장 조성 등

(5,400)
1,915

채택
조건부

(77)
15,272

채택
조건부

1~9호선 지능형 SMART

2020년 정릉터널
정밀안전진단
보광배수지 외 14개소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조건부

․ 연면적 5,296.99㎡
(555)
채택
․ 신호(운전), 전력, 통신, 설비(기계, 1,623,916 조건부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양재배수지 등 2개소

․ 진단: 양재, 내곡, 내곡올림터

정밀안전진단

․ 점검: 방배, 서초, 방배올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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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485)

채택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조건부

(94)

토목

토목

전기

채택
조건부

․ 지하2층/지상4층

기계

재심의

(590)
45,543

․ 휴게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

건축

조경

․ 연면적 6,538.01㎡
․ 연면적 70,221.79㎡

(재심의)

비고

재심의

공영주차장 건립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재심의) PSD)분야 관제시스템 통합 구축 (3,531)
방화수문 외 3개소
․ 방화수문, 염창2호수문,
175
(210)
정밀안전진단
행주IC수문, 상사4호수문
177

채택

마장축산물시장

신축

198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
201

(603)
4,603

PSD)분야 관제시스템 통합 구축 (3,531)
20,025
․ 연면적 7,422.23㎡
(609)
1,500
․ 무장애 숲길 조성 등
(51)
․ 지상5층
15,800

178 봉산 무장애숲길 조성
설 계

심 의
결 과
조건부

․ 교차로 개선: 6지 → 4지
(1,185)
․ 하천 건강성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
․ 토구형 소규모 CSOs 처리시설 설치

172 물푸레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용역비)
11,988

채택

건축
조경
건축
조경
조경
건축
전기
토목
토목
토목

토목

구분

차수
182

186
189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190

32

36
42
설계경제성

사

업

명

일원본배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사 업 개 요
․ 진단: 일원본배수지, 일원본올림터
․ 점검: 삼성·수서·봉은배수지,

조건부
(75)

채택

419배수지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정릉천2복개구조물

쌍문1아리수올림터
․ 연장 2,466m

(64)

채택
조건부

정밀안전진단
새로운 광화문광장

․ 폭 20.4∼39.3m
․ 연면적 70,221.79㎡

(401)
45,543

채택
조건부

조성(광장부문)

․ 역사·시민광장 조성 등
․ 콘크리트 단면복구 3,665㎡

(5,400)

채택

잠실수중보 보수보강

․ 균열보수 819.7m

상계동 125번지

․ 가동보 세굴방지 보호공 설치 5,755㎥
․ 체육시설 34,760㎡

9,880

생활체육시설 조성
마장축산물시장

․ 도로개설: 폭 10m, 연장 78m
․ 지상5층

(702)
15,800

공영주차장 건립

․ 연면적 6,538.01㎡
․ 지하2층/지상4층

(590)
15,272

․ 연면적 5,252.21㎡
․ 교량 철거 후 재설치

(555)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

46

수유교 재설치

(VE)심사

․ 폭 8.0m, 연장 56.0m
→ 폭12,0m, 연장 57.1m
․ 교량 철거 후 재설치

52

심 의
결 과

삼성올림터
․ 419배수지, 수유5배수지,

43

47

사업비
(용역비)

신창교 재설치

AI 지원센터 건립

․ 폭 14.0m, 연장 47.0m

조건부

8,693
(273)

6,540
(100)
5,960
(100)

→ 폭 14,0m, 연장 47.0m
․ 지하1층/지상7층

31,656

․ 연면적 9,979.84㎡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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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토목

토목
토목
조경

-

토목

-

토목

-

건축

-

건축

-

토목

-

토목

-

건축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0년 11월)
(단위 : 백만 원)
심
기 간

분 야

사

업

사

현

황

명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건

축

서소문청사 1동 사무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등 14건

7,903

7,781

교

통

서울 관문도시 조성(석수역 일대)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 4건

4,350

4,348

기계설비

장지공영차고지내 버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설계용역 등 7건

1,985

1,953

도

도로관리 빅데이터시스템
구축(3-1단계)용역 등 9건

2,734

2,671

도시계획

정비사업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 11건

3,812

3,810

상하수도

행당-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2건

11,058

11,030

소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기계
설비공사 소방시설 변경설계 용역 등 2건

43

43

전기통신

2021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등 7건

787

787

정밀진단

2기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
젝트 대상지 구조안정성 검토 용역 1건

19

18

45

43

로

방

2020.11.

조

경 북촌 쉼터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 1건

지 하 철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검토용역 등 7건

11,484

11,484

하

천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 5건

998

998

기

타

마곡구역 미매각부지 소음검토 용역 등
26건

2,645

2,622

계

116건

47,863

47,588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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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세상
국가기술자격 정보

시사상식 용어
데이터 댐(Data Dam)

< 2020년 제3~4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9.4.~9.10.

필기시험
필기
합격예정
시험
자 발표
9.19.
∼27.

10.8.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데이터 댐(Data Dam)은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을 담당
하는 디지털 뉴딜 5개 대표과제 중 하나이다.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
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을 두고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를
모든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데이터 집합체계
사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데이터 댐의 주요 내용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30개), 공공 데이터 개방(14만 2천 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1,300종), 5G 이동통신
전국망 확산(세액공제 등 민간투자 인센티브)
및 융합 서비스(디지털 콘텐츠, 자율자동차 등)
개발 지원, AI 융합 활용 고도화를 위한 공공
서비스 분야 AI 프로젝트 추진 및 관련 기본법제
정비로 구성된다.
과거 미국 대공황 시대의 ‘후버댐’ 건설은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손꼽힌다. 댐 건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와 더불어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과 관광산업, 도시개발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사례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댐도 이와 유사하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사업 등을 통한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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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시험 발 표

11.28. 12.24.
9.8.~9.11. 10.11.~10.20. 10.23. 10.26.~10.29. ~12.13. ~12.3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www.q-net.or.kr]

[그림 1] 데이터 댐 개념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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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69호), www.krihs.re.kr]
2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