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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1. 서언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생명 위험과 함께 경제적 몸살을 

앓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사전 예방단계를 넘어선 확대방지에 목적을 두고 기본 

수칙만을 강조(마스크 쓰기, 손씻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각종 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전에 방재계획을 세워 그 절차대로 이행하여 인명, 

재산 및 목적구조물의 사용 등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스위스 고타드 터널

화재(2001.10.24., [그림1])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2003.02.18., [그림2])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았을 

때 기록에 남을만한 전 세계적인 뉴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도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해가 만일 터널 및 지하공간(Tunnel & Underground Space, 이하 “터널”)에서 발생하면 

사업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사고 후의 처리계획이 아닌 종합방재계획(투자)을 세워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그림1] 고타드터널 화재
→ 화물차량 정면충돌

[그림2]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 방화당시 전동차 내부

》  칼  럼

 터널 방재 및 최신기술동향

   황 제 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에스코컨설턴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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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재의 기본

 국가나 개인이 재해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①1단계 사고예방, ②2단계 초기대응, ③3단계 

피난대피, ④4단계 구조활동 그리고 ⑤5단계 확산방지의 종합계획을 통해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Gotthard 터널설계자, Prof. Ing. Sebastiano Pelizza1)).

 요즘 환경 및 민원적인 측면에서 지상 공간 활용보다는 교통 및 수송시설, 저장시설, 지하 및 생활 

공간개발 분야에서 터널이 주력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교통시설(도로, 철도 및 도시철도 등)이 장대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장소에서의 재해는 치명적인 인명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형터널 방재

계획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아무리 좋은 터널구조물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사전 

대책이 없거나 미흡하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대형사고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방재계획은 필수적이며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반드시 법적으로도 의무화하여 조치해야 한다.

 터널은 사용목적에 따라 철도터널, 도로터널, 수로터널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도로터널의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발생 확률이 높아 특히 방재계획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도로터널의 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방재계획 흐름도는 그림3과 같으며, 터널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터널 

내 안전을 우선으로 터널 화재 시 행동요령[그림4]을 사전에 계획하여 국민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그림3] 방재계획 흐름도(예)

1) 이탈리아, 국제터널협회 전 회장



- 4 -

[그림4] 터널 화재 시 행동요령

3. 도로터널 방재계획

 터널은 사용목적에 따라 종류 및 형태가 다르지만,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도로터널의 경우 화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재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사고예방

 사고예방의 개념은 터널의 구조적인 측면과 교통시스템 등 예방을 위한 시설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운영 및 법적인 규제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대책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터널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사고예방대책은 비상차로 확보[그림5]와 비상주차대 설치[그림6]가 있으며 

교통시스템에 의한 사고예방 대책은 대규모 조명 시환경 개선[그림7]이 있다.

[그림5] 비상차로 확보 [그림6] 비상주차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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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대규모 조명 시환경 개선

 2) 초기대응

 초기대응의 개념은 화재 초기 자기구조단계에서 

위험상황에 처한 인명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신속한 대피 및 대피 유도에 중요성을 

두어 계획하여야 한다.

 차량 화재 시에 최대화재강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10분 정도로 비교적 짧으며, 초기대응 수단으로 

옥내소화전이 있으며 초기 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소화기[그림8]는 터널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적정 용량의 제연설비에 대한 설치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계획해야 한다.

 3) 피난대피시설

 피난대피시설의 개념은 화재 및 기타 재해 등의 비상 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이며, 터널 이용자가 현장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대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피난대피소는 안전지대 및 대피공간을 확보[그림9]하고 화재터널과 격리된 안전시설[그림10]을 구축

해야 하고 피난대피시설은 시인성을 확보하여 대피인원, 대피소요시간 및 화재확산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해야 한다.

[그림8] 화재 시 사용 소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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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안전지대 및 대피공간 확보 [그림10] 화재터널과 격리된 안전시설

 4) 구조활동

 구조활동의 개념은 사고의 확대 방지를 위해 소방대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차로 확보와 

비상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시설설치[그림11]도 선행

되어야 하며,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설비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또한, 시설관리자 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구조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

되어야 한다.

5) 화재확산방지

 화재확산방지의 개념은 화재의 확대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으로 터널이 장시간 폐쇄되는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소화 및 활동을 위한 방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화재초기단계에 터널 전방 500m 이내에 차량진입차단막[그림12]을 설치하고 터널 내로 차량진입을 

우선 금지하여 피난 대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한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터널 내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 방재 시설 간의 연동관계나 관리 및 운영체계 등을 충분히 고려한 데이터 수집장치와 감시장치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시감시체계가 가능한 관리사무소[그림13]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11] 비상차량 진입 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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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차량진입차단막 [그림13] 상시감시체계 (관리사무소)

4. 최신기술동향

 최근 국내 최초로 한강하저 도로터널을 설계한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 제2공구 한강터널에서는 신개념 

하부대피시스템 도입을 통한 터널방재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강터널은 세그먼트 외경 13.5m의 대단면 쉴드 TBM을 이용한 원형단면의 터널로서 세그먼트라이닝 

철거 시에 접속부 안정성이 저하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대인용 피난연결통로 대신 신개념 하부대피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신개념 하부대피시스템은 비상 시 피난슬라이드(C.T.C 80∼100m)를 통해 안전한 

하부공간으로 대피하는 시스템[그림14]으로 대인용 피난연결통로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고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시 대피시나리오[그림15]를 계획

하였다. 또한 차량 정체 시에도 하부공간을 통해 구난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므로 정상적인 구급활동으로 

빠르고 안전한 응급환자 긴급구난이 가능하다.

[그림14] 신개념 하부대피시스템 [그림15] 비상시 대피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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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아쿠아라인에서는 일방향 피난슬라이드를 통한 하부대피시스템[그림16] 적용사례가 있으나, 

한강터널은 일방향 피난슬라이드를 양방향 피난슬라이드[그림17]로 개선하여 신속한 대피를 도모하였다. 

피난슬라이드는 긴급대피가 완료된 후 자동으로 닫히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여 유독가스의 유입을 

차단하였다.

[그림16] 일방향 피난슬라이드(아쿠아라인, 일본) [그림17] 양방향 피난슬라이드

5. 결언

 아무리 훌륭한 방재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먼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 함은 물론, 진원지로부터 즉시 탈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설은 국가에서 정한 방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방재시설물(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을 사전 계획하여 설치해야 하며, 설치 간격이나 설치 

장소 등은 명확한 시인성을 고려하여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가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를 사전에 방지

하거나 초기에 확산방지 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개인은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선진국형 

사고방식으로 책임 있는 자기관리(안전운전 및 법규준수)를 통해 재해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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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광진구-KT, 구의역 일대를 

5G ‘스마트재생’ 테스트베드로 본격화

 서울시가 광진구, ㈜KT와 함께 구의역 일대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5G를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기술시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스마트

재생’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구의역 일대 18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따른 

것이다. 인접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내 ㈜KT가 

조성 예정인 ‘ICT 첨단업무복합개발사업’과 연계

해 ‘스마트재생’이란 방향을 정하고, 실행단계를 

밟는 것이다.

 구의역 일대에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AR(증강

현실)·VR(가상현실) 같은 콘텐츠 제작부터 편집, 

체험, 유튜브 촬영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앵커

시설인 ‘초실감 제작 플랫폼’이 들어선다.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창업자, 유튜버들이 이용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구의역 일대 음식문화거리인 ‘미가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R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안내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하철 역사 내에 증강

현실 체험 공간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인근 주택가엔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CPTED) 같은 스마트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공공과 기업이 연계해 6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역상생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협의체와 

광진구 의견을 청취하고, ㈜KT의 컨설팅·자문을 

받아 올해 7월까지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상권 침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재생’을 

통해 5G 관련 분야 스타트업 성장 환경이 조성

돼 일자리가 창출되고, 젊은층 유입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진구, ㈜KT와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2020.12.2.)’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

은 ▴5G 관련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 구현 및 

일자리 창출방안 ▴음식문화거리와 주거지 일대 

실현가능한 스마트 환경 조성방안 ▴지속가능한 

도시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방안 마련 등 분야에 

협력을 약속한다. 세부사항은 각 기관이 상호 협의

해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위 협력분야의 시동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KT컨설팅센터에서 맡는다. KT는 구의역 일대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으로 수립 중인 첨단사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정부기관 공모사업 등에도 공동

으로 참여한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시·구 차원에서 필요한 업무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한다. 지역자산 발굴을 

통한 실행력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02)2133-8438〕

〔광진구 도시재생과 (02)450-7034〕

서울시, 균형발전 이끌 15곳 ‘동네단위 

발전전략’ 발표…총 4,323억 원 투입

 서울시가 15곳의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에 해당하는 ‘실행방안(Action 

Plan)’을 수립했다.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3∼5개 

동(洞) 단위의 공간인 지역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동네단위 발전전략’이다. 

 2030년까지 총 4,323억 원(시비 2,620억 원, 

구비 1,649억 원, 국비 54억 원)을 투입, 중심지 

육성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확충 등 총 40개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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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2년부터 사업효과를 가시화

한다는 목표다. 

 앞서 2019년 9월 5개 지역생활권(강북구 미아, 

중랑구 면목, 은평구 응암, 구로구 오류·수궁, 금천구 

독산)에 대한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어, 2020년 15개 지역생활권을 추가하여 

총 20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맞춤형 도시계획이 

본격화된다.

 15개 지역생활권은 ▴동북권 6개(성동구 금호·

옥수, 광진구 자양, 동대문구 청량리, 성북구 정릉, 

도봉구 방학, 노원구 월계) ▴서남권 5개권(양천구 

목동2, 강서구 화곡1, 영등포구 대림, 동작구 노량진, 

관악구 낙성대) ▴서북권 2개(서대문구 홍제, 마

포구 합정·서교) ▴동남권 1개(강동구 천호·성내) 

▴도심권 1개(용산구 후암·용산)이다.

 총 116개 지역생활권 중에서 낙후도, 잠재력, 

지역 안배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 발전이 

필요하고 잠재력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되는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려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서울시는 각 지역생활권별로 필요한 사업을 ①

지역 자족성 강화 ②생활서비스시설 확충 ③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총 40개 

사업을 구체화했다.

 지역 자족성 강화가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거점이 될 중심지(지구중심) 

발전·관리방안(7개 사업)을 마련했다. 도서관, 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은 

생활SOC를 확충(19개 사업)한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이 필요한 

지역엔 보행환경 개선, 창업지원시설 조성 등 맞춤형 

사업(14개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지구중심 발전·관리 방안’은 역세권, 주요 

도로변 등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중심지(지구중심)를 

육성해 자치구 단위로 활력을 확산하는 계획이다. 

월계(노원구), 화곡1(강서구) 등 7개 지역생활권

에서 추진한다. 

 월계 지역생활권(월계 지구중심)의 경우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광운대 

등 인근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지원시설을 도입한다. 

화곡1 지역생활권(까치산 지구중심)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통해 까치산역 주변 상업·업무시설의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둘째, 생활SOC 확충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적재적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보행이용 및 공급불균형 분석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19개 시설을 확정했다. 

 지역생활권계획에서는 7개 유형(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을 분석해 필요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자양 지역생활권과 대림 지역생활권은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합개발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청량리 

지역생활권은 2023년 이전 예정인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충한다. 

 셋째, 지역맞춤형 사업은 생활권계획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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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역발전구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4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창업지원시설 확충 등 주민과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의견을 촘촘히 반영했다.

 후암·용산 지역생활권은 남산공원과 가까운 소월로를 

보행특화거리로 조성하고, 합정·서교 지역생활권은 

절두산 성지, 양화진 옛터 등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한 

합정동 일대를 재생해 명소화를 유도한다. 낙성대 

지역생활권은 서울대의 우수 인재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클러스터인 ‘S밸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번 실행방안은 각 지역별 현안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생활권별로 30∼70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 시·구 의원,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동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자치구 및 서울시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172개 

관리사업을 선정했고 그 중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40개의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했다.

 전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구 재정과 더불어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의 경우 개별적·산발적

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설 간 복합화를 유도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

한다. 시설 간 복합화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비 

지원기준 등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9년 수립한 5개 지역생활권과 

2020년 수립한 15개 지역생활권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62개 지역

생활권에 대한 실행방안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02)2133-2596〕

서울시, ‘여의샛강’ 생태계 복원… 

도심 생태탐방 명소 탈바꿈

 올해 11월이면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이하 여의

샛강)이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생태 탐방 명소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여의샛강 내 버들광장은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낸 후 실개천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관찰데크도 만들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쉴 수 있도록 한다. 경사로와 

횡단교량도 새로 만들고 수질오염저감시설도 설치해 

여의샛강을 청정 생태계의 보고로 만든다. 

 서울시는 일부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여의샛강의 

생태계를 복원·보전하는 하천환경 개선공사를 올해 

11월 완공 예정이다. 여의샛강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보호하는 운영방식을 통해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2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호) 등이 

차례로 발견되었으며, 작년 7월에는 멸종위기 관심

대상인 ‘두꺼비’가 확인되어 여의샛강의 생태적 

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버들광장은 콘크리트 포장을 없애고 한강 물을 

유지용수로 활용한 실개천을 새롭게 만든다. 실개천 

주변에는 약 19,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관찰용 목재데크를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생태탐방 공간을 

만든다. 광장 입구에는 파고라(정자)도 설치해 

자연 속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의샛강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주변 약 3,000㎡에는 

38,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완충녹지를 조성한다. 

인접한 올림픽대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

먼지를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여의샛강공원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

성모병원 부근에는 지그재그 형태의 경사로를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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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보행약자의 

이용편의를 개선한다. 시민들로부터 설치 요청을 

받은 지점에는 계단 2개를 신설하고, 보행로가 

전무해 여의샛강에 가려면 한참을 돌아 가야했던 

상류지역에는 횡단교량을 설치해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식생수로2)와 비점오염저감시설3) 27개소를 

설치해 강우 시 올림픽대로에서 여의샛강으로 유입

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을 차단할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02)3780-0683〕

서울시, 2022년 중랑천 응봉유수지에 

한강 수질개선 ‘저류조’ 신설

 서울시는 성동구 응봉유수지 지하에 비가 많이 

내릴 때 미처 정화되지 못한 고농도 하수(빗물+

오수)가 중랑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최대 4천톤 규모의 ‘CSOs(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Combined Sewer Overflows) 

저류조’를 2022년 5월 준공 목표로 설치한다.

 이 저류조는 강우 초기 고농도 하수를 임시 저장

했다가 비가 그친 후 물재생센터에 보내는 기능을 

한다. 이후 물재생센터에서 깨끗하게 처리돼 방류

한다. 기존엔 강우 시 하수관로·물재생센터 처리

용량을 넘어 정화되지 못한 고농도 하수(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가 중랑천과 한강에 그대로 흘러 

수질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는 한강 수질개선은 물론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 등 문제를 해결해 

하천생태계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응봉유수지 저류용량(8,400톤)에 더해 

2) 빗물을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여과·정화하는 수로

3)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설

저류조 용량 4천톤이 추가 확보돼 중랑천에 인접한 

성동구 일대 주택지의 침수예방 효과도 거둘 것

으로 전망된다.

<CSOs 처리 현황도>

 서울시는 하천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질

오염총량제4)’ 서울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CSOs 저류조’를 설치해오고 

있다. 이번 응봉유수지 저류조는 앞서 새말유수지

(1,700톤), 가양유수지(1만톤), 양평1유수지(4만

6천톤)에 이어 4번째 설치되는 시설이다. 

 2022년에는 휘경유수지를 착공하고, 2030년까지 

저류조 3개를 추가로 신설하여 총 8개(22.9만톤 

규모)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02)2133-3772〕

〔도시기반시설본부 환경시설과 (02)3708-8782〕

서울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9.7㎞ 전 구간 개통

 서울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매헌지하차도 

수서방향 2개 차로를 개통(2020.11.12.)한데 이어 

반대 방향인 과천방향 2개 차로를 전면 개통

(2020.12.19.)했다. 복공판 철거, 보도 설치, 차도 

포장 등 매헌지하차도 상부복구공사는 올해 9월

까지 완료 예정이다.

 이로써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구룡터널사거리

까지 서울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19.7㎞ 전 구간이 개통됐다.

4) 환경부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지자체별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물질배출량이 할당된 한도 내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 한강수계(서울‧경기‧인천)는 2013년부터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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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선암IC와 염곡동서지하차도

(서초구 양재동) 사이에 위치한 매헌지하차도를 

이용하면 양재IC와 염곡사거리를 신호대기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간섭이 해소되어 양재IC와 염곡

사거리 주변 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개통시기를 

9개월 단축(2021.9.→2020.12.)하였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014년 9월 구룡지하

차도, 2016년 7월 민자구간(금천TG, 선암TG)과 

소하JCT, 호암대교, 우면산고가, 2019년 12월 

금하지하차도, 염곡동서지하차도가 각각 개통되고, 

2020년 12월 매헌지하차도가 개통됨으로써 19.7㎞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그동안 정체가 심한 선암IC(민마루고개)∼양재

대로(염곡사거리) 구간과 양재대로(염곡사거리)∼

선암IC(민마루고개)구간 및 선암IC 진출입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시 도시

계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및 시흥대로와 연계한 

서울시 내·외부 환상형 순환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교통용량 분산을 유도하고 서울시 내·외곽 및 인접

도시간의 균형적 발전이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고속도로과 (02)3708-866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78〕

서울로와 연결되는 7개 길 

‘서울로공공길’로 불러주세요

 서울시가 서울로7017에서 서계동, 중림동, 후암동, 

회현동 등 주변 지역으로 연결되는 총 7.6㎞의 

7개 길의 이름을 '서울로공공길'로 정하고, 모든 

길의 시설물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통합브랜드를 

공개했다. 

 ‘서울로공공(共空, ○○)길’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은 

빈칸을 뜻하는 ‘○○’을 사용해 7개 연결길이 품은 

다양한 가치를 시민이 직접 채울 수 있도록 의미를 

열어놨다. ‘과거와 현재의 풍경, 서울로와 주변 

골목길이 공존하는 길’ ‘함께 채워가는 길’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시각적·공간적 정체성을 고려해 반영하고, 골목

건축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브랜드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탄생했다. 

 브랜드 로고 형태는 ‘시간을 걷는 길’을 콘셉트로, 

두 개의 동그란 원형(○○) 안에 걷는 다리 모양과 

시곗바늘을 형상화했다. 길 위의 발걸음이 다양

하게 변형되면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7개 골목길이 가진 다채로운 특성과 

주변 지역이 품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유연하게 변화하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통합브랜드를 활용해 

안내표식과 관광적 요소, 시각화된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한다. 서울로7017과 연결길, 거점공간을 안내

하는 표지판과 휴게시설, 차양, 조망시설, 편의시설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각 연결길 

별로 실시설계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02)2133-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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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확 넓어진다…성수방면 

3차로 개통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 월계1교∼의정부 

시계까지 총 6.85㎞ 구간 3차로를 완전 개통

(2020.12.30.)했다.

 신설된 도봉지하차도는 성수방면으로 상계교 이전 

본선에서 진입하여 초안산 앞까지 총연장 약 3㎞, 

편도 3차로로 이어져 기존 상계교, 창동교, 녹천교

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 진입로가 변경된다. 

 상계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를 이용하던 

운전자는 자운고등학교 앞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 창동교 및 녹천교를 

통해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을 이용하던 운전자는 

마들로를 통해 초안산(창동주공 17단지) 앞에서 

진입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화재 시 안전을 위한 자동 물분무

시설, 에어커튼, 내화 패널 등  최첨단 방재시설을 

갖추었으며, 환경을 위한 공기정화 장치가 운용

되고 있다.

 시는 교통전환에 따른 혼선 및 교통정체 최소화를 

위하여 올해 5월까지 기존 창동교∼녹천교 1개 

차로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교통전환에 따른 

모니터링 및 전후 교통상황을 비교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는 왕복 4차로로 그 기능이 부족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상습 교통정체구간으로 인식

되어 왔으나, 이번 성수방면 3차로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도봉지하차도가 연장되고 기존 도로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도봉지하차도 상부 마들길을 확장 개통되어 지역 

교통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건설과 (02)3708-2577〕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82〕

서울시, 신림선 도시철도 전동차 반입 

시작…2022년 상반기 개통

 서울시는 ‘신림선 도시철도’ 여의도∼서울대 앞 

7.8㎞ 전 구간을 지하터널로 관통하고 서울시 

최초로 도입하는 고무차륜 전동차를 신림선 도시

철도 차량기지에 반입하여 2022년 상반기 개통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공사는 지질 조건이 열악한 

도림천, 샛강 등 하천은 물론 대방지하차도(영등포구), 

당곡사거리(관악구) 등 노후 구조물 하부로 통과

하는 등 국내 최대의 난공사로 철저한 안전관리 

속에서 2020년 12월 16일 모든 구간 터널이 

관통되었다. 지반분야 전문가 현장점검단을 구성, 

현장점검 및 연석회의를 통하여 난공사 구간의 

안전확보를 위한 최적의 시공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진동과 소음이 적은 고무바퀴로 된 고무

차륜 전동차를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 신림선 차량기지에 2편성(1편성 3칸)을 반입

(2020.12.21.)하였다. 신림선 도시철도 전동차는 

2편성씩 총 6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반입되며, 총 

12편성이 운행된다. 청주에 있는 오창공장에서 

차량기지까지 무진동 트레일러로 운송·반입된다.  

반입 전 고무차륜 전동차의 안전성 및 주행성 

확보를 위해 2020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경산

시험선에서 전동차의 성능 검사, 신호장치와 차량 

간 인터페이스 등 각종 성능시험을 완료하였다.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신림선 도시철도 약 2.1㎞ 

구간(종합관제동, 차량기지, 103∼106정거장)에 

대한 우선시운전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

한다. 우선시운전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한국형 무선기반 신호시스템5)을 적용한 최첨단 

완전 무인자동 운행의 제어 및 주행 등 실질적인 

5) KRTCS: Korea Radio Trai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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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증이 실시된다. 이후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

시운전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 절차 이행하고 

2022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이다.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환경 제공을 위해 초미세먼지 PM-2.5(50㎍/㎥)

까지 포집할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며, 

냉방기 직접 냉방분사방식은 덕트 냉방분사방식

으로 개선한다. 시민안전을 위해 화재감지기, 객실 

및 전방 감시용 CCTV를 설치하며, 중앙 통제실

에서 객실 내부 운행상태 및 주행선로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유사 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 서울대 앞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7.8㎞의 

서울시 2호 경전철로 차량기지 1개소 및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의 정거장이 조성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정관리과 (02)772-7163〕

〔도시기반시설본부 차량과 (02)772-7290〕

서울시, ‘서부선 도시철도’ 본격추진 

…제3자 제안공고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자 제안공고(2020.12.29. 

∼2021.4.27.)를 실시한다. 2021년 상반기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

제안서를 2021년 2월 26일까지 사전적격심사(1단계) 

평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기술부문, 수요 및 가격부문(2단계) 평가서류를 

2021년 4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은평구 새절역

(6호선)에서 명지대, 신촌,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연장 16.2㎞,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부선 도시철도’는 2017년 2월 (가칭)서부경전철

주식회사로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을 받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여 2020년 6월 민간

투자사업의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2020년 10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과 

서울시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최종 확정되었다. 총사업비는 15,203억 원

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개월, 운영기간은 

개통 후 30년이다.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축을 

완성하고, 기존 도시철도(1, 2, 6, 7, 9호선)와 

환승·연계하여 도로교통 혼잡 완화 및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와 KDI 공

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pimac.kd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계획과 (02)77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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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 첫 수립

 서울시가 서울시내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와 연결된 

복합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앞으로 매 2년마다 계획을 

업데이트하며 운영한다. 이번 계획은 2019년 12월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됐다.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합친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천만 인구가 사는 메가

시티로 화재,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유사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한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에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국제

금융센터(IFC) 같은 초고층 건축물6)이 24개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명동 밀리오레 등 지하연계 

복합건축물7)이 175개동으로, 총 199개 건축물이 

분포해 있다. 

 이번 재난관리계획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에 방점이 있다. 시는 실태

점검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재난대응 훈련,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해온 데 이어, 

다각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예컨대, 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전체 건축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이때 

법에서 규정한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축물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6)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7)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천명 이상으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상가로 연결된 문화·집회, 판매, 업무시설 등이 있는 건축물

 기관별로 제각각 해오던 재난·테러 대비 훈련을 

건축물 관리주체, 자치구, 소방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훈련으로 확대한다. 재난관리 실무자, 

민간 건축물 재난관리자들이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처음으로 제작해 금년 

중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재난관리 협력 TF8)’를 2020년 7월 구성해 

이와 같은 내용의 재난관리계획을 구체화해왔다. 

3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유관기관별 전문분야에 

대한 검토·협의를 거치고 외부전문가(소방·방재·

건축 분야 등), 자치구, 관리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서울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계획｣은 4개 분야9), 10개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재난관리 협력 TF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관리실태를 분석해 

재난관리계획의 추진방향, 목표, 핵심과제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서울시내 초고층 건축물·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전체에 대한 ‘재난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건축물 등의 현황, 소방시설·장비 현황, 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개선한다. 

 셋째, 건축물의 인·허가 전 실시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영향성 검토10)와 반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한다.

8) 서울시(안전총괄실‧주택건축본부‧소방재난본부), 외부자문위원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리주체
(롯데건설‧코엑스)으로 구성

9) ① 재난관리를 위한 목표 및 과제 설정
  ② 현황 및 실태의 분석을 통한 관리
  ③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④ 재난관리의 종합 및 평가로 안전관리 개선
10) 해당 건축물이 내진설계는 제대로 했는지, 피난시설을 설치

했는지 등을 인·허가 전에 확인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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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전문가를 활용해 실태점검의 역량을 강화

한다. 전문가가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실태점검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관련법령 등에 대한 교

육을 담당해 점검을 내실화하고, 합동 실태점검

에도 함께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다섯째, 시설물 안전관리 정보가 담긴 서울시 

내부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 메뉴를 만들어 

대상 건축물의 변동사항, 점검결과, 실태확인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관련기관(부서)간 

헙업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통해 관리체계 인프라를 

개선한다.

 여섯째, 재난발생 시 피해저감을 위해 예방·대비·

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과의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주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자치구,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 종합방재실, 초기대응대), 

소방관서,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 현황 및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 관리주체의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점검, 초기대응대 운영사항 지도·정비, 

대피 생존공간인 피난안전구역 관리운영 실태 점검·

지도를 통해 민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곱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소방·방재전문가 컨설팅,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컨설팅을 통해 해당 관리주체가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절차를 준수하고 관리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계획의 

충실도와 완성도를 높인다. 관리주체가 계획 수립 

시 보다 편리해지고, 민원발생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덟째, 그동안 민간 건축물 관리주체와 공공기관이 

제각각 해오던 재난·테러 대비 훈련을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훈련으로 확대시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재난현장 총괄재난관리자·

방재담당자가 주도하도록 해 현장중심으로 운영

한다. 기관별로 실시했던 교육·훈련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관리주체, 자치구, 소방서 등과 훈련

일정·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타 기관 재난훈련

(행정안전부 안전한국훈련 등)과 연계해 훈련을 

실시하도록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한다.

 아홉째,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도 실질적인 지휘

권한이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권고한다. 자격증 보유자 등 법적 자격요건을 갖췄

지만 실질적인 명령 권한이 없어 현장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앙

소방학교 기본·보수교육 참여를 적극 홍보해 총괄

재난관리자 역량도 강화한다. 

 열째, 초고층 건축물 등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보완·적합성·이행여부를 평가해 

우수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한다. 

또, 관리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난관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02)2133-821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국유림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낮추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을 국립

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도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

하며,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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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하고 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용 법률의 현행 법령 명 및 용어 현행화 
(안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안 제21조제2항)

  1)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2016.1.19.)됨에 따라 

법령명 현행화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개정(2020.4.7.)되어 용어 현행화

나. 대부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 조정(안 제22조제1항)

  1) 국유림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개정

다. 국유림 내 공동산림사업 권한 위임 확대  
(안 제28조제1항)

  1) 공동산림사업은 지방산림청장에게만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으나, 국유림의 이용 확대 및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목

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도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8〕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법률 제

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조문을 정비

하고자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19조, 제42조)

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검검, 여러사람이용

시설 전기안전점검, 응급조치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관련 

규정 삭제(안 제45조, 제46조, 별표 1의7부터 

별표3까지)

라. 안전공사, 전기사고조사, 전기재해통계 관련 

규정 삭제(안 제49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마. 권한의 위임·위탁, 고유식별정보 처리, 과태료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62조, 제62조의3,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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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

(안 제7조)

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마.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2〕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의 개선, 상수

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일치

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수원보호구역 원거주민으로 인정 사유 추가
(안 제2조제4호)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거주하였으나 

이후 타지에서 거주하여 원거주민이 아니게 

된 사람이 원거주민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원거주민이 될 

수 없는 현행규정의 문제를 해소

나. 주택 등 건축물의 규모를 명확히 함      
(안 제12조제2호)

  1) 주택 등의 면적은 호(戶)당 면적을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하나의 부지에 2개 동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 연면적은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함을 명시

다. 농업용 기자재창고 등을 곤충사육장으로 용도

변경 허용(안 제12조제3호)

  1) 곤충사육장의 신축은 허용되는데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곤충

사육장으로 재건축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변경 허용

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설비 설치장소 확대
(안 제12조제7호)

  1) 구옥(舊屋) 지붕에 안전상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의 대지에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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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설치 허용

마.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3조제3호)

  1) 기존 주택을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당해용도 범위 내 거듭 용도변경이 

가능함을 명시

바. 주택의 부대창고, 부속건축물 및 방앗간의 

용도변경을 허용(안 제15조제1호)

  1) 주택의 부대창고 및 부속건축물은 주택으로, 

방앗간은 소매점이나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허용

사. 환경정비구역 내 목욕장시설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주체에 주민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추가(안 제15조제2호가목)

  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목욕장시설 신축 

증축 또는 목욕장시설으로의 용도변경 주체에 

주민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아. 종교법인의 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안 제15조제2호나목)

  1)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은 거주민 외에 종교법인도 할 수 있도록 허용

자.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1개의 건축물(주택 

공장)에 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5조

제2호 라목)

  1) 원거주민의 소득개선을 위한 공장 주택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은 원거주민 소유의 

1개의 건축물임을 명확히 함

차.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면적 기준을 연면적에서 

바닥면적 합계로 변경(안 제15조제2호라목)

  1) 음식점 면적 기준은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에서 “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로 

명확히 함

카. 원수의 수질검사 적합 여부 판단기준 변경 
(안 제24조제2항)

  1) 원수 수질검사의 환경기준 등 적합 여부는 

현행 특정시기 평가에서 일반적인 평가방식인 

연간 검사결과의 산술평균값을 적용

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적용되는 표준거리

가감기준평정표의 오자 정정(안 [별표 1])

  1) 취수비율 “01 미만”을 “0.1 미만”으로 정정

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추가 및 삭제(안 [별표 6])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 포함된 총인, 클로로필-a, 총

유기탄소,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6종 추가

  2)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제외(2015.12.)

된 ‘화학적산소요구량’ 삭제

  3) 국내 정수 및 관망에서 적수를 유발하는 

철, 망간(2종) 추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

대상이 아닌 캐스케이드 보일러11)를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강화하고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18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대상기기 등에 ‘캐스케이드 보일러’ 포함

1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동일 공간에 단일 연통으로 연결하여 2대 이상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h(도시가스는 232.6㎾)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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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규칙 별표3의3(검사대상기기), 별표1(열

사용기자재), 별표3의2(특정열사용기자재)에 

‘캐스케이드 보일러’ 추가

나.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검사기준 완화

  1) 시행규칙 별표3의5(검사유효기간)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 2년 명시, 별표3의6

(검사면제대상)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제조 

및 운전성능검사 면제 추가, 시행규칙 제31조

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2항에 

압력용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캐스

케이드 보일러’ 추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044)203-5145〕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다수기업이 함께 시행한 해외공사 

실적 신고 시 참여한 기업별로 지분율을 명시하나, 

실제 참여한 지분과는 상이하게 신고될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이 해외실적 신고 시(다수당사자계약) 

지분률 명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징구를 통해 정확한 

실적 확인을 하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외공사 계약 체결 통보 증빙서류 추가  

(안 제13조제2항제3호)

  1) 해외공사 계약체결을 통보할 때 관련증빙에 

합작 등 다수당사자 계약 시 지분율이 명시된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추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2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은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자체 안전 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

시킨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방규정 이행평가의 법적근거 및 평가방법을 정함

  1)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소방

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를 받아야 함(안 제17조제4항)

  2) 예방규정의 이행평가는 직권조사에 준하여 

제22조의 출입 검사 등을 준용함을 명시함
(안 제17조 제5항)

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안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다. 예방규정과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사유 신설

  1) 예방규정의 이행평가 실시에 대하여 거부 

방해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안 제35조제8호)

  2) 예방규정의 이행평가 과정에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안 

제37조제6호) - 재입법예고 시 추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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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 (안 제39조제1항

제6호의2)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공급

체계 마련하여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제조

시설의 원가절감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을 도시가스社

공급 및 가스공사 직공급 동시 허용함은 물론 

도시가스社 배관설비기준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시에도 고압 배관(4㎫이하)을 허용하여 승압

설비 설치·운영비 절감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사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안 규칙 제2조)

  1) 수소를 대량 제조하는 자가 도시가스社를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공급 받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대량수요자” 정의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하여 (기존) 도시

가스社 공급 → (개선) 도시가스社 또는 

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할수 있도록 함

나. 수소제조용 도시가스 공급시 고압배관 허용

(안 규칙 별표6)

  1) 일정규모 이상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소제조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 배관의 고압 배관 허용12)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4763〕

12) (기존) 도시가스사 배관기준 1㎫ 이하
 → (개선) 안전조치 후 4㎫ 이하 허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약80%가 대도시권에 거주

하면서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는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약 804만 광역통행이 발생함에 따라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등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

하고 있어 교통수단 간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광역교통 이용편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인 환승센터 확대를 위해 국고 보조

비율을 상향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7547호, 2020.10.20. 일부개정, 

2021.4.21. 시행)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시행 

사업의 국고보조 허용 및 관할 외 해당 시설 주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의 비용 부담 근거 등이 신설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을 타 광역교통시설 수준으로 확대하여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단,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는 70%) (안 제12조제1항제4호)

나. 환승센터 등 사업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고 보조비율을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안 제12조제2항)

다. 수익자 부담, 지자체간 상호협력 등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환승센터 등 사업비 부담 

시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안 제12조제3항)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044)20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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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
(법률 제16257호, 2019.1.15. 일부개정, 2021.1.16. 시행)

됨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종류별 안내기준과 

함께 안내표시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편의시설 안내표시 디자인기준 적용방안(안 제3조)

  1) 안내표시 디자인기준은 법 제14조제2항의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따르는 것으로 함

나. 편의시설 안내표시 기준 마련(안 별표2)

  1) 이용 장애인 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내표시기준의 설치방법을 명확하게 제시

하고, 안내표시의 경우 문자의 서체는 고딕 

계열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제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목원 

운영자에게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를 5년 주기로 재설정

하고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몰규제 재검토 기한 주기를 3년에서 5년

으로 재설정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18〕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훼손지가 발생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년간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8〕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

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벌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회의 목적,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자격 및 제척·기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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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위원장의 임무, 위원 청렴의무 및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8조)

라. 위원회 의결 정족수, 심의의결서 작성 및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마.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기구, 처리직무 

및 위원 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제16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6〕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유지보수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축공사 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하며, 향후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하여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와 건설

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구분

  1)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 위탁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

하는 공사실적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

나. 확인 완료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위탁

받은 기관에게 제공 

  1)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실적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의 

위탁기관이 구분됨에 따라 실적 공유 필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4962〕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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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65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
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적격심의

○ 설계평가회의
  - 일    시 : 2020.12.10.∼12.11.(목∼금)  

          09:00~17:00
  - 장    소 : 서울창업허브 회의실
  - 주요내용
    ∙ 입찰업체 간 설계 토론회 실시
    ∙ 보충·추가 질문 및 진위여부 심의
    ∙ 전문분야 위원별 토의
    ∙ 설계평가사유서 작성 및 채점
    ∙ 감점사항 보고
    ∙ 설계 적격여부 심의 의결(기술제안, 우선시공분)
    ∙ 심의결과 발표(적격여부, 종합점수)
○ 심의결과
  - 1공구

입찰업체 설계
적격여부

종합
평가점수 비고

대림산업 컨소시엄 적격 88.85 1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적격 79.45 2위

  - 3공구

입찰업체 설계
적격여부

종합
평가점수 비고

현대건설 컨소시엄 적격 88.62 1위

롯데건설 컨소시엄 적격 78.87 2위

  - 4공구

입찰업체 설계
적격여부

종합
평가점수 비고

롯데건설 컨소시엄 적격 88.60 1위

지에스건설 
컨소시엄 적격 78.65 2위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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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차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밀안전진단심의

○ 향후 동일위치에서 재료시험결과[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관로시설물(토양실험 포함)]가 누적 
관리될 수 있도록 시험위치 도면화 및 위치별 
사진 등을 보고서에 수록할 것

○ 2계열 정수지는 재료분리, 파손, 철근노출 등의 
손상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원인파악을 통해 
콘크리트 전면보수 및 방수·방식층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할 것

○ 염소투입동의 경우 염소누출방지를 위해 설치한 
가스누출감지기는 실내·외 설치기준에 따른 
개소 및 교정주기를 적절히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결과를 제시할 것

■ 제191차 청계천복개(좌안) 정밀안전진단심의

○ 금회 자료수집 및 실측을 통한 도면복원으로 
기 점검 및 진단 시 실시한 안전성 평가결과
(Type별)를 검토하여 결과 변동값 및 내용을 
제시하고 향후 안전성 평가 및 재하시험, 내진
해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을 
제안할 것

○ 0.3㎜ 이상 균열, 철근 노출 등 주요 손상부는 
기존 점검 및 진단 자료를 검토하여 손상의 
진행유무, 유지관리대책 등 손상 및 유지관리 
이력을 별도로 제시할 것

○ 토사 및 자갈퇴적은 유입관의 파손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수유입관 및 지장물을 
위치별 사진 및 표로 정리하여 제시할 것

○ 구조해석 및 내진성능평가 시 각 공구별 기초
파일 현황을 반영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

■ 제192차 청계천복개(우안) 정밀안전진단심의

○ 금회 자료수집 및 실측을 통한 도면복원으로 
기 점검 및 진단 시 실시한 안전성 평가결과
(Type별)를 검토하여 결과 변동값 및 내용을 
제시하고 향후 안전성 평가 및 재하시험, 내진

해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을 
제안할 것

○ 0.3㎜ 이상 균열, 철근 노출 등 주요 손상부는 
기존 점검 및 진단 자료를 검토하여 손상의 
진행유무, 유지관리대책 등 손상 및 유지관리 
이력을 별도로 제시할 것

○ 구조해석 및 내진성능평가 시 각 공구별 기초
파일 현황을 반영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

○ 3공구 토사유출부는 배면 지상부 포장 및 침하를 
조사하고 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보수 대책을 마련할 것

■ 제195차 천호2수문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진단과정에서 실시한 측량성과를 종평면도에 
수록하여 유지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외관조사 시 철근노출 손상이 있는 경우(특히, 
구조부재의 주철근) 철근직경을 확인·조사하여 
수록하고 안전성검토 시 반영할 것

○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는 암거구간과 수문 이중화 
설치 구간을 구분하여 보완할 것

○ 금회 진단 시 조사·시험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도면(2004)을 업데이트하여 향후 점검·진단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196차 거마배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각 부재별 명칭의 오류수정, 객관적 위치표기, 
적정 단위 및 용어 사용을 통해 도면과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바람

○ 거마배수지 밸브실 체수구간의 정확한 원인
파악 및 보수방안 제시 필요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분야에 수록한 메탈록스 
방수·방식공법은 시공상 문제가 잇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내용을 파악하여 시공 가능한 
공법으로 제시 필요

○ 올림터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기준, 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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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방법, 내진보강방안 등에 대하여 상수도
사업본부 차원에서 기준 수립 검토

■ 제197차 상도배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각 부재별 명칭의 오류수정, 객관적 위치표기, 
적정단위 및 적정용어 사용을 통해 도면과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바람

○ 상도배수지 밸브실 체수구간의 정확한 원인
파악 및 보수방안 제시 필요

○ GL –1.0m 지하수위 가정 시 배수지 내부에 
물이 없을 경우 부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것

■ 제199차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사업 실시설계 심의

○ 계획 관련

   -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 필요
(E/V, 안내표시판 등)

○ 시공 관련

   - 교각 접속부의 앵커 수량이 과다해 시공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검토
하기 바람

   - 남단의 지장물 및 경사 등을 고려한 시공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안전 관련

   - 진동, 풍하중과 관련된 구조적 안전성을 
재검토하여 해당 분야 심의위원에게 검토
받기 바람

   - 한강대교 교각과 강결 전·후 구조적 안전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 진동저감장치는 유사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적용여부 검토 필요

○ 유지관리 관련

   - 유지관리기관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기관을 명확히 하기 바람

   - 유지관리에 용이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제202차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설계심의

○ 밀폐된 공간(관로, 밸브실 등)에서 물퍼내기
(엔진펌프 이용 시), 갱생, 용접 등의 작업 시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바, 사고사례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 신관삽입구간 내 몰탈 충진은 시험시공을 통해 
주입 압력 및 길이 등의 적정시공기준을 마련
하여 품질을 확보할 것

○ 하천 하월구간 등 종단선형이 변경되는 지역은 
종단경사도를 감안하여 가시설계획을 수립할 것

○ 공사 착수 전 사업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통해 
가시설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 제203차 개봉2방류수문 외 4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재심의)

○ 신도림유수지수문 배수암거 제방구간의 내하력 
부족에 따른 보강대책은 이번에 적절한 공법을 
제시하여 추후 실시설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

○ 신도림유수지수문 배수암거 일부구간 코어압축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시키지 못함에도 
보강이 필요치 않은 사유 및 해당구간의 향후 
유지관리 의견을 제시할 것

○ 신도림유수지수문 배수암거 구간은 기 점검 및 
진단자료, 금회 재료시험 및 현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코어압축강도 저하 원인을 제시할 것

○ 복원도면을 통한 진단 수행 시에는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의 실측자료와 비교검토를 실시하여 
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면과 상이한 부분은 
복원도면 수정 제시 및 안전성평가 시 반영하여 
결과 변동 여부를 검토할 것

■ 제204차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심의(중부, 서부지역)

○ GIS 및 FMS의 관로이력(교체, 갱생, 신관삽입 
및 보수보강 등)을 일치시켜주고, 해당 관로
이력과 금회 추가적으로 확인된 보수이력을 
용역보고서에 모두 수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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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실 내 관 및 기초가 불량한 구간은 누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수 우선순위를 높여줄 것

○ 향후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도송수관의 내부
상태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식이 많이 진행된 배관 및 밸브는 도장을 
통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바, petrolatum 피복
공법(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참고)을 통한 보수
방안을 검토할 것

■ 제205차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심의(동부, 북부지역)

○ GIS 및 FMS의 관로이력(교체, 갱생, 신관삽입 
및 보수보강 등)을 일치시켜주고 해당 관로이력과 
금회 추가적으로 확인된 보수이력을 용역보고서에 
모두 수록할 것

○ 밸브실 내 관 및 기초가 불량한 구간은 누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수 우선순위를 높여줄 것

○ 향후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도송수관의 내부
상태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식이 많이 진행된 배관 및 밸브는 도장을 
통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바, petrolatum 피복
공법(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참고)을 통한 보수
방안을 검토할 것

○ 하천횡단구간(관보호공 설치구간)은 홍수 시 
세굴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중점관리구간
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것

○ 북악터널(배)계통 구간의 누수는 장기적 차원의 
보수계획 보다는 단기적 차원의 보수계획을 
검토할 것

■ 제206차 상도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용역발주심의

○ 다른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일성격의 
사업을 참고하여 내실 있는 설계를 위해 과업
기간을 연장할 것

○ 소방방재시설의 성능확보를 위해 방재설비설계 
항목에 TAB내용 추가할 것 

○ 설계도서 작성 시 관련 규정 및 개정안을 적극 
반영할 것

○ 설계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터널외관조사’ 
과업 및 ‘위험공종 목록화’ 항목을 각각 추가
할 것

○ 제트팬 설치간격·위치·각도 등은 관련기준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수행, 피난연결통로, 터널 
경사방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할 것

○ 제연설비 설치로 인한 차량 통과 높이, 차로폭 
축소 등에 대해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제시하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것

○ 과업내용서 상 관련법령 현행화

■ 제209차 신림6배수지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신림6배수지 내 위치한 아리수올림터는 ‘안전
진단 및 안전점검용역’ 시행시기를 신림6배수지와 
일치시킬 것

○ 신림6배수지 비파괴강도 시험결과 값이 설계
강도의 90% 수준인 바, 이에 대한 원인파악 
필요

○ 준공도면이 없는 시설에 대해 상수도본부 차원
에서 해당 시설의 설계용역사, 시공사 및 감리사 
협조를 통해 준공도면을 확보할 것

○ 방수·방식층 보수공사 내용은 시설물의 보수
이력에 추가할 것

■ 제210차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토목(흙막이)공사 설계심의

○ 가시설 벽체(PHC파일)와 그라우팅(GCSM) 
조합 형식 재검토 필요

   - 가시설 벽체 형식으로 계획한 PGC파일은 
주 용도가 수직하중을 부담하는 말뚝기초
이나 본 현장에서는 배면 토압을 지지하는 
벽체로 계획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 PHC말뚝과 연암 경계면에서 틈새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침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PHC벽체는 수직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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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공법으로 저압주입공법을 적용하는 것 
또한 저압주입으로 인한 맥상주입이 되는 
것으로 확실한 차수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됨

■ 제211차 2020년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수문본체 3-D 구조안정성 검토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차원 해석을 병행하여 검증할 것

○ 구조물의 안전성은 구체의 안전성도 중요하나 
이는 하부 지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 위에 존재
하는 것이므로 하부 지반에 대한 조사나 자료를 
추가하여 검토의 타당성을 확보할 것

○ 안전성 평가 결과가 전 회차 진단의 안전율 
값과 크게 변화된 경우 달라진 검토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할 것

○ 리미트스위치(잠실), 피뢰설비(잠실, 신곡)는 
기능 상실 시 타 설비에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비 순위의 상향을 검토할 것

■ 제212차 도로관리 빅데이터시스템 구축(3-1단계) 
용역발주심의

○ 용역 착수 초기단계 기존 1, 2단계 용역 성과
분석 및 금회 과업수행 방안 검토내용 추가

○ 노후 포장 중점 개선 및 포트홀 빈발구간 중점 
개선, 예방적 유지보수 확대 적용 과업과 관련
하여 ‘중점 개선 알고리즘’의 명확한 의미 및 
최종 생산 알고리즘 제시

○ 6개 도로사업소에서 산발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응급복구(포트홀 등), 굴착복구(소규모, 사후
신고) 등에 대한 정보(위치, 일시, 규모, 혼합물 
종류 등)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집, 입력, 
분석하는 내용 포함

○ ‘최적도로관리 전략 수립’ 과업 관련 노후 포장
면적 최적화 분석 외에 한정된 예산을 고려한 
보수 우선순위분석 알고리즘 개발 필요

○ 재구축한 포장셀에 정보 입력 시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실제 포장도로 샘플링 
조사를 통한 데이터 정합성 검증 필요

■ 제213차 강변4호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흄관 단차 발생원인 및 진행성 유무에 대해 
분석할 것. 또한 흄관에 발생된 이격으로 인한 
외부 토사 유입 및 내수 유출로 인한 주변 
지반침하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격부에 대한 
충진 보수 필요성을 제시할 것

○ 강관 변형 위치의 토피고 등을 분석하고 강관 
변형부의 위치별 변위 측정결과 모식도를 작성
하여 향후 진단·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유출수로구조가 암거가 아닌 흄관 및 강관으로 
설치시기 미상인 바 유수흐름에는 지장은 없으나 
연결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과거 이루어진 보수이력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에 
기술하여 향후 진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214차 장안2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복원도면의 신뢰도에 대해 근거가 미비하므로 
비교검토 자료 추가 및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선택과업을 시행하여 향후 점검·진단 시 
금회 복원도면을 근거로 신뢰성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배수암거 상부 자전거도로 및 보도의 외형적 
손상징후를 관찰·수록하여 토공부의 변형 등으로 
인한 안전성 위해 요소 유무를 분석할 것

○ 상시 체수 구간에 대해 금회 조사한 방법 및 
조사 시 유의사항을 기술하여 향후 진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제215차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당초 계획에 비해 공사기간이 15개월 증가하였
는데 공사로 인한 주문불편 및 간접비 등의 
사업비 증액부분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향후 공사를 통해 신관삽입 및 관갱생 공종에 
대해 우리시 적정 표준공기(안)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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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 바, 공구별로 

연차별 예산집행계획을 제시할 것

○ 2공구와 3공구 공사계획은 제반여건을 검토

하여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신관삽입 구간 내 몰탈 충진은 시험시공을 

통해 주입압력 및 주입길이 등의 적정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품질을 확보할 것

■ 제216차 노원마을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심의

○ 초기 점검자료 관련

   - 2009년 초기 점검에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항목은 이번 점검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향후 진단 시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특히, 재하시험은 

시험경간 및 시험차량 대수, 시험방법 등을 

상세 기록 요망

○ 유지관리 관련

   - 터널형 방음벽 구조의 천정 누수 발생은 

동절기 도로결빙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

■ 제222차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토목

(흙막이)공사 설계심의(재심의)

○ PHC파일 시공 시 천공 수직도 및 천공 위치의 

정밀성을 유지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배면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방서에 상세 시공

방안 제시할 것

○ 깊이 20m 이상의 대심도 흙막이 공사이므로 

차수에 대한 시공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차수공법 적용 시 누수로 인하여 배면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시공계획 요구됨(현장 

시험 시공 실시 후 본 공법 적용할 것)

○ 시공 중 가시설 배면에 장비나 자재의 적치 

하중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할 것

2020년 12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54차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 

용역 설계경제성 검토(VE) - 설비분야 

○ 성능향상

  - 아이디어 64건을 제안하여 49건 채택 

(채택률 76.6%)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15,900백만 원에서 322백만 원 

증가 (절감률 -0.1%)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1% 28.6% 25.5%

○ 주요대안내용

  - 가치 향상

    ∙ 2단계 공사를 위해 철거하는 기존 1단계 

특고압 배전반(2017년) 재활용

      ⇒ 가양가압장(1992년) 개선공사에 철거되는 

특고압 배전반 재활용으로 가치혁신 

및 공사비 절감 (감액 151백만 원)

  - 성능 향상

    ∙ 터빈객실 CO2 소화약제 설치

      ⇒ 친환경 이너젠 계통의 소화약제로 변경

(감액 0원)

■ 제54차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 

용역 설계경제성 검토(VE) - 건축·토목분야 

○ 성능향상

  - 아이디어 44건을 제안하여 32건 채택 

(채택률 76.6%)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65,200백만 원에서 969백만 원 

절감 (절감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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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5% 22.9% 24.8%

○ 주요대안내용

  - 가치 향상

    ∙ 쉬트파일 근입깊이 축소

      ⇒ G.L-18∼20m에서 G.L-12∼18m로 변경 

(감액 170백만 원)

  - 가치 향상

    ∙ 비상주공간 바닥마감재를 에폭시라이닝에서 

에폭시코팅으로 변경 (감액 20백만 원)

■ 제56차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88건을 제안하여 86건 채택 

(채택률 97.7%)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0,419백만 원에서 484백만 원 절감 

(절감률 4.6%)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4.6% 23.6% 24.8%

○ 주요대안내용

  - 안전성 향상

    ∙ 원더풀 단면 틈 사이 삭제

      ⇒ 발 빠짐 우려가 있으므로 단면 틈을 

삭제하여 안전사고 예방 (감액 16백만 원)

  - 편의성 향상

    ∙ 관리사무소 부근 진입도로는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직각부를 곡선부로 변경   

(증액 2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배관 연결부속품(T 및 Reducer) 사용 

최소화

      ⇒ 배관 연결부위 용접개소를 줄여서 누수 

등 하자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에서 T뽑기 제작한 배관 설치 (감액 

44백만 원)

■ 제57차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30건을 제안하여 28건 채택 

(채택률 93.3%)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7,000백만 원에서 617백만 원 

증가 (절감률 –3.6%)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3.6% 13.1% 13.3%

○ 주요대안내용

  - 편의성 향상

    ∙ 차량차단기 위치 조정 (증액 16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지하 1층 층고 조정 (감액 48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가시설의 1단 STRUT 높이 조정 (감액 

259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100TON 일반잭을 선행하중잭으로 변경 

(증액 1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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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점부 하부플랜지는 콘크리트로 합성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는 PS강선 

긴장과 유지관리용 프리캐스트 정착구를 설치한 개구단면 박스거더 공법 

(제899호)

(보호기간 : 2020. 9. 10. ～ 2028. 9. 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교량의 일반구간을 U형의 개구단면으로 구성하고 연속지점부 상부플랜지는 인장응력 

발생구간을 폐합하여 상부의 인장응력은 강재가 부담하고 연속지점부 하부플랜지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합성하여 부모멘트의 저항단면을 증대하며, 연속지점부 콘크리트 바닥판에는 PS강선으로 긴장하여 

부모멘트에 의한 바닥판의 인장응력 및 균열을 저감할 수 있는 압축응력을 도입하고 별도의 바닥판 

유지관리용 프리캐스트 정착구를 설치한 개구단면 박스거더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의 시공절차는 기존기술인 강박스 거더와 유사하다. 공장제작 및 가조립 후 도장하여 

세그멘트가 현장으로 반입되며, 운반된 세그멘트를 현장에서 연결하여 크레인을 통한 대블럭 가설로 

시공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신기술의 특허사항인 지점부 강박스 하부플랜지에 고강도 콘크리트 

타설과 지점부 상부 바닥판의 PS강선 긴장 공종이 추가된다. 지점부 하부콘크리트 타설 시 별도의 

거푸집 없이 강박스 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제작된 프리캐스트 정착구를 강박스 상연에 설치 

후 PS강선 긴장과 슬래브를 설치한다. 따라서 공종 추가로 인한 공기의 증가는 미미하며, 이 신기술 

적용으로 강재량 절감 및 장경간 적용과 상부바닥판 내구성 강화로 사회적 편익을 향상시켰다.

[그림 1] 신기술 시공절차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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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신기술공사금액

(단위:원)

1
다기능 하천실험장 진입교량 
건설공사 

안동시청 2009.12.~2011.08. 9@54=485m, B=11.0m 759,000,000

2
우리은행 의왕시 계간도로 
개설공사

군포시청 2011.05.~2013.05. 2@50=100m, B=17.9m 662,000,000

3
영산강 강변도로(3공구) 
개설공사

전라남도청 2012.06.~2014.12. 45+55+40=135m, B=10.4m 967,000,000

4 화암네거리 입체화공사 대전시청 2013.07.~2014.12.
50+2@65+50=230m,
B=17.9m

1,065,000,000

5
대곡∼황덕 간 
연결도로개설공사

거제시청 2013.11.~2015.03. 4@50=200m, B=5.5m 282,000,000

6 동해~옥계 도로건설 공사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2014.11.~2017.12.
35+56+54+35=180m,
B=15.65m + 12.30m

3,796,000,000

7
국도 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2015.05.~2016.12. 2@57.5=115.0m, B=12.4m 1,307,700,000

8 시도 6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화성시청 2015.12.~2017.06.
50+3@65+50=295m, 
B=22.4m

3,995,000,000

9
가재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영월군 2018.02.~2019.06.
83.5+90+83.5=257.0m, 
B=8.5m

2,324,500,000

10
국도77호선 신온∼창기 간 
4차로 확포장공사

충청남도 2018.05.~2020.07.
45+60+90+60+45=300.0m
B=11.4m

3,400,510,000

[표 1] 현장적용 실적

 나. 향후 활용전망

    강박스 거더교의 시장규모는 매년 전체 교량 연장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이다. 또한, 

게릴라성 호우 등 기후 영향 급변으로 인해 하천 횡단 및 도시 간 연결교량에서 장경간화가 필요

하다. 기존 기술로 70∼100m의 경간장 적용 시 PC박스나 아치교 등 특수공법으로 제한적이며, 

공사비도 고가이므로 이 신기술 적용으로 저형고 및 공사비를 절감하여 전체 교량 점유율 40% 

이상으로 시장성 확대가 가능하다.

[그림 2] 신기술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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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외 기술과 비교 시 이중합성을 통한 강재량 절감, 저형고 적용으로 인한 경제성 향상 및 

장경간 시공이 가능하며, 지점부 상부 바닥판에는 PS강선 긴장으로 신설 및 공용중 내구성 확보 

및 유지관리 기능 구비로 경쟁 우위를 확보한 공법이다.

[그림 3] 유사기술과 경쟁우위 분석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강재+콘크리트 합성으로 재료적 장점을 극대화 하여 강박스의 활용성 및 편의성을 증가시켰으며, 

공용중 바닥판 균열 최소화를 위한 PS강선 긴장으로 바닥판 교체의 장주기화 및 유지관리의 공익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50∼100m의 중·장경간 교량에서 기존 점유율 확대 및 아치교 등의 특수교 

영역으로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기존기술은 폐합단면으로 강재량이 많고 경간장 40∼70m 사이 교량에 적용하나, 이 신기술은 

개구단면 및 이중합성 적용으로 강재량을 30∼40% 절감하고 경간장 40∼100m의 교량으로 확대

하였다. 또한, 지점부 상부 바닥판 인장균열 및 누수 발생을 제어하여 바닥판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유지관리 기능을 구비하였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며, 베트남의 

경우 이 신기술에 대하여 기술전도의 경험도 있으므로 이에 아시아권 건설시장 진출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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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이 신기술은 개량형 강박스 거더이므로 현장여건을 반영한 최적설계로 공사비를 산정하므로 설계

단가가 경간장에 따라 변동폭이 심하므로 공사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경간별 형고 및 강중을 제시

한다.

구분 50m 60m 70m 80m 90m 100m 비고

형고 1.8 2.2 2.6 3.0 3.4 3.5 주부재 HSB380, HSB460

이중합성, PS강선 긴장강중(㎏/㎡) 210 242 294 336 420 483

[표 2] 신기술 경간별 강중

  (2)  공사비

    이 신기술 공사비는 기존 강합성 교량에 비해서 강중이 25∼30% 절감되고, 유사기술1에 비해서 

강중이 5∼10%절감되며, 유사기술2와는 유사하였다. 따라서 신기술은 기존기술 대비 30% 정도 

경제성이 있으며, PS강선 긴장으로 바닥판 교체 장주기화 및 교체 시 교통혼잡 비용을 감소시켜 

LCC측면에서 탁월하다.

경간장

강중(㎏/㎡)

기존강합성 교량
(폐합단면)

개량형 강합성 교량
신기술

유사기술1 유사기술2

50m 290(100%) 250(86.2%) 225(77.6%) 220(75.9%)

60m 320(100%) 270(84.4%) 255(79.7%) 245(76.6%)

70m 400(100%) 310(77.5%) 295(73.8%) 290(72.5%)

80m 490(100%) 350(71.4%) 335(68.4%) 330(67.3%)

90m - 400(100.0%) 375(93.8%) 370(92.5%)

100m - - 425(100.0%) 423(99.5%)

[표 3] 기존 및 유사기술과 강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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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공종 추가로 인한 전체 공기의 증감은 +5일로 미미하며, 본 신기술로 강재량 절감 및 장경간 

적용과 상부바닥판의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기존기술과 비교한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신기술 공사기간

  (4) 유지관리비

    개구단면으로 재도장 공사비를 18% 절감하고, 지점부 이중합성으로 처짐 및 진동개선과 좌굴저항성을 

증대하였으며, 개통 시 PS강선 긴장과 공용중 유지관리용 강선 긴장으로 지점부 바닥판 교체 시 

장주기화로 50년 생애주기비용 30%의 비용 절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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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단면 및 이중합성을 통한 저형고 적용으로 강박스 제작 및 도장 시 작업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지점부 바닥판 균열을 억제하여 교체주기가 길어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였고, 유지보수 강선

긴장으로 2∼3㎫ 정도의 압축응력 도입하여 단기간 내하력 증대가 가능하다. 장경간 적용으로 

하부의 교각 개수를 최소화하고 PSC 교량 대비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22% 감소시켰으며, 교량 

폐기 시 강교량 원자재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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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저항성을 가지는 중온 아스팔트 조성물 제조기술 (제900호)

(보호기간 :  2020. 9. 16. ～ 2028. 9. 1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양단의 극성이 다른 고분자 중합체가 친수성의 골재 표면을 감싸는 역미셀 구조를 

형성하고 아스팔트와 골재 간의 계면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일반 고온(160∼170℃) 아스팔트 대비 

30℃ 낮은 중온(130∼140℃)에서도 혼합성을 제공하면서 수분저항성 및 균열저항성이 개선된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습식공정 기술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친수성과 친유성으로 양단의 극성이 다른 중합체가 아스팔트와 골재 간 계면 활성화 

작용을 유도하여 중온에서 아스팔트의 혼합과 다짐이 가능한 아스팔트 조성물 제조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수분저항성을 가지는 중온 첨가제 기술

    자체 개발한 첨가제는 아스팔트 조성물(프리미엄 AP)에 포함되어 아스콘 생산 공정에서 친수성의 

골재 표면을 감싸 코팅 막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코팅막은 골재 피복율의 향상으로 연결된다. 

아스팔트 조성물과 골재 표면 간에 형성된 우수한 품질의 코팅 막은 개선된 피복 작용에 의해 

수분 저항성과 내구성 향상을 유도한다.

  (2) 습식 교반(Pre-Mix) 제조공정을 통해 첨가제와 AP의 일체화

    이 신기술이 적용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기존 기술과 달리 건식교반(Plant-Mix)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아스팔트 바인더와 개질재 및 첨가제를 미리 혼합하여 생산한 후 운송·시공하는 

습식교반(Pre-Mix) 방식으로 아스팔트 조성물을 생산하였다. 

    이를 통해 첨가제와 아스팔트 바인더가 일체화를 이루게 되어(프리미엄 AP),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기존의 생산 공정 대비 별도의 추가 설비나 공정이 필요치 않게 되므로 

양호한 생산품질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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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기술이 적용되는 제조공정

AP 생산
AP조성물 제작 및 Pre-Mix 공정

- 기술적용공정 -
AP 콘크리트 혼합물

①석유정제 ②AP획득
③AP조성물 제작

(프리미엄 아스팔트)
④저장

(혼합·숙성)
⑤혼합물생산 ⑥시공포장

§원유를 정제하여 아스팔트 
(AP)를 획득

§Butoxy그룹을 말단으로, 
Polyethylene–imine 반복
구조의 첨가제를 이용
하여 중온성능과 수분
저항성을 AP조성물에 
제공
§친수성의 말단이 골제 
표면에 결합, 반대편의 
친유성 말단이 AP와 
결합되는 메카니즘을 
지님
§골제 표면을 코팅하는 
역미셀 구조 (Reverse 
micelle)를 형성

§조성물의 제작 
후 고품질의 
교반을 통해 
일체화 확인 
후 출하

§AP조성물(신기
술)과 골재를 
혼합하여 생산 
및 출하하는 
공정
§AP와 첨가제 
그리고 골재 
등을 동시에 
첨가하는 건식 
교반 대비 별
도의 투입공정
이 필요 없어 
양호한 생산품
질 확보

§출하된 AP 
콘 크 리 트 
혼 합 물 을 
포설 및 시공
§기존 장비 
및 공정을 
그대로 적용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
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
기간

공사규
모

총 공사금액
(신기술공사 금액)

비고

1
국도 32호선 서산운산 등 
3개소 포장도

엠케이건설㈜ 엠케이건설㈜ 1개월 683ton
528,875,545
(158,662,663)

시공사

2
국도 24호선 울주군 언양 
범서읍 포장도 보수

울산시 
건설본부

선바위
아스콘

1개월 27ton
16,335,000
(4,900,500)

시공사

3 노진사거리 보수포장
수원국토

유지사무소
한석

아스콘
1개월 329ton

547,390,360
(164,217,108)

시공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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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2019년 국내 아스콘 생산 납품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큰 변화량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연간 약 2,500만 톤 생산). 이중 가열 아스콘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순환아스콘이 

약 15%, 중온 아스콘은 전체 대비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중온 아스콘이 일부 발주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전 지구적인 기후온난화 대책,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아스콘 Plant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환경 민원의 해소 등을 위하여 국토부에서도 중온 포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신뢰할 수 있는 중온아스콘 제조기술의 개발을 통해 전체 아스콘 시장이 

보다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 첨가제를 아스팔트 바인더와 사전 혼합하여 일체화한 

습식형 중온아스팔트 바인더인 프리미엄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기술로 ①기존보다 약 30℃ 낮은 

온도에서 혼합물이 제조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②골재와의 접착성을 향상시켜 수분저항성을 

향상시키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아스팔트 노화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라디칼 및 퍼옥사이드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첨가제의 분자구조 설계를 최적화하여 균열저항성까지 개선시킨 프리미엄 제품

이므로 이러한 기술 수준은 국내를 비롯한 국외에서도 기술 선도적 위치에 있는 수준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습식공정(Pre-mix)에 의한 혼합물 생산의 품질안정성, 현장의 시공 용이성은 건설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온 포장에 따른 환경유해물질의 감소, 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 

냄새 감소 등 Plant 주변 민원 해소 및 현장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 등의 장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가열 위주의 아스콘 생산·시공의 방식은 조만간 중온 포장 위주로 변경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높은 수분 저항 및 내노화 특성으로 인한 공용성과 내구성은 포장 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예산 감소로 직결 되는 바, 발주기관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우수한 수분저항 및 중온 다짐성능이 실제 생산과정에서도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습식공정을 채택한 일체화 기술인 바, 기존의 건식 공법 대비 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 39 -

설비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개발된 제품이 갖고 있는 우수한 성능이 생산 및 시공 전 

과정에서 그대로 발휘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공법 대비 신뢰할 수 있는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이 신기술은 중온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되는 프리미엄 AP 재료로써, 기존 가열 

아스콘 생산에 사용되는 일반 AP를 대체하여 생산하며, 이후 포장 공정은 기존의 장비와 공정절차를 

따르게 되므로 단가상의 차이는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상 원가를 분석하면 된다. 분석결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대비 700원/톤 정도의 단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아스콘 단가의 

약 0.7%에 해당한다.

  (2) 공사비: 기존과 동일

  (3) 공사기간: 기존 공정과 동일하므로 변화 없음

    다만, 중온 공정의 특성상 포장 다짐공정 후 교통개방 시간은 30분∼1시간 단축될 수 있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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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고온 아스콘 대비 사용연수 경제성 분석의 결과 20.57% 절감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 

(유지보수 주기 20% 이상 연장 가능)하였다.

    이 신기술은 아스팔트 조성물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측정을 통해 각 종 환경오염 유발물질이 평균 3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바, 이는 시험 

포장을 통해 악취 및 유해 가스의 확연한 배출감소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과 설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감소가 확인, 부정적인 인식이 저변화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인식 개선으로 

시장 확대의 간접효과가 가능하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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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국제협력 동향

영국

브렉시트 이후의 국제협력 옵션

 영국은 브렉시트 투표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협의에 진통을 겪어야 했으며, 

현재도 세부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논의 중이다. 

특히, 국제협력은 브렉시트 이후 수립되는 영국의 

정책 중 큰 변화가 예견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브렉시트는 원조, 인도주의적 구호, 무역, 안보, 

이주,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발전을 위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의 

잠재적인 파트너로는 세계은행, 유엔(UN), 지역

개발은행,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이나 

WTO, 나토(NATO)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영국의 국제

원조협력 주체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가장 먼저 

EU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개발 원조국 중에 하나이며, EU는 국제

개발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브렉시트가 시행될지라도 

서로의 개발 영향력, 전문성, 자원 생태계에서 

혜택을 볼 수 없다면 영국과 EU 둘 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과 EU 앞에 놓인 국제협력의 장애물은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인도주의적 

원조의 경우를 살펴보자. 현행 규정에서는 유럽 

민간보호 및 인도주의 원조사업(European 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Operations) 

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기본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그 

단체의 본사가 EU 국가에 속해 있어야만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대부분의 소규모 영국 시민단체들

이나 영국의 주요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옥스팜(Oxfam 

International) 등이 배제된다. 마찬가지로, 개발

원조를 위해 영국 기관들은 EU 기금에 접근할 

수 있지만, 특정 범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만 신청

할 수 있다. EU의 현재 규정상 제3국은 EU 신탁

기금, 예를 들어 아프리카 비상신탁기금(Emergency 

Trust Fund for Africa), 유럽 지속가능 발전기금 

(European Fu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과 

같은 EU 개발금융상품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EU의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EU 기금에 기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영국이 EU의 조건을 따라가며 상당한 

자금 지원에 서명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EU와 영국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두 주체 모두 SDGs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 등 국제협약에 헌신하는 개발협력 

분야의 큰 참여자들이다. EU와 영국 모두 자본을 

포함하여 국방과 외교수단을 갖추고 있고, 대학, 

연구기관, 싱크탱크, NGO의 지원을 받아 오랜 

기간 발전한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각각 서아프

리카의 EU, 사헬·지중해 동부·발칸 서부의 EU, 

영연방 국가들의 영국 등 서로를 보완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EU와 협력해야 하고, EU 

역시 영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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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두 가지 옵션

 영국 글로벌 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미카엘라 가바스(Mikaela Gavas)와 사이몬 맥스웰

(Simon Maxwell)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협력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야심차고 광범위한 파트너십이다. 이것은 

공유된 목표에 동의하고 중요한 자원을 실행함

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영국 기부금에 대한 

영국의 계약과 책임, EU 기부금에 대한 EU의 

계약과 책임 등 독립된 책임을 가지는 파트너십

으로 작동할 수 있다.

 둘째는 영국을 위한 특별 공동소유의 EU 신탁

기금이다. 위원회는 EU 개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국가 중 영국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 외에 공동출자, 

공동의장, 공동관리 및 공동결정의 EU/영국 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이것은 영국이 개발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재량권과 통제권을 가지는 한편, 간접적

으로 광범위한 EU 개발 프로그램을 형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U로서는 기존 구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영국과 긴밀히 연결하고 자체 화력을 

증강할 수 있을 방법이다.

 여러 방안이 가능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시작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영국과 EU가 협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다면 관련된 여러 국가가 국제협력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U External Affairs Sub-Committee. 2020.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fter Brexit. 
https://www.parliamentlive.tv/Event/Index/0281607c-9139-4d57-a1
40-01b6fb3c6165 (2020년 11월 19일 검색).
Gava s, M. and Maxwell, S. 2020. Back to Commentary and 
Analysis Got Brexit Done. What Now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ttps://www.cgdev.org/blog/got-brexit-done- 
what-now-international-development (2020년 11월 19일 검색).

미국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백악관 리더십조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던 지난 2월 
초13), 미 국무부는 중국을 비롯한 당시 코로나 
피해가 큰 국가들에 대하여 국제적 지원을 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세계적으로도 가장 규모가 큰 
국제개발기구 중 하나인 미 국제개발처(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14))는 의료장비, 감염 대응력,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한 미국의 국제협력 
및 해외 구호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61년에 형성된 이래로 세계보건안보와 인도주의적 
지원에 앞장서왔던 USAID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 
때부터 국무부와 함께 16억 달러 이상을 의회로
부터 지원받아 120여 개국을 지원 중이다. 미국 
정부는 2020년 7월 29일자로 코로나의 국제적 
대응을 위해 205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할당하였
다고 발표했으며, 지속적인 국제협력 및 원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전 세계 확진자의 25%, 사망자의 20%
가량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어, 미국은 심각한 
코로나 사태와 함께 경제15)뿐만 아니라 세계무대 
속 입지까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의지와 책무 뒤에는 백악관 및 국무부 내

13) 미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1월 말에 공중보건 비상
사태가 선포되었으나, 팬데믹 자체에 대한 연방 정부의 초기 
대응 지체와 지도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음.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공식 집계
된 3월이 되어서야 백악관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14) 미국 내 해외원조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는 연방 정부의 독립
기관으로, 100여 개국 이상에서 원조 및 개발협력을 집행하고 
있음. USAID 처장은 미국 대통령·국무장관·국가안전보장회의의 
대외 정책지침에 따라 USAID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국제협력사안에 관해서 대통령 및 국무장관의 수석 고문을 
맡고 있음

15)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약 천만 명 이상, 사망자는 약 24만 명이라 
보고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실직했음. 2020년 2분기 국내총생산은 9.5% 감소하였고, 이는 
미국 역사상 분기별 최대 감소폭임(Burwell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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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공격적인 개입과 관리, 즉 유행병의 정치화
라는 이면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Burwell 
et al. 2020; Jakes and Verma 2020). ‘미국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내걸었던 현 트럼프 정부
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원조국
이지만, 이번 정권만큼 USAID를 비롯한 국제지원 
단체들이 시시콜콜 간섭받고 당리당략에 취약한 
적이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조에 대한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을 ‘존중’하고 미국의 ‘친구’인 국가에만 
지원할 것이라고 2018년 유엔총회에서 선전포고
하였고, 그 이듬해는 이주 문제를 두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 대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끊고 USAID 예산동결을 명령하는 등 예산 및 
지원 삭감을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정치적·전략적 
방편으로 꾸준히 사용하였다(Hu et al. 2020).

<그림 1> 안면 가리개, 환기장치 등 코로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USAID 구호물품들16)

 인류를 위한 원조가 정치적인 충동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협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
하여 많은 공여국들의 경제가 흔들리고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다 보니, 다자형식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중국의 역학관계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이념적 경쟁으로 악화되었고, 국제협력 

16) 자료: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175638.htm 
?selectedLocale=en

및 원조에 부정적이던 현 행정부는 협력 자체를 
‘무기화’함으로써 지원이 절실한 국가들의 팬데믹 
대응 ‘골든아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Jones 2020;Jakes and Verma 2020).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대응으로부터 
분리하고 백악관 내 코로나 대책위원회에 USAID 
국제협력 전문가를 배제하는 등 전 세계적인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화합능력이 관건인 21세기형 국제
질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Jakes and 
Verma 2020; Burwell et al. 2020).

 코로나가 불러온 지정학적 긴장 상태와 방역 
효과, 백신개발 등에 대한 경쟁심으로 점철된 
(특히 선진국) 정부들의 국가(우선)주의는,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바람과 국제기구의 권한·
역할 확대에 대한 불신과 불만 사이에 놓인 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주권 및 입찰 경쟁, 그리고 소외된 중·저소득 
및 개발국들에 대한 비협력이 지속되면 미국의 
경제, 외교, 전략적 기반의 약화뿐만 아니라 팬데믹의 
연장,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같은 더욱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국제협력 전문가들은 
경고했다(Burwell et al. 2020). 미국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내 코로나 대책
위원회는 WHO의 개선 여지를 인지하면서도 현재
로서는 미국의 실리를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다자간 기구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유엔 산하에서 
경제·외교·안보적 대응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 간 
유연한 연합체를 구성하여 선봉에 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코로나 관련 백신, 
치료법 및 진단법을 공정한 과정을 통해 개발하여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팬데믹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urwell et al. 2020). 
협력에 대한 요구 증대에 비해 공동체적 실천을 
보이고자 하는 의지는 저하되었다는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역설(Crow and Saran 2020)을 
깨기 위해 미국 정치적 리더십의 현명한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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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 시대는 소통 장애물과 관료적 관습을 
없애고 개발 및 협력에 대한 새로운 초점을 형성
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전 세계적
으로 비대면 소통 및 업무방식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NGO 컨소시엄 및 시민·인도주의단체들은 
좀 더 수평적인 구조로 정보를(데이터, 기술 등)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공동체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Welsh 2020). 
또한, 포스트코로나 인식의 전환을 위한 도시 
및 도시밀도 정책의 제고, 환경친화적인 인프라 
및 사업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미래형 기술력 
확보, 회복력·삶의 질·기후변화를 고려한 성장 
모델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익은 국제협력을 뒤따른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들은 
자국의 빠른 사회경제적 회복과 즉각적인 성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거의 과오들을 반복하지 
않는 ‘스마트 회복’을 위해 다자간 소통을 강조
했다(Crow and Saran 2020).

 200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엘바라
데이(Mohamed ElBaradei)는 최근 논평에서 많은 
국가들, 그것도 선진국 국가들이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이유를 오랫동안 이어진 지극히도 왜곡된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결과라 꼬집었다. 그리고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였다(ElBaradei 2020).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봉쇄와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지만, 
결국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같은 재난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으니 우리는 함께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미국은 자국을 위한다는 명목
으로 많은 일방적인 행동과 결정들을 합리화시켜 
왔다. 미국의 국제협력 패러다임이 생명에 대한 
존엄, 평등, 포용, 연대를 내포할 수 있도록 지정학적 
경쟁을 대화 및 소통에 양보하는(ElBaradei 
2020) 방향으로 쇄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사점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사실상 확정이 
되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내 격차 및 불평등 문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고, 외국인 혐오와 미국 우선주의도 견고
하게 자리 잡혔다. 그야말로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이번 대선이 수치로 보여준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 제약사 화이자(Pfizer)와 독일 제약사 바이오
엔테크(BIONTECH)가 함께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계약이 대부분 선진국들과 맺어져, 자본이 
적고 기반시설도 부족한 중·저소득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앞서 말했듯 
재난의 국가적 및 국제적 측면은 상호 보완적이며, 
미국이 코로나 사태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그들
에게 글로벌 리더십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국의 분열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승자 독식형 포스트코로나 국제사회로 빠지지 
않도록 협력을 향한 적극적 실천을 보여주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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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의 국제협력 정책

 세계가 다변화되고 그 영향이 범세계적으로 확대

되는 글로벌 시대에, 최근 일본의 국토 정책은 

그 초점이 해외로까지 뻗어나가는 추세이다. 이미 

국가를 불문하고 스마트시티나 교통, 건설, 방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국토」 11월호에서 소개한 일본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 정책과 같이, 일본은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펼치며 

자신들의 정책과 자본, 기술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

으로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폭넓은 교류를 위해 국토교통성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함께 국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성의 해외 정책방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교통성의 해외 정책방침

 전후(戰後)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표현하면서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해외 공적개발원조(ODA)를 펼쳐 

왔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국제협력 및 해외 국토 

정책은 선진국보다는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국토교통성은 

국제협력의 기본방침을 ‘교통시설, 재해·안전대책, 

환경보전 등 자국에서 발전시킨 경험을 살려 개발

도상국의 사회 인프라 정비 및 교통 정책 확대를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자립 및 발전을 촉진하며, 

상호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대화를 통한 국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하고 정책 

설계를 진행해왔다. 국토교통성은 이 방침에 따라 

‘국제협력의 다섯 가지 기둥(国際協力の5つの柱)’

이라는 구체적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기둥은 일본의 해외 국토 정책사업의 

핵심 축으로서, 대부분 개발도상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잠재력이 큰 나라들을 대상으로 정책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 및 

인재육성 추진

 일본은 일찍부터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인프라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일본의 주도로 1995년부터 20개국이 참가하여 

아태 지역의 인프라 정비에 관한 노하우와 기술 

공유, 상호 지원 및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중에서 공통되는 정책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참가국을 모집하여 2002년

부터 ‘운수 정책 추진회의’를 주최하고, 장·차관급 

정책대화를 통해 이니셔티브 합의나 공동 프로젝트 

실시 등 국제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의 주선으로 민간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간협력지원

사업’과 ‘NGO 국제건설협력 지원사업’이다. 전자는 

운수 분야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주요 민간단체의 

조사단이나 전문가 파견, 연수원 수탁 등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후자는 건설 분야에서 시민

단체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어학·기술연수를 지원

하고, 인적 국제공헌 및 섬세한 국제협력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무성, 법무성과의 협력 하에 진행하는 ‘해외 

건설연수생 수탁사업’은 개발도상국에 일본의 우수한 

건설기능과 기술을 전하고, 외국인 건설연수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의 사업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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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국제협력 측면뿐 아니라 일본의 초고령화로 

인한 건설현장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일본친화적 

인재를 양성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2.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개발 추진

 일본이 국토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은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인프라 지원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교류를 전제하는 만큼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성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인프라 

정비현황이나 개발계획 등 정보를 수집하거나 

과제를 분석하는 ‘원조계획수립사업’을 세워 구체적인 

원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한다.

 이렇게 설정된 원조계획을 바탕으로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는데, 건설 분야의 경우 ‘건설계획 

사전조사사업’을 통해 우수 프로젝트 개발이나 

건설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원조사업 실현화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 분야에 대해서는, 사례연구 등 공동조사를 

통한 아시아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프로젝트 과제를 

해결하고, 철도사업 계획수립에서 건설, 운영에 

이르는 ‘아시아 지역 도시철도 프로젝트 정비 

및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메콩강 하류개발,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등 여러 나라에 

걸친 대형 토목개발 분야의 경우, ‘국제 인프라 

정비지원 조사사업’을 통해 국제 인프라 정비현황 

파악, 과제 정리, 정비지침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국 

의견교환의 장을 주선한다.

3. 지구 환경문제 대응 및 안전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추진

 탄소배출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율주행

차량 등 최근 경향과 맞물려 친환경 교통 네트

워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친환경 기술과 건설, 환경보존 기술을 

선도할 기회로 보고, ‘친환경 교통 정책형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낙후한 대중교통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 공항 시설의 미흡한 부분이나 사고

조사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공 당국과 의견을 교환

하여 체계정비 및 인재육성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향상을 지원하는 ‘항공 분야 안전성 향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에서 철도, 항공에 

이르는 전 교통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간정보사업인 ‘글로벌 맵핑 파트너십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는 육상 전체를 1/100만 

축척 상당의 균일한 정밀도로 커버하는 디지털 

글로벌맵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사업이다. 

첨단 교통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구 

환경변화 감시 및 해석을 통한 국제적 기여 및 

과학 분야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국내 기술개발 및 

이전을 촉진

 위 항목들에서 언급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려면 

각종 기술의 공유와 이전이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국토교통성은 국제협력 전문가를 통해 기술 

이전 과제를 정비하고, 전문 분야 지식과 노하우를 

정리하여 기술 이전 지침을 수립하는 여러 프로

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크게 앞서는 

건설기술이나 방재기술이 현지 자연·사회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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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지 그 유효성을 검증하고, 기술을 이전·보급하는 

‘개발도상국 건설기술개발 촉진사업’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태풍 감시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관계 기관과의 공동국제협력을 통한 

국토교통 분야 공헌

 앞서 언급한 해외 연수생 사업과 같이, 국제협력

에는 타 부처나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타 부처나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에 

국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국토교통성이 

자문을 하기도 한다.

 국제협력과 개발원조라는 업무 특성상 주로 외무성 

및 자이카(JICA, 일본국제협력단)와 공동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를테면 개발원조 안건 채택 

및 실시, 개도국 인프라 정비기술·정책개발 측면

에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해외 주재 일본대사관에 국토교통성 공무원을 

파견하기도 한다.

 국토교통 분야 연수생 위탁이나 연수사업 실시 등 

자이카의 개도국 인적자원 형성사업에도 자문하여 

프로젝트나 조직, 제도 등에 관한 개발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조사단원이나 작업감리위원을 

파견하고 있다. 자이카를 통해 상대국 관계자와 

연결해 국토교통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기술이전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유엔(UN)이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OECD 등 주요 

국제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정책 

분야의 과제나 대응책에 대해 각국의 담당자들과 

의견교환을 진행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 분야 장관회담, 세계

물포럼 장관급회의 등 국제기관이나 각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최근의 국제협력 사례

 국토교통성은 정책적 지원이나 공적개발원조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주와 같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중요 

성장전략인 인프라 시스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자 

‘국토교통성 인프라 시스템 해외전개 행동계획’을 

2016년부터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철도, 항만, 

공항, 도시·부동산 개발, 건설산업 등 국토 전 

분야를 대상으로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를 선정

하고, 여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일본 기업이 수주하도록 지원

하는 각종 목표를 망라한 것이다. 작년 행동계획의 

경우 프로젝트 전 과정에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일본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하며,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수주 후에도 계속 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만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싱가포르 

등에 국토교통성 고위급이 방문하여 35건의 세일즈 

활동을 펼친 바 있고, 이 중 공항운영, 고속도로·

상하수도 정비 프로젝트 등 11건을 일본 기업이 

수주하였다. 또 10월에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

워크 고위급회담, 11월에는 일본-아세안 교통장관

회담을 가졌다.

<그림 1>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고위급회담17)

17) 자료: https://www.mlit.go.jp/report/press/sogo07_hh_ 
000545.html(2020년 11월 2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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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아세안 교통장관회담18)

 이처럼 동남아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는 국제협력은 

여전히 활발하고, 최근 들어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아프리카 지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의식한 조치로, 

지난해에 ‘아프리카 민관 인프라 회의’를 개최하여 

인프라 개발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논의하였다.

 2020년 행동계획은 2016년 이후의 모든 프로

젝트 성과를 점검하고,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강조되며, 코로나19 

사태와 뉴노멀의 도래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감안

하여 추출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러한 큰 틀 아래, 일본은 그들의 강점이자 

여러 나라에서 개발붐이 일고 있는 철도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교통성의 국제협력 활동은 대체로 

‘협력’보다는 자국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여 공적

개발원조를 통한 영향력 확대와 해외 인재 유치, 

해외 세일즈 등 철저히 자국 국익에 유리한 방향

으로 설계된 것을 알 수 있다.

18) 자료: https://www.mlit.go.jp/report/press/sogo05_ 
hh_000211.html(2020년 11월 2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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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12월)
(단위 : 백만 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설계적격

심의

63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공사

․ 광역복합환승센터 137.65m

․ 철도본선 80.35m

 (봉은사역 연결통로 포함)

262,300
적격 토목

6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

․ 광역복합환승센터 59.5m

․ 철도본선 322.50m

․ 삼성역 확장, 부대공

264,500
적격 토목

65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

․ 복합환승센터 토목공사 200m 

(총 연장 597m)

․ 현대차GBC COEX 이면도로 

영구지장물 이설공사 1식

256,311
적격 토목

용 역

발 주

심 의

206 상도터널 제연설비 설치
․ 제연설비(제트펜) 및 기타 

관련설비 설치

4,358

(251)

조건부

채택
기계

212
도로관리 빅데이터시스템 

구축(3-1단계)
․ 도로관리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479)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99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설치

34,330

(1,339)

조건부

채택
토목

202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 청담·우면산 계통 배수관로

․ 정수장 구내배관

129,423

(1,081)

조건부

채택
토목

210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토목(흙막이)공사

․ 흙막이 가시설, STRUT-6단, 

암발파 90,401㎥ 등

24,672

(2,562)
재심의 토목

222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토목공사(재심의)

․ 흙막이 가시설, STRUT-6단, 

암발파 90,401㎥ 등

24,672

(2,562)

조건부

채택
토목

정밀안전

진단심의

18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뚝도정수장, 자양취수장, 

도송수관로 (200)

조건부

채택
토목

191
청계천복개(좌안) 

정밀안전진단용역

․ 연장 5,026m

․ 폭 1.8∼17.2m (352)

조건부

채택
토목

192
청계천복개(우안) 

정밀안전진단용역

․ 연장 4,486m

․ 폭 4.4∼21.4m (316)

조건부

채택
토목

195
천호2수문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천호2수문, 천호1배수문, 

천호2배수문 (225)

조건부

채택
토목

196
거마배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거마배수지, 거마아리수올림터

(87)

조건부

채택
토목

197
상도배수지 외 5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 진단 2개소, 점검 4개소, 

내진성능평가 2개소 (87)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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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203
개봉2방류수문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개봉2방류수문 외 4개소

(265)

조건부

채택
토목

204
도송수관(중부, 서부지역) 

정밀안전진단용역
․ 도송수관 170㎞

(692)

조건부

채택
토목

205
도송수관(동부, 북부지역)

정밀안전진단용역
․ 도수관 24㎞, 송수관 127㎞

(697)

조건부

채택
토목

209
신림6배수지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89)

조건부

채택
토목

211
2020년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
․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696)

조건부

채택
토목

213
강변4호수문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47)

조건부

채택
토목

214
장안2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정밀안전진단

(93)

조건부

채택
토목

216
노원마을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용역

․ Steel Box Girder 

․ 연장 122m, 폭 19m (52)

조건부

채택
토목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215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 청담·우면산 계통 배수관로

․ 정수장 구내배관

129,423

(1,081)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54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용역
․ 열병합발전설비 1기

319,860

(4,290)
- 전기

56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 자연형물놀이장, 소규모 여가· 

휴식시설 조성 등(약 28,000㎡)

10,419

(415)
- 조경

57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 지하3층/지상5층

․ 연면적 8,482㎡

23,393

(1,075)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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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0년 12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0.12.

건     축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립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등 12건

541 527

기 계 설 비
서남물재생세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7건

1,802 1,734

도 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등 7건

4,030 3,683

도 시 계 획
영등포본동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형성용역 등 10건

2,053 2,053

상 하 수 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4건

336 336

전 기 통 신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감리용역 1건

25 24

정 밀 진 단
세종문화회관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11건

10,714 10,465

조 경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1건 21 20

지 하 철
6호선 봉화산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조사용역 1건

25 25

하 천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건

1,686 1,686

기 타
2021년 서울 월드컵경기장 계측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등 2건

101 101

 계 57건 21,334 2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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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1년 123~125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5.~1.8. 1.30 3.5. 3.8.~3.11. 4.10.~4.20. 5.7.

4.27.~4.30. 5.23. 7.2. 6.14.~6.17.
7.5.~7.8. 8.8.~8.17. 9.3.

7.6.~7.9. 7.31. 9.10. 9.13.~9.16. 10.16.~10.26. 11.12.

< 2021년 제69~70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2.2.~2.5. 2.20. 2.26. 3.2.~3.5. 4.3.~4.21. 4.30.
5.7.

6.8.~6.11. 7.4. 7.16. 7.19.~7.22. 8.21.~9.8. 9.17.
10.1.

< 2021년 제1회 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25.~1.28. 3.7. 3.19. 3.31.~4.5. 4.24.~5.7. 5.21.
6.2.

< 2021년 제1회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26.~1.29. 3.2.~
3.12. 3.19. 4.1.~4.6. 4.24.~5.7. 5.21.

6.2.

< 2021년 제1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1.12.~1.15. 1.31.~2.6. 2.26. 3.2.~3.5. 4.3.~
4.21.

4.30.
5.7.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www.q-net.or.kr]

☞ 원고를 받습니다 !
서울기술이야기에 게재할 각종 건설관련 신기술, 신정보,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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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33-8587 /  Web Fax: 02-768-8892
 E-mail : charity3@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양자간(Bilateral) 원조와 
다자간(Multilateral) 원조

    

 양자간(Bilateral) 원조와 다자간(Multilateral) 원조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협력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복지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19)의 한 형태
이다.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직접거래를 
의미하며, 상환 의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무상원조는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채무 
의무가 없는 원조로서 예산지원, 프로젝트 원조, 기술
협력, 부채경감 등이 있다. 유상원조는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있는 원조 형태이며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ending), 혼합신용, 다자개발은행 협조
융자 등이 있다. ‘다자간 원조’는 공여국이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해 수원국을 간접적으로 원조
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20)와 개발원조위원회21)

에서 선정한 특정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 기여금, 
신탁기금 등의 출연금(grants)과 아시아개발은행22), 
미주개발은행23) 등의 다자개발은행에 정기 재원보충을 
위해 납입하는 자본금 형식의 출자금(capital subscriptions) 
및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 달러의 
ODA 지원을 받는 수원국 중 하나였으나, 1996년 빈곤
저개발의 신생도상국 중 최초로 OECD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DAC의 수원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본격적
으로 우리나라가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한 
것은 1987년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24)을 창설
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금을 운용하게 된 것과, 
1991년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서 외무부 산하 한국
국제협력단25)을 설립하면서부터이다(ODA Korea). 우리
나라는 2010년 DAC에 가입한 이후 협력국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증대시켜 
왔다. 2018년 기준 총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
(ODA/GNI)은 0.14%이며 총 ODA 규모는 24억 2천만 
달러이다. 그중 양자 간 원조를 74.2%(17억 9600만 달러), 
다자간 원조를 25.8%(6억 2400만 달러)의 비율로 
지원하였으며,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가 37.2%, 무상
원조가 62.8%를 차지한다(ODA Korea).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70호), www.krihs.re.kr]

19)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1)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2) ADB: Asian Development Bank
23)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4)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5)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푸른세상

http://www.krih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