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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1. 개요

 스마트 건설기술이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에서 BIM, IoT, 트윈,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정 

전반을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는 기술을 말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 BIM 기술이라 말할 수 있다.

 최근 건설산업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정책의 변화로 국토교통부의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

계획(2018∼2022)’, ‘스마트건설기술로드맵(2018.10.)‘ 등 상위 계획에 2020년부터 500억 원 이상 

신규 도로사업에 BIM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추진

(2018∼2022)에서 BIM, IoT, Big Data, 로봇 등 도입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공공건설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에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계획이 구체화되어 건설산업에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토목분야에 스마트건설기술이 많이 전파되어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스마트건설

기술의 근간인 BIM 기술을 이용한 발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설계분야와 민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기술형 설계시공일괄입찰 사업의 일부분 외에는 미미하며, 실시설계를 제외한 시공BIM 및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시범사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초보단계로 볼 수 있다. 

 일부 BIM 전문 용역사들은 BIM을 소개하면서 해외사례 등 BIM 기술로 공공건설 사업 전 과정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설계 및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가 코앞에 와 있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현재의 BIM은 아직까지도 발주 및 성과가 미미한 도입 단계일 뿐인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

으로는 정부의 정책대비 발주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업계는 발주도 

없는데 큰 투자가 요구되어 도입 및 활성화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주자는 BIM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족과 설계기준 및 지침의 부재로 500억 원 이상 

신규 도로사업에 BIM 활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시행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BIM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발간 중에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 설계 지침’을 

만들고, 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BIM 기술에 대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제정하고 있으며, 민간의 우수한 

》  칼  럼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하여

   방 인 묵

    ㈜다산컨설턴트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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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기술 도입을 위하여 기술형 입찰에 스마트 건설분야의 배점을 강화하는 등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에서 관련 지침 제정을 통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BIM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공단계 및 유지관리단계의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개략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2. BIM 설계

 현재 만들어 지고 있는 BIM 설계지침은 크게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 지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은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 사업수행자, BIM 및 시설물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BIM 적용 기준에서부터 BIM 성과품 제출 및 납품 기준까지 

기본적이며, 큰 지침으로 세부규정은 발주처별 환경에 맞게 자체 BIM 적용 지침을 개발하라고 권고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내부 지침은 국토교통부의 지침 권고에 따라 BIM 전면설계에 대해 설계

단계별로 실무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BIM 설계는 BIM 설계 지침을 따라 수행하게 되는데, 기존의 2D를 이용한 설계과정과 유사하며,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2차원 CAD를 이용하는 대신 3차원 

BIM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BIM 설계는 전환설계, 병행설계, 전면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 BIM 전환설계란, BIM 역설계라고도 

하며 2차원 방식으로 설계 또는 시공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하여 기존의 준공도면과 측량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BIM데이터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이며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 BIM 데이터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BIM 병행설계란, 3차원 BIM 설계와 기존 2차원 설계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방식

으로 시설물의 모델을 BIM 소프트웨어와 2차원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방식을 말한다. 병행설계는 BIM 저작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시설물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BIM 모델 범위를 협의하여 적용한다. 현재까지의 BIM 설계는 전환

설계와 병행설계의 LEVEL 1 수준의 BIM 설계기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LEVEL 2 수준의 

전면설계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표 1 참조)

[표 1] BIM 성숙도 수준 정의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Partial BIM Coordinated BIM Integrated BIM Intelligent BIM

2D → 3D 전환
2D, 3D 병행설계 전면 BIM 기반 설계 유지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적용
AI 등을 활용한 
건설자동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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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2 수준의 BIM 전면설계는 계획에서 상세설계까지 BIM 모델을 통하여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과 

BIM 모델로부터 도면 및 수량을 산출하는 성과품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선에서

부터 시설물의 상세설계를 BIM 저작도구로 작성하므로 계획설계에서 상세설계까지 모든 과정을 3차원 

BIM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하는 방식인 것이다. 

 BIM 전면설계의 계획단계는 지형모델을 구축하고 노선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지형모델의 구축은 

위성지도, 수치지도, 항공측량 등을 이용한 데이터 취득으로 모델을 완성할 수 있으며, LOD 100∼

300 수준(표 2 참조)으로 모델을 하고 비교노선의 장단점, 개략공사비 산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노선을 선정하는 단계이다(그림 1 참조). 설계자나 감독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은 

시각적으로 지형지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계획이 가능하여 이해도와 공감도가 커서 최적의 노선

계획이 가능하다. 노선이 선정되면 교량 및 터널 구간의 시·종점을 계획하며, 교량의 경간구성과 형식에 

대한 선정과 배수 시설물에 대한 계획 등을 완성하는 단계이다.(그림 2∼3 참조) 특히, 민원구간이나 

공사가 어려운 구간 등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시각적인 완성도가 높은 BIM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IM 설계단계 중 계획이 확정되면 상세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먼저 설계

기준에서 허용하는 지반조사 횟수를 바탕으로 지반전문가를 주축으로 토사, 리핑, 발파암 등의 지층

모델을 완성하고, 각 분야의 공종별 LOD 300∼350 수준으로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완성된 모델로 

BIM 설계 성과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서, LOD란 BIM 모델 수준이며 Level Of Detail 또는 

Level Of Development를 일컫는다. LOD는 모델의 상세수준으로 모델의 용도와 사업의 단계에 따라 

3차원 BIM 모델 및 정보를 얼마나 자세히 하여야 하는가의 기준이 된다. 설계단계별로 특정수준의 

LOD를 모든 구성요소에 적용하기 보다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모델의 활용성과 투입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중요도가 높은 최소한의 모델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에서 보듯이 모델의 

상세수준은 LOD 100∼400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국내 발주처 별로 약간씩 

상이하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표 2를 참조하면 LOD 100은 개략모델 수준이며, LOD 200은 개략의 형상모델 수준, LOD 300은 

정밀형상모델 수준이고, LOD 350은 철근까지 표현된 정밀형상모델 수준이며, LOD 400은 철근겹이음, 

강재용접까지 표현된 제작모델 수준이 되겠다. 따라서, LOD 350으로 모델 하였다 하면 그 모델에는 

철근까지 상세히 모델 되어 있구나 하면 되는 것이다. 표 3에서는 설계 단계별로 LOD를 구분하였다. 

기본설계단계는 LOD 100∼300 실시설계는 LOD 200∼350, 시공분야는 LOD 350이상으로 모델을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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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BIM 데이터 표현 수준(LOD)의 구분

구  분 개  요 상세 수준(LOD) 정보 수준(LOI)

LOD
100

개념 모델 
․ 개념 모델 수준
 - 개념적 요소의 표현

․ 위치(STA)

LOD
200

개략 형상 
모델 

․ 개략 형상 모델 수준
 - 개략적인 형상의 표현

․위치(STA)
․Elevation
․좌표(X, Y, Z)

LOD
300

정밀 형상 
모델

․ 정밀 형상 모델 수준
 - 정밀한 형상의 표현

․위치(STA)
․재료 속성 등
․ Elevation
․좌표(X, Y, Z)
  편경사

LOD
350

정밀 형상과
 연계정보 

모델

․ 정밀 형상 모델 수준
 - 철근 및 강연선 등 표현 

․위치(STA)
․재료 속성 등
․ Elevation
․좌표(X, Y, Z)
  편경사
․ 철근

[표 3] 단계별 LOD 적용

구 분 개 요
모 델 예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LOD 100
 • 개념모델수준
  - 노선선정이 가능한 절,성토 사면 포함

○

LOD 200
 • 개략형상 모델수준
  - 기본설계 : 비교노선 검토가 필요한 사면 또는 구조물
  - 실시설계 : 형상모형으로 수량산출이 가능한 구조물

○ ○

LOD 300
 • 정밀형상 모델수준 
  - 실시설계 : 기본적인 모형으로 수량산출 가능한 구조물

○ ○

LOD 350
 • 정밀형상과 연계정보 모델수준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 ○

LOD 400  • 제작모델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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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선계획을 위한 BIM 모델

검토안별 노선 계획 기본설계 노선

검토1안 노선 검토2안 노선

[그림 2] 교량계획을 위한 BIM 모델

기본계획 : 3@40=120m 기본설계 선정안 : 5@35=175m

검토1안 : 종단하향, 4@40=160m 검토2안 : 6@40=240m

[그림 3] 교각 형상(T형 및 Π형)에 따른 우회도로 계획
변경 전 : Π형 교각 계획 변경 후 : T형 교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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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 공종별 상세설계단계의 모델이 완성이 되면 BIM 모델로부터 종이도면을 출력하고 수량을 

산출하여 성과품을 작성하게 된다. 과연, BIM 설계를 실시하는데 디지털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이도면이 필요한 것인가? 궁극적인 답변은 “NO"가 맞는 답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2차원 설계가 

주를 이루고 2차원에 의한 성과품 납품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BIM에 의한 숙련도 부족 및 기존 종이

도면에 익숙해 있다는 것, 현 단계에서 BIM모델만으로 공사 발주를 한다면 현장에서는 태블릿 PC만 

들고 다니면서 많은 혼란이 야기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일 것이다. 국토교통부 로드맵을 보면 

2025년, 2030년 되면 스마트 건설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하여 로봇개념의 자동화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런 시대가 오면 분명 Paperless는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BIM 

모델 활용기반 구축 및 숙련화 달성시기까지의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종이도면 제공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4∼7 참조). 단, 도면의 양이 많고 현재 2차원 도면의 모두를 BIM 도면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므로 도면의 수준과 그 분량은 각각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BIM 모델로부터 수량산출서를 작성하려면 모델은 형상, 제원, 좌표로부터 철근상세, 거푸집, 

동바리 등 수량산출을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표4 참조). 최종 목적 구조물로서 형상 가시화가 

가능한 모든 공종은 모델을 통하여 수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운반, 물푸기, 시험비 등 모델을 통하여 

가시화가 불가한 공종만을 모델에서 제외하며 기존의 2D 설계 방식과 동일하게 수량을 산출하면 된다. 

향후 3차원 전면 BIM 설계가 주를 이룬다고 하면 분명히 품셈 기준 및 수량산출 기준도 그에 맞게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는 2차원 설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기준에 맞게 BIM 모델을 

통해서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림 8은 완성된 모델에서 수량산출서 작성 사례로 교대 기초 및 

본체 콘크리트 수량과 받침 콘크리트와 버림 콘크리트 수량을 산출하고, 솔플레이트 수량과 동바리와 

수평연결재, 거푸집도 설계기준에 맞게 수량산출서를 작성한 사례이다.

[그림 4] BIM 데이터에 의한 설계도면 작성 순서의 예시

1. 모델 형상 구축 2. 속성 정보 구축 3. View 선정 및 형상도면 추출

4. 부재별 제원 추출 5. BIM 기반 도면화 6. BIM 기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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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로분야 BIM 데이터에 의한 설계도면 작성의 예시

평면 및 종단면도 포장 계획도

[그림 6] 교량분야 BIM 데이터에 의한 설계도면 작성의 예시

교대 일반도

교대 구조도

[그림 7] 터널분야 BIM 데이터에 의한 설계도면 작성의 예시

갱문 일반도 피난연결통로 일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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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종별 BIM 데이터 작성 기준

구 분

데이터 작성 항목 데이터 작성 제외 항목

최종 목적구조물로서 각 항목별 수량 
산출이 가능한 구조물

공사 중 시설물, 운반 등 BIM 데이터를 
통하여 보여줄 수 없는 공종

토    공 땅깎기, 흙쌓기, 표토제거 유용토 운반, 타공구 반출, 자재대 등

배 수 공

토공, 측구공, 맹암거, 배수관(종횡), 
기타관, 집수정, 암거공, 수로보호공, 
도수로, 개거, 방수거, 우수받이, 맨홀, 
침전조, 생태이동통로, 저류조, 옹벽공, 
사방댐, 낙차공 등

유송잡물, 간이상수도, 골재생산, 운반 및 
자재대 등

포 장 공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경하중포장, 
빈배합 콘크리트, 경계석

골재생산/운반, 자재운반, 자재대 등

부 대 공

교통표지판, 시선유도표지,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방호벽, 낙석방지시설, 
가드휀스,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안전시설, 
충격흡수시설, 긴급제동시설 등

교통처리우회도로, 환경관리비, 
품질시험비, 토지임대료, 각종운반 등

구조물공
상부 슬래브, 거더, 교대 및 교각 등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등

자재대, 말뚝 시험비, 워킹 타워, 동바리, 
비계 등

터 널 공

본선 및 피난연결통로, 갱문 등
지보공(록볼트, 강지보 등)
콘크리트 라이닝 철근 및 거푸집
훠폴링, 선진보강 그라우팅, 선지보 네일 등

발파공, 록볼트 충진재, 배면 그라우팅, 
계측기, 공사중 임시 시설(공사중 설비 
포함) 등

[그림 8] 구조분야 수량산출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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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단계의 스마트 건설 기술

 주 52시간 근무제에 이어 중대재해대책법까지 통과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인력 

수급 문제와 함께 공사기간과 공사비 등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생기면 중소 건설사들은 경영악화 문제가 아니라 페업 상황에 몰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 대표이사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이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대부분의 처벌 조항이 기업의 존폐가 걸린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로 정부와 기업이 모두 만족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주요 공종을 무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이 하루빨리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건설기술로드맵‘에서는 2025년 이후에 자동시공·검측, 공장제작 조립, 정밀제어, 

AI 기반 통합관제, 로봇을 활용한 자동시공 등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크레인, 터파기 등 건설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고공작업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시공 BIM 기술과 

더불어 무인시공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그림 9 참조).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개발 단계에서 중대재해대책법 등이 시행되는 것은 업계의 큰 부담이라 볼 수 있지만 조속히 개발되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법 취지도 만족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무재해를 통해 중소 건설사들의 부담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공 BIM 기술은 스마트 건설기술과 접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장의 

정밀시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그림10 참조), 시공 BIM 모델로부터 각 공정별 수량 산출과 기성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BIG 데이터를 취합하고 선별하여 유지관리 단계까지 

접목할 수 있어 생애주기 최적의 자산관리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합하여 아직까지 초보단계인 시공분야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림 9] 다중크레인을 이용한 거더의 무인 거치 시스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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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IM 모델을 이용한 교량 무인거치 시뮬레이션

4. 유지관리 단계의 스마트 건설 기술

 국내 시설물안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목 시설물은 1종 7,000여 개소, 2종 25,000여 개소이고 

그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리주체는 매년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3년에 

정밀안전점검 1회, 1종 시설물은 5∼6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고속도로와 국도의 시설물은 

5년에 1회 이상의 성능평가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있다. 시설물의 

관리는 손상 후 사후 조치로 보수·보강하는 방법에서 일정한 수준의 목표성능을 설정 후 성능이상으로 

관리하는 성능평가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는 체계적인 시설물관리로 예기치 못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 조치로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방적 유지관리 실현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유지관리 전문기술인이 현장 조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손상을 외관망도에 옮기고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구조물의 등급을 정하며,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대한 현장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성능위주의 유지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상황 발생 

후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또한, 점점 증가하는 시설물을 관리하기에는 전문기술 

인력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며 장기간의 고공작업, 협소한 공간 작업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설물들은 설계·시공단계의 BIM 모델과 연계하거나 BIM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트윈하여 기존의 2차원 손상을 기록한 외관망도의 비효율성을 보완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데이터 정리를 통해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구현으로 자산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그림 11 참조). 

또한, 전문기술인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력중심의 현 유지관리 체계를 탈피하여 기술 융·복합된 

로봇, AI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여 인력을 최소화하는 점검 시스템이 되어 생산성을 개선하여야 

한다(그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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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존 시설물 디지털 트윈 사례

[그림 12] 무인점검 시스템의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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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건설분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건설의 완성은 국가, 발주자, 설계사, 시공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지

금의 국내 스마트건설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뚜렷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다. 국내 

스마트건설의 일환인 BIM 기술은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분야 디지털화의 근간이며, 현재는 

도입초기로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 단계씩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대책법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무인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로 무재해 및 생산성 향상을 이뤄낼 수 있으며,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선 기존 시설물의 

디지털 트윈과 시스템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는 시설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의 생애주기를 최

첨단 스마트 유틸리티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의 견인을 위

해 BIM 기술로 기존 시설물을 디지털 트윈화하며,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자산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구

축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공공건설사업 분야에서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자는 BIM설계 발주를 추진하고, 

국가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에 노력하며, 기업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위한 시스템과 전문기술인 양성에 

힘써야함을 바라면서 칼럼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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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1.12. 법개정 공포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와 국토

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화) 공포되었다.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령(｢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1)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2)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국토계획법｣ 개정 발의(2020.9.9.)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

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
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

2)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8호의3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③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

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02)2133-8324〕

서울시, 골칫덩어리 하수찌꺼기 부피 

줄이고 자원 회수하는 기술 개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민관 협업을 통해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의 최종 부피를 

줄이고 비료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인(P)을 회수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바이오에너지개발 및 

서남물재생센터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의 수분을 

줄여 부피를 최소화하고 인(P)까지 회수하는 기술을 

특허 등록하였다. 특허 기술명은 ‘하수슬러지의 

인 회수용 필터프레스 장치 및 이를 통해 초음파를 

이용한 인 회수 방법(등록번호: 제10-2191378-0000)’

이며, 하수찌꺼기에 초음파 처리를 하고 멤브레인

-필터프레스를 통해 가압탈수하여 탈수케이크의 

함수율을 낮추고 탈리여액에 포함된 고농도의 

인(P)회수가 가능하다.

<하수찌꺼기 탈수 및 인(P) 회수 시스템 조감도>

》  지식정보 



- 15 -

 2018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하수처리장

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발생량은 연간 약 

409만 톤이며 그 중 대략 70만 톤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하수찌꺼기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하수처리장은 

2012년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대부분 육상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하수찌꺼기 탈수 및 폐기물 

자원화와 관련된 기술로써 보통 안경점의 초음파

세척기에서 많이 활용되는 초음파에너지와 멤브레인

-필터프레스를 융합하여 개발하였다.

 전체 처리공정은 하수찌꺼기를 초음파 용출조에 

넣고 초음파 처리 후, 탈수 보조제(폴리머)를 투입

한다. 응집된 하수찌꺼기를 멤브레인-필터프레스를 

통해 탈수하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된 

물인 탈리여액에서 인(P)을 회수한다. 핵심기술인 

초음파 용출조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 주파수

(20㎑) 이상을 갖는 음파인 초음파를 통해 하수

찌꺼기에 포함된 미생물 세포를 파괴하고 표면적을 

증가시켜 수분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멤브레인-필터프레스는 하수찌꺼기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수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과판에 하수

찌꺼기를 넣고 1차 탈수한 후 멤브레인 필터에 

고압의 가압수를 다시 주입하여 두 번에 걸쳐 

탈수케이크의 함수율을 대폭 낮추는 공정이다.

<초음파 용출조>

<멤브레인-필터프레스 장비>

 이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의 현장 실험을 한 결과, 

하수찌꺼기의 함수율은 54%로 기존에 보급된 

원심탈수기를 활용했을 때 함수율(약 78%)에 

비해 약 24%P 낮춰, 최종 하수찌꺼기의 부피를 

약 40%까지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전체 하수처리비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슬러지 처리 비용이 대폭 절감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하수찌꺼기에 초음파 처리를 통해 탈리

여액 내 인(P) 농도를 4배 이상 높여 인(P) 회수 

기술의 경제성을 한층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통 탈리여액 내 인(P) 농도는 50㎎/L 

수준이었으나 본 기술을 통해 단시간(20분)에 

인(P)농도가 214.9㎎/L까지 증가하였다. 

<탈리여액 내 인(P) 농도변화>

 한편, 이번 기술 개발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7년 하수찌꺼기 소각재에서 인(P) 회수기술 



- 16 -

개발(특허: 하수슬러지 소각재로부터 인(P)의 회수방법)에 

이어 인(P) 회수 대상을 하수찌꺼기로 확대하여 

얻은 두 번째 연구 성과이다.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02)570-3335〕

서울시, 상수도 생산∼공급 기후위기에 

대응…지자체 첫 '환경보고서' 발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아리수 공급 

전 과정에서 설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해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총망라해 담은 ｢2020 아리수 환경보고서｣를 발간

했다. 상수도 분야 환경보고서 발간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reports)’란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성과, 개선노력 등의 환경 

정보를 기록·측정해 이해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특히 각종 사업 추진 성과를 계량적으로 표기

해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진단이라는 3대 

방향 아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컨대, 모터펌프의 운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분석한 후 저효율 펌프를 

고효율 펌프로 교체해 왔으며, 수도 설비에 설치

된 조명을 100%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했다. 

또한 지난 10년간(2009∼2019) 태양광, 지열, 

소수력(Small hydro power)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총 112,391㎿h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

 서울시는 이런 다각적 노력을 통해 지난 5년간 

배출예정량 대비 온실가스를 총 211,338 tCO2-eq 

감축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총 3천2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와 동일하다. 

 향후엔 신재생에너지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의 

특성을 이용한 ‘수열 에너지’ 활용모델을 2021년

까지 정립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는 공공기관 

신규 건축 설계 시 수열에너지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도 

담았다. 국제표준기구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을 전국 최초 도입(2016년), 수돗물을 ‘식품’

으로 인식해 생산·공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노후관에 대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 이상인 총 33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와 공존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도 

소개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서울과 

인접한 4개 도시에 하루 12만 424톤의 아리수를 

공급(2019년 기준)했으며, 국내외 재난지역에 아리수 

병물을 지원했다.

 급수환경이 열악한 해외지역에 수도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상수도 전문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또 해외 상수도관계자를 초청해 서울시 

상수도 우수정책과 기술을 전파하는 ‘서울시 상수도 

정책연수’엔 37개국, 87개 도시, 262명이 참여

(2019년 기준)하기도 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첫 환경보고서 발간을 

통해 서울시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타시도가 상수도

관련 친환경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참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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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발간한 ｢2020 아리수 환경보고서｣는 

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 어린이 도서관 등에 배부

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 

arisu.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02)3146-1201〕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환경부-경기도 공동)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시도)가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 

합의3)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

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4)‘ 회의에서 결정

됐다. 공모 기간은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

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

3)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 마련

4)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5)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6)도 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

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

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성을 

5)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6)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2016년 1월
부터 연평균 800억 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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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

위원회7)에서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

방안(로드맵)’을 의결8)하는 등 반입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9)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

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중에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매립

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상 위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

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7〕

〔서울시 자원순환과 (02)2133-3672〕

〔경기도 자원순환과 (031)8008-426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032)5609-449〕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위원장), 환경부-3개 시도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로 구성

8)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 60만톤, 건설폐기물류 매립량 
50% 감축(2026년까지)

9)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 256만톤(2019년) → 100만톤 
이하(2026년)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1조

6,228억 원 투입…경제 활력‧일자리창출

 서울시는 올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와 건설공사 

용역 발주에 1조 6,22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설물 조성공사·보수 등 총 347건이다. 이는 

지난해 1조 3,189억 원 보다 23% 증액된 규모다.

 우선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

시설·소방·산지 등 안전분야 119건(230억 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76건(450억 원) ▴기반

시설 설계 24건(824억 원) 등 총 219건이며, 사업비는 

1,504억 원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안전분야 34건(873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28건(1,221억 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55건(12,447억 원) 

▴하천준설 등 하천시설물공사 11건(183억 원) 

등 총 128건에 1조4,724억 원이 투입된다.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업들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주요지표의 취업유발

계수10)를 적용하면 1만8,5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의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02)2133-8020〕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02)2133-8102〕

10)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청와대
에서 발표한 취업유발계수는 2018년 기준 11.4명이다.

    ※ 안전·기반시설 용역 관련 취업자수
       취업계수(11.4명)×산출액(1,504억 원)/10억 원=1,715명
    ※ 안전·기반시설 공사 관련 취업자수
       취업계수(11.4명)×산출액(14,724억 원)/10억 원=16,7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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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 정보 총망라 

'디지털 아카이브' 전국 최초 구축

 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을 비롯해 시가 그동안 

수립한 도시기본계획부터 각 사업별로 따라야할 

지침과 세부기준, 위원회 안건별 심의기준까지 

도시·건축 분야 정보를 한 곳에 총망라한 ‘도시·

건축 디지털 아카이브’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도시·건축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뿐 아니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을 검토하는 심의위원, 업무담당 공무원, 

일반시민까지 도시·건축 분야 주체들이 사용하는 

자료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그동안 이런 자료를 보려면 여러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 검색하거나 담당부서에 요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지침을 만드는 공무원과 사업계획을 수립

하는 업체, 심의하는 위원들이 동일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활용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심의 전문성과 사업계획 완성도를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는 서울시가 도시·건축

위원회 운영과 심의 지원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만든 ‘도시·건축 위원회 시스템’(http:// 

commission.eseoul.go.kr) 내에 구축돼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시·건축 관련 기준 등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경

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이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연계자료(과거이력)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방대한 문서에서 

본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해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02)2133-7955〕

서울시-SK에너지,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보급 활성화’ MOU 체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서울시와 SK에너지 

주식회사가 손을 잡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차량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SK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공감, SK주유·충전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SK에너지는 우선적

으로 SK 주유·충전소 중 태양광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를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 특히 주유소·충전소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보급, 연료전지 설치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 태양광 실증단지를 거친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 서울에 맞는 친환경 차량 및 충전

시설의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SK에너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대도시의 에너지전환과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한 서울시와 정유업계 간 첫 협력 모델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이러한 

친환경에너지 전환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사업 개발을 위해 SK에너지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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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300개소에 

8억 원 지원… 주민제안사업 공모

 평범한 일상이 소중한 요즘, 생활권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시기를 

극복하고 이웃과 위안을 나누는 우리 동네 봄맞이

정원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시즌2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직접 일상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2021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11)」을 공모하고 2월 19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은 총 2개 분야다. ➀ 꽃, 나무, 비료 등  

최대 200만원 이내 녹화재료 지원과, ➁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개소 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정원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총 지원예산은 약 8억 원이다. 단, 5년 이내 재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

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민 뿐 아니라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 내 사업대상지만 있다면 

공동체를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2개 분야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신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신규 신청 시(2020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

제안사업 미 선정자) 가산점을 부여하고 심사기준을 

세분하여 심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분야의 경우, 보조금이 효율적

으로 집행되도록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

하도록 하고 참여 공동체 희망 시 시민정원사 

지원을 통해 대상지별 꽃·나무심기 기획, 설계, 

11) 2020년 추진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의 후신으로 
시민들이 5인 이상 공동체를 조직, 녹화대상지 선정에서 녹화, 
사후관리까지 전(全)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

식재, 기술지도 지원을 통한 녹화의 질적 향상을 

증진할 계획이다.

 사업선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12)에서 자치구 현

장평가 결과 및 사업제안서 등 제출한 서면자료

를 검토하여 녹화재료(필요성, 공익성, 자발적 

주민참여), 보조금(필요성, 공익성, 자발적 주민

참여, 녹화의 현실성, 예산타당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2월 19일(금)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 

go.kr)에서 지원(신청) 양식(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공동체 소개서, 각 1부씩)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해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또는 푸른도시과)에 

메일 전송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07〕

서울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전자책 발간…초보자용 유튜브 강연도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하였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원래 건축법을 

이해하기 쉬운 도면으로 설명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식백과로 현재까지 약 537만 건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했다.

 서울시는 명지대(이재인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새롭게 추가하여 414쪽의 

책자로 발간하였다.  

 서울시는 책자 300부를 서울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12) 지방보조금 위원회 인력풀에서 공공조경가 그룹,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명이내로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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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하여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

(http://ebook.seoul.go.kr)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

하도록 게재하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교육’을 제안한 한국

디에프에스연구원의 「좋은 건축주 되기」 교육을 

후원하고,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였다. 

 본 강연은 설계단계의 절차, 건축시공과정의 

이해, 건축기본소양 등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전반

적인 건축과정을 담았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은 

유튜브에서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으로 

검색하면 총 24개의 강연을 누구나 무료로 시청

할 수 있다.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02)2133-7101〕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13)' 안에서 수평

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14)과 건축선15)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13) 허가권자가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개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 구역 내 리모델링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음

    → 「건축법」상 완화 적용 대상
       제42조(대지의 조경) /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제

46조(건축선의 지정)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58조(대지안의공지) /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 제
61조 제2항(공동주택 채광 확보)

14)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15) 건축 가능한 경계선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보다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핵심은 ‘실효성 있는 건축특례’와 ‘빠른 구역지정’

이다. 이를 위해 ①건폐율·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 완화비율 대폭 확대 ②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③구역지정 대상 확대, 세 가지 사항을 개정했다.

완화 전 완화 후

 첫째,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

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http://ebook.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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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했다. 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

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한다.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16)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

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02)2133-7102〕

서울시 건설현장 타위크레인 안전점검 

…99건 적발해 시정조치

 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이 대상이었으며,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뒀다.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및 구조부(전기·안전

장치) 상태와 함께 현장안전(신호수 배치, 교통

16)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대상
   - 기성 시가지가 낙후되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시대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 옛 정취 또는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의 보존 또는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등 노후저층주거지

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사항을 점검

했다.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있었고 법규 지적사항 9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기초부 배수상태 미흡 ▴마스트

(Mast) 일련번호 식별불가 ▴전기장치 불량 ▴
그물망 및 방호울 미비 ▴신호수 배치 불량 ▴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건설기계

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

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17)할 계획이다.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과태료·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것이며,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선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02)2133-822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고 배출권거래

17) ①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항목인 일일점검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 및 점검항목의 범위가 누락되어, 자율적 
점검이 되고 있어 사고 우려 가능성 높음

     →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의무화 하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새김압형을 보존하는 규정이 없고, 
건설기계 제작증에도 새김압형을 1개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도 확인 불가함

     → 새김압형 2개 이상을 부착하도록 규정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③ 타워크레인의 작업 전 점검사항이 구조·기계에 집중되어 

있어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작업 시에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그 필요성이 있음

     → 현장작업 관련 작업 전 점검사항 추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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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무상할당 업종 확대(안 제19조 및 부칙 제2조)

  1)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 근거인 「집단에너지

사업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기업 외의 다른 업종보다 크기 

때문에 보다 도전적인 감축이 필요함.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

2025)부터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되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비용발생도가 

53.1%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인 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

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023년

까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

나. 시장조성자 지정 가능 대상 구체화(안 제37조)

  1) 시장조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권 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를 

구체화

다. 외국 시행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삭제(안 제47조제3항)

  1) 제3차 할당계획에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가 

강화되어 국외 시행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감소한 바, 할당대상업체들의 외부사업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시행된 상쇄 배출권 

제출한도 규정을 삭제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9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

규칙으로 위임하고,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등장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 미만인 전기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하고, VR 시뮬레이터 등은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사항 개선 
(안 제10조제1항)

  1)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협의사항은 착공

신고 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내용을 

개선함

나.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절차 개선 
(안 제46조제5항)

  1)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

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개선함

다. 창호 방화기준 적용대상 신설(안 제61조제2항)

  1)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도 방화에 

지장이 없게 설치되도록 함

라.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 방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안 제119조)

  1)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높이, 반자높이, 층고, 지하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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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등의 세부 산정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건축공간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신기술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추가(안 별표1)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전기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

하고, VR 시뮬레이터 제공업소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함

바. 제조업소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요건 

명확화(안 별표1)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

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요건을 개선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개발에 맞춰 관련 

규격을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 17514호, 

2020.10.20. 공포, 2021.04.21.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

부령에 위임된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개의 표출부로 다양한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전광판형 신호등(가변등) 도입에 따라 관련 

규격을 마련함(안 별표3)

나. 신호기의 신호등이 전구식에서 LED식으로 바뀜에 

따라 유사 국가 표준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

하여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3)

다. 도로교통법 개정(2020.10.20. 개정, 2021.4.21. 시행)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도로공사장에 설치·배치

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2조의2, 별표15의2)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인정

방법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조건 

확보 시에는 건축물외벽 마감재료의 교체 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하여 경제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함은 물론,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화재안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신설 

(안 제14조제4항)

  1)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

나.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완화    
(안 제24조제7항, 제8항)

  1) 세부용도 변경 시에도 건축물 대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20.1.)

됨에 따라 외벽마감재료 교체의무가 부과되어 

과도한 수선비용 발생 및 업종변경이 제한

되는 등 경제활동 우려가 있고, 집합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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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일부 교체 시에는 결로 등 단열효과 

저하 우려가 있어, 일정 수준의 안전조건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외벽 마감재료 교체 

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함

다.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           
(안 제24조제9항, 제10항)

  1)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재료의 착화성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토록 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 (안 제83조의3∼9, 

88조, 88조의2)

  1)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 시 행정

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보상한도, 

가입독려 및 제재(과태료). 피해자 보호조치 

등 보험이 갖춰야할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

하고, 행정안전부의 의무보험 평가계획에 

따라 각 법령을 점검하여 평가 결과 도출된 

제도 개선계획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

토록 하여 제도 개선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수입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규정함

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치료·보상 지급 기준 

마련(안 제72조, 73조)

  1)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한 치료비 지급기준 및 치료

절차를 마련함

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 추가
(안 제6조)

  1)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감염병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시행령 별표

1의3)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

라.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1) 매년 증가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와 재난

안전사업 평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위임함

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규정(안 제26조)

  1)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의무화하여 계획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바. 징계단계의 적극행정 면책 준용 규정 신설 
(안 제86조의3)

  1) 시행령 제86조의3(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은 

동법 제77조에 따라 징계요구 단계에서 적용

되는 규정이나 징계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어 

별도의 징계단계 면책 준용 규정 신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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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징계단계에 적용할 적극행정면책 규정은 

징계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4〕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 승강장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

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하므로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044)201-3960〕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시 허가금지 구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개인 토지 간에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통행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개인의 토지활용도를 

높이고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결허가 금지구간 사전심사 신청 서식 신설 
(안 제4조 제5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1)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에 대한 도로

관리청의 의사를 사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심사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전심사

신청 서식 신설

나. 도로 본선과 개인 토지 간의 이격거리 개념 

수정(안 별표1)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시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사유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로본선과 이격시켜야 하는 이격거리의 

개념을 본선-사업부지 간 거리에서 본선-시설물 

간 거리로 수정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044)201-39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대상 확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광역화, 지구단위

계획 적용범위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적용

대상에서 일부 가설건축물 제외,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서 성장관리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0.12.9.)하여 공포(2021.1.12.)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기준,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광역-기초 

지자체 배분 비율,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정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기준(안 제32조의2)

  1)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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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의 제공 

및 비용 납부 등(안 제46조의2)

  1) 지자체의 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

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공공

시설 등의 소요량 및 현재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

시설 등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3)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개발이익 현금납부액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안 제50조의2)

  1)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과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함

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안 제70조의12)

  1)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

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

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안 제70조의13)

  1) 지자체의 장이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주요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자체의 장은 

의견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

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지자체의 장은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보내야 함

  4)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성장관리

계획구역면적의 10퍼센트 이내 변경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5) 성장관리계획 결정 후 고시는 지자체의 공보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

바.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안 제70조의14)

  1)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에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개발·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하도록 함

사.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한 녹지

지역(안 제70조의15)

  1)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한 녹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함

아. 성장관리계획의 정비(안 제70조의16)

  1)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정비할 때 

검토할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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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
점검 결과의 범위, 공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안 제3조 신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44)205-514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23호, 

2020.6.9. 공포, 2021.6.10. 시행)됨에 따라 공공처리
대상폐기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0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범위(안 제2조)

  1)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 폐기물,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등을 추가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안 제4조)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을 추가

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공고 및 공모절차   
(안 제5조, 제6조)

  1) 환경부장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라 

공모기간,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등을 설치·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모지역이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입지후보지로 

선정

라.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1) 입지선정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설치·

운영기관 임직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의회 의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 공무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지역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전문가,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로 구성

  2) 입지선정위원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선정,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

관의 선정 등을 심의·의결

마.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안 제10조)

  1)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운영기관은 동 내용을 공고

  2) 지역주민은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해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

위원회에 의견 제출 가능

바. 시설 입지 안의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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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일 현재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
하는 사람으로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급

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안 제14조)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제한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폐
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

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등(안 제16조)

  1)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배분·적립,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경비 등을 고려하여 반입
수수료 금액을 결정

  2) 설치·운영기관이 반입수수료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정하거나 변경한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설치·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자. 기금수혜지역의 범위(안 제18조)

  1) 기금수혜지역의 설정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 가능

차.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안 제20조)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 구성

카. 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 대상 등 
(안 제21조)

  1) 기금수혜지역에 실제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기금
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운영이익금 지급

타. 투자참여지역의 범위 및 주민투자에 관한 
사항 등 (안 제23조)

  1) 투자참여지역의 범위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
되어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읍·
면·동 또는 그 밖의 읍·면·동으로서 공공폐
자원관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추가

  2)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
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분 참여 또는 
채권 발행, 기타 계약의 방법으로 투자참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
시설 설치사업의 투자금 모집 가능

파. 운영이익금의 배분 등(안 제24조)

  1)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방법, 유보금의 
적립·관리와 그 사용용도는 별표 3에 따름

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의 사용(안 제25조)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 가능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51호, 2020.10.20. 

공포, 2020.4.21. 시행)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등급 이력, 중대한 결함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안전점검·성능평가·유지관리 이력,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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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등 시설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대상 시설물의 범위, 공개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청이 시설물 
안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점검업체 및 시설물
관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하고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안전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규정(안 제35조의2제1항)

  1)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옹벽 및 절토
사면,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 또는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항 규정 (안 

제35조의2제2항)

  1) 국방 등 그 밖의 이유로 보안 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공개 시, 관리
주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정보공개의 방식 규정(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1) 시설물의 안전관련 정보는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함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안 

제43조제1항)

  1)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확인 및 수정·보완 요청, 
긴급안전점검 실시, 실시 확인 및 실시 명령,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제출 명령, 
수정·보완요청,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행 및 시정명령, 안전진단전문
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보고·조사·시정
명령에 관한 사항, 대행실적 제출 확인, 성능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유지관리 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88〕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항목 삭제 
및 지정 절차를 보완함은 물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의 개정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험분석 기기와 
장비 목록을 변경하고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절차와 지정 적합 판정 
기준 제시

나. 검사결과 통지서 및 지정사항 변경 관련 항목 
삭제

다. 목재제품 품목 명칭 변경 및 시험분석 기기 
장비 목록 수정 등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02)961-2705〕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제도를 내실화하고 하자분쟁 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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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요청
하는 경우 규칙을 준용토록 조문 신설 및 
정비(안 제2조, 제2조의2, 제25조)

나. 법률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등기우편으로, 
그 외 문서는 우편,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통지방법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12조의2)

다. 하자분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추가로 발견된 
긴급한 하자 등에 대해 하자분쟁을 추가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기준에 맞지 않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불허함(안 제13조)

라. 대리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공동
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조정(안 제13조의2, 별지 제4호서식)

마. 제한하고 있지 않는 흠결보정횟수를 2회로 정하고, 
기간 내 당사자가 보정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리하도록 하여 신고한 처리 도모(안 제14조)

바 피신청인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17조, 별지 제5호서식)

사. 하자사건 신청 이후부터 사건 의결 전까지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의2)

아. 위원회는 회의 전일까지 참여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참여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 행사기회를 부여함(안 제20조의2)

자. 조정 불성립 사유에 당사자 간 합의의 여지가 
없는 등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가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함(안 제35조)

차. 당사자 요구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회의 속행 
또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

카. 당사자에 한하여 본인의 사건기록 열람·복사권을 
부여하고, 열람·복사 신청방법 등 절차를 마련함
(안 제52조의2·3)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7〕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8.6. 공포, 

2021.8.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문과 자동
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
댐퍼의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기준    
(안 제4조∼제10조)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 심사를 통하여 성능을 인정하도록 함

나.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기준  
(안 제11조~제17조)

  1)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이 이를 확인·점검하도록 함

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취소 등   
(안 제18조~제20조)

  1)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일시
정지, 개선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8〕

「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정비 관리 및 소규모 공공
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방재관리대책대행 업무에 
추가되어 신규 품셈 개정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의 실무지침」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개정에 따른 대가기준 및 소요인력 조정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제도적 
보완하고자 「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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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계획 부문

  1) (대가조정) 수립지침 개정 내용 반영 및 공통
항목 소요인력 현실화

  2) (신규품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규모 공공
시설 신규품셈 반영

나. 실시계획 부문

  1) (대가조정) 내수, 사면, 저수지 재해 상향
(기초현황조사, 원인분석 품셈 현실화), 상대적
으로 과대적용되어 있던 해안 및 하천재해 
하향 조정

  2) (신규품셈) 우수저류시설, 소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실시계획 신규품셈 반영

다. 평가 부문

  1)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
계획 대가 하향, 개발사업 대가 상향

  2)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간소화에 따른 
대가 하향(광역 39.8%, 일반 27.1% 감소)

  3) (개발사업) 개발유형(선, 면)을 구분, 조사
업무 및 사면안정해석 대가 현실화18)

  4) 재해복구사업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분석평가는 종전과 같음19)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2〕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은 2011년 4월 6일자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다문화 
가족이 화재 등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표지에 외국어 및 그림을 병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피난기구의 

18) 면개념(13.5% 증가), 선개념(26.2% 증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3.0% 감소)

19) 진행 중인 정책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대가 기준 조정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사항(아파트→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 
23개→30개)을 반영(안 제4조제2항제1호)

나. 화재안전기준에서 인용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안 제4조제2항제3호, 별표1 비고 2), 3))

다.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의 경우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경우 구조대를 추가하여 설치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별표1)

라. 외국인·다문화 가족이 화재 등 위험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어를 알지 못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외국어 및 그림을 병기
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마. 아파트의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편복도형 
아파트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의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하고, 
편복도형을 건축법령과 동일하게 갓복도식으로 
용어 변경(안 제5조제4호)

바. 지하층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 
등 안전성 확보 및 현재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난기구 설치 실효성이 낮으므로 
피난기구를 삭제하고, 간이완강기·공기안전
매트 적응성을 명확히 함(안 별표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20.4.)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현행화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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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다한 제출도서 지양(안 2.2, 별표 1 및 별표 2)

  1)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의 단계에서 과다한 도서 및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함.

나.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 지양(안 3.1, 3.4 및 3.6)

  1)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함

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현행화(안 6.2)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

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함

라.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명확화(안 6.3)

  1) 건축위원회 심의를 ‘지자체가 지정·공고한 지역’

으로 축소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심의지역을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기재

하도록 함

마.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안 7.1)

  1) 「건축법」 제4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공공

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진단비용 명시(안 별표)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용을 명시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3〕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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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7차 연희배수지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부재별(슬라브, 벽체, 기둥 등) 철근의 직경은 

금회 실측을 통해 확인한 값과 추정값을 적용한 

철근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이력관리를 

명확히 할 것

○ 내진성능평가 시 지반조건 N값을 50으로 적용

하였는데 해당지역의 지반이 퇴적층일 경우를 

고려하여 N값을 30으로도 적용하여 내진안전율을 

재검토 해볼 것

○ 복원도면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것

○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배관 도막두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대비 도막두께값 차이가 

심하게 나는 배관의 경우 향후 진단(및 점검)

용역 시행 시 원인을 조사하기 바람

■ 제208차 진관배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금회 확보된 녹신아리수 준공서류를 통해 해당

시설물의 준공년도를 재확인하고, FMS상 시설물의 

준공년도 오류를 정정할 것

○ 발주청은 향후 진단(및 점검)용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차용역과 금회 실측을 통한 철근

직경 등 재료시험 조사위치를 복원도면, 외관

조사망도 및 보고서 상에 명확히 표기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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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수올림터 내 기계전기 시설물(미측정 모터 

포함)의 도막두께, 전류, 전압, 압력, 유량, 

운전상태 등을 측정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것

■ 제217차 당현천 복개구조물 부분철거 및 이설

공사 설계심의

○ 공용으로 장기침하가 발생한 기존 복개구조물과 

신설PC 암거 접합부에 부등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 포장침하 등이 예상되므로 부등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침하방지대책을 수립

하여 보고서에 명기할 것

○ 콘크리트 품질확보 및 공사 가능 기간을 고려한 

적정 시공계획을 수립할 것

○ 공사구간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 구간이므로 

철저한 안전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할 것

■ 제218차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공사 

공기적정성심의

○ 본 사업의 주 공정은 차량기지 종합관리동 

및 검수고 구간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실제 

현장에서 작업이 가능한 토공 및 구조물 작업팀 

구성, 안전시공, 품질관리 등 운영방안을 재

검토하여 공사기간 산정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당초보다 5개월이 추가 소요되어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45개월로 산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상치 못한 리스크 발생에 따른 

사업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공사기간 지연 

방안을 마련할 것.

   - 노면전차 차량제작, 형식승인, 시험운행 등에 

필요한 소요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외사레 조사 등을 통해 사업

관리 등 필요

■ 제221차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정보 갱신 

용역발주심의

○ 기 개발한 ‘기반시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향후 

운영을 위한 용역이므로 기존 용역의 필수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금회 갱신 용역 시 내용 추가

○ 도면 입력 시 준공도면 미확보로 복원도면을 

입력한 경우 실측자료 또는 유사도면 비교검증 

등을 통해 도면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금회 용역대상 시설물이 586개소로 광범위하므로 

유형별 분류 후 해당 유형에 따른 필수 기본 

입력인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충실한 자료

입력이 되도록 할 것

○ DB 검증, 보완 및 오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활용 중인 시스템의 DB 확보 범위, 표준화 

양식 등에 대한 과업범위를 명확히 할 것

○ 입력되는 시설물 성능지수, 등급관련 자료는 

각 부재의 평균값으로 특정 부재의 중대 결함 

등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데이터 추출이 곤란

하므로 데이터 별도 관리 필요

■ 제223차 CSOs 저류조(2개소)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기존 자료조사 관련

   - 기 설치하여 운영 중인 CSOs 저류조 계획, 

설계, 시공·감리 자료, 유지관리부서의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하여 계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각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중 기본

계획 수립 시 반영 가능한 사항들을 검토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CSOs 저류조 부지선정 등 관련

   - 부지선정 및 시설계획 시 저류조 유지관리 

차량의 진·출입 동선과 기존 도로 및 유수지 

시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것

   - 대상지 유수지 사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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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복개 등 시설계획이 중복 및 누락

되지 않도록 관리기관과 주기적으로 협의

할 것

○ 플랜트 설비 관련

   - 기계시설은 시뮬레이션 자료 등 처리방식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해당 현장에 최적의 

형식을 계획할 것

■ 제224차 오류배수지 정밀안전진단심의

○ 향후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진단(및 점검)용역 

추진 시 과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유사시설물을 묶어서 적정 과업규모로 

발주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복원도면은 선택 과업이므로 발주처에서 적정 

대가를 지급할 것

○ ‘구조해석 및 안전성평가’ 결과자료를 보면 

상부슬래브 및 벽체의 중앙부 안전율이 과도

하게 높은 수치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재검토 필요

○ PE방수시트 절개부위에 대해 철저히 복구하고 

해당 부위를 중점관리사항에 포함하여 면밀히 

관리할 것

   - 향후 진단용역 시 재료시험은 금회 재료시험 

위치를 고려하여 바닥 및 천정 등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할 것

○ 기전설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수록할 것

■ 제225차 AI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동 공사의 제치장(노출)콘크리트면은 주요 마감면

으로 사용되고 있어 마감면의 품질이 레미콘의 

수급, 양생 등 시공정밀도에 따라 크게 좌우

되므로 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방안 등 시공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시행할 것

○ 노출콘크리트는 내구성 확보를 위해 적정 피복

두께를 유지할 것

○ 현장타설 말뚝은 설계원안으로 반영하되 기초

공사 전 지하수위, 현장 시공성, 자재수급현황을 

재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방안으로 시행할 것

○ 디자인벤치와 화분 상세에서 재료의 특성 및 

물성, 각 부분의 치수 등을 명시하여 특기시방서에 

반영할 것

○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에 

의하여 친환경 인증자재를 사용하고 친환경 

제품 적용 리스트를 도면에 수록할 것

■ 제226차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블랙박스 공연장 상부가 THK370 글라스울

크로스 단열재로 반영되어 있는 바, 철골보

(H-594×302, H-194×150)에서 단열손실 및 

결로발생 우려가 있어 냉교(Cold Bridge)에 

대해 재검토 후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건축도면에 블랙박스 공연장 지붕(구배 1/200)의 

H-Beam, Extra Deck Plate의 시공성과 처짐 

방지를 위해 단면상세도를 작성하여 보완할 것

○ 시공 중 지반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장에 근접한 

인도 및 도로에 대한 GPR 탐사위치를 배치

도상에 표기할 것

   - 착공 전 대지 주변의 인도 및 도로 하부에 

존재할 수 있는 공동을 GPR 탐사를 통해 

파악하고 사전 보강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 

진행 필요

○ 이질 재료인 BIPV 패널과 알루미늄 징크패널 

연결부위의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누수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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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7차 구의역 일대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 

용역발주심의

○ 현황조사 항목에 시설별 주차대수, 불법주차

대수, 주차장 현황조사를 포함하고 자동요금

징수 등 스마트 노상주차장 설치 방안 검토

○ 생활가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바닥포장, 

안전시설물 설치 등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할 때 5G·AI·IoT 기반 스마트 기술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것

○ CCTV 등 관제 설비가 설치되므로 지자체의 

기존 관제시스템과의 연동 설계가 과업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중화 사업이 포함되므로 유관기관과 비용

부담 및 공사 일정 등에 대해 설계 초기단계

부터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 보도포장구간의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노후도를 

조사하고 하수관거 배수용량을 검토하여 필요 

시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 보안등 설계 및 설치 시 주거지 방향 지양

■ 제229차 KBS송신 소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용역발주심의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1% 

이상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하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기준을 

반영하여 함을 명시하기 바람

○ ‘서울시 공사장 지하수관리 매뉴얼(물순환정책과, 

2017.5.)’에 따라 대상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내역서 작성 시 굴착공사에 따른 공사장 

및 주변 계측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비용 

추가를 검토하고 시방서에는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준수를 명시하기 바람

○ ‘우·오수 공사’의 지선관거, 간선관거의 강우

강도 공식20)은 변경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기 바람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의거 근로자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을 

설계(공종별 물량내역서 등)에 반영할 것

■ 제231차 서울시 내수침수 위험정보 생산기술 

개발 용역발주심의

○ 선행보고서(2018년, 2019년) 내용과 금회 용역 

RFP를 검토해 볼 때 용역제목을 수정해서 반영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할 것

○ 침수취약의 원인(시설, 밀집도 등)을 제시하고 

원인별로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극한 홍수 시나

리오별 분석 및 결과 제시할 것

○ 극한 홍수상황에서의 시나리오별 대피 지도를 

작성하여 결과의 구체적 활용방안 제시할 것

○ 서울시 도시침수예측시스템의 정보제공 단위인 

행정구역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

■ 제232차 공동구 상수관로 구간 복선화 등 

정비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현재의 용수공급량 현황을 조사하고 장래 수요량을 

예측하여 공급량 산정 수 관로의 적정 관경

을 결정하고 복선화 관경을 검토하여 효율적

인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도록 계획할 것

○ 관내부 상태조사(내시경 조사 등) 결과를 분석

하여 상태별로 수질 악화 요인을 파악하여 

개량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사고에 대하여 

미연에 대비하도록 할 것

○ 관로 개량기준에 따른 기존 상수관로의 철거, 

갱생, 교체, 보수, 기존유지 등으로 구분하여 

20) 강우강도 공식은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서 적용한 
공식 사용 – 지선관거(확률년수 10년), 간선관거(확률년수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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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관로 정비방안 제시할 것

○ 공동구 내 상수관로 정비를 위한 연차별 사업

계획수립 시 공동구 내 타 점용시설(전력, 통신, 

난방 등)의 유지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이 

수립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 제233차 서울시 정수센터 재건설 등 정비 

방안 검토 용역

○ 미래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장래 목표

연도의 수질항목별 수질개선 목표와 관리코자

하는 수질항목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므로 추가할 것

○ 수돗물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정수센터를 배치

하여 물공급라인을 최소화하여 수질관리 및 

공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 분산형 수직 정수처리 용수공급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여 소비자 인근에 수직형 정수처리장을 

소규모로 분산 배치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빠른 시간에 공급 가능하게 하고, 미래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정수처리 기법을 검토할 것

○ 사업대상지 및 우선순위 결정 시 「2030 서울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관련 사업과 연계

하여 결정할 것

■ 제234차 도심부 종합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심의

○ 도심부 도로,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보행 

공간의 도시 열섬 저감 도로 대책 등의 적용

방안을 추가

○ 도심부 도로 폭설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도로 

운영전략, 대중교통/주차시설연계 처리방안 

등을 제시할 것

○ 개인이동수단(PM 등) 특성 분석 시 현 자전거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차로제 

운영방안에 추가할 것

○ 2021년부터 개정된 노동법이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도 포함하여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설계 

시 검토되도록 추가할 것

■ 제1차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심의

○ 하수 반입, 처리 및 배출 등 전체 유틸리티 

공정에 대한 통합 공정도, 단위공정 설명, 단위

공정별 대기오염배출시설, 오염물질 제거 정보 

내용을 추가할 것

○ NOx, SOx, 먼지 등에 대하여 배출농도를 

계절별 시간별로 최소 2회 이상 1회당 2일간 

측정할 것

○ 측정항목에 있는 ‘먼지’가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PM10인지, 2.5인지 명확히 기준을 

제시할 것

○ 배출영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가오염도 및 

총오염도가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만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배출기준을 설정할 것

○ 시설을 신설하거나 추가할 경우 처리효율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검증(인증)서를 받은 적정한 

제품을 선정할 것

■ 제2차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공사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입찰안내서에 국가건설표준시방서(KCS)와 한국

전기설비규정(KEC)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송전, 변전, 배전 분야의 상세 시방서는 한전 

설계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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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기초 및 SALB 두께가 1.2M∼3.5M이므로 

이에 대한 Mass concrete의 균열방지대책이 

필요하며 공사비 반영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 시스템을 적용한 

동은 보, 기둥 내진 연성상세를 반드시 구조

계산서에 첨부할 것

○ 서울 도심에 위치한 시설로써 시설가동에 따른 

백연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가능한 

가시권 영역에서 백연발생이 없도록 백연발생 

한계설계기준(외기온도, 외기상대습도)을 제시

하고 그에 따른 연중 백연발생빈도, 백연저감 

방식·운영계획 등을 검토하기 바람

■ 제4차 물재생센터 기계설비 운영 효율향상 

및 성능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심의

○ 유입수량 및 수질 변화에 따라 단계별 자동

운전(제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고농도 TS 운전을 위한 배관구경, 펌프용량, 

소화조교반, 최단거리 이송거리 운송 등의 방안 

수립 내용을 추가할 것

○ 엔진펌프 등 설비의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과 

적외선 열화상 측정 등을 통해 한국전기설비

규정(KEC)에 맞는지 측정결과를 제시할 것

○ 유지관리 동선 상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공간 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

○ 송풍기 효율측정, 슬러지 성상분석(함수율, 회수율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설계내역서에 반영을 

검토할 것

2021년 1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55차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신축공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61건을 제안하여 61건 채택 

(채택률 100%)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7,334백만 원에서 341백만 원 

절감 (절감률 2.0%)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0% 26.0% 28.6%

○ 주요대안내용

  - 경제성 향상

    ∙ 흙막이 가시설공법을 흙깎기 비탈면공법으로 

변경 (감액 343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목재데크 등 옥외부위의 열경화성 수지천장판 

천장틀을 clip bar에서 M bar 또는 각관

(SQ 등) bar로 변경 (증액 2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헬스장에 출입문과 강화유리창을 설치하여 

소음 차단 (증액 2백만 원)

■ 제58차 장월교 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35건을 제안하여 26건 채택 

(채택률 74.3%)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6,050백만 원에서 135백만 원 절감 

(절감률 2.2%)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2% 15.3%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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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교량 상부 미끄럼 방지 포장 삭제

      ⇒ 교량 상부 시공 시 불필요한 공종 제외로 

경제성 및 공기단축을 통한 시공성 확보 

(감액 33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강상판 거더의 도장은 내후성 중방식 도장

으로 적용

      ⇒ 염화고무계 도장보다 초기비용은 다소 

높으나 유지관리 고려 시 내구성이 우수한 

내후성 중방식 도장 적용 필요 (증액 

31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아치리브를 더 높게 하여 교대부의 수평

변위 감소

      ⇒ 아치리브 축력에 의한 수평력 감소로 

교대 배면 내구성 증진 (감액 10백만 원)

  - 경관성 향상

    ∙ 시점부 교대 구간에 옹벽 설치의 적정성 검토

      ⇒ 기존 시설물 계획과 연계한 구조물 계획에 

따른 경관성 향상 (감액 12백만 원)

■ 제60차 연남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89건을 제안하여 75건 채택 

(채택률 84.3%)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4,369백만 원에서 274백만 원 절감 

(절감률 1.9%)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9% 7.7% 8.8%

○ 주요대안내용

  - 성능성 향상

    ∙ 지상2층 다목적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증액 4백만 원)

  - 가치성 향상

    ∙ 바닥 배수판 하부의 침투성 방수 제외  

(감액 19백만 원)

  - 가치성 향상

    ∙ 특고수전(22.9㎸ 수전)에서 비상수전 저

압방식으로 변경 (감액 80백만 원)

■ 제62차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22건을 제안하여 21건 채택 

(채택률 95.5%)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8,400백만 원에서 352백만 원 

증가 (절감률 –1.9%)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9% 8.9% 9.8%

○ 주요대안내용

  - 유지관리성 향상

    ∙ 지상2층 서고 제습 설비 설치

      (증액 62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엄지말뚝 74번 인근 Coner 취약부 보강 

(증액 9백만 원)

  - 경제성 향상

    ∙ 전체에서 부분으로 매트기초 형식 변경 

및 두께 조정 (감액 146백만 원)

  - 경제성 향상

    ∙ 백강관에서 PVC로 우수관 재질 변경 

(감액 1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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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제901호)

(보호기간 : 2020. 9. 16. ～ 2028. 9. 1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 각 파이프 시공 시 발생하는 열 손실 및 열교 현상을 저감하기 위해 아연도금 

철판을 절곡하여 프레임의 상판 및 하판을 제작하고 상판과 하판은 스테인리스 강선을 트러스 

형태로 용접하여 결합시키며, 그 내부를 무기계 섬유단열재인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충진한 트러스

단열프레임과 외벽 단열재에도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적용한 이후 차수를 위한 외부 투습방수지와 

기밀을 위한 내부 방습지를 설치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방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개요 및 구성

    이 신기술은 트러스단열프레임, 발수처리 그라스울, 외부 투습방수지 및 내부 방습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트러스단열프레임은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 반입하여 건식공법으로 시공한다. 신기술의 

구성 상세는 다음과 같다.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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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기술의 시공순서

    트러스단열프레임 설치 위치 확인 후 슬라브와 트러스단열프레임을 L형 화스너를 이용해 고정

시킨 후에 트러스단열프레임 수평 트랙 사이에 설계된 두께의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밀실하게 삽입

하여 외피의 단열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차수와 기밀을 위하여 외부 투습방수지 및 내부 방습지를 

설치하고 이렇게 형성된 구조틀 외부에 금속류 패널이나 석재 등 다양한 마감재를 취부하여 건축물 

외피를 시공하며, 개략적인 시공순서는 아래와 같다.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번호 공사명 발주처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신기술공사금액

1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서울시 / 
금천구청 정원종합건설㈜ 2017.12.∼ 

2018.04. 2.300㎡ 208,700,000원

2 서대문청년공유임대
주택건립공사

포스코 1% 
나눔재단 우진월시스템㈜ 2018.04.∼ 

2018.06. 650㎡ 53,119,000원

3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충청남도 / 
아산시청 ㈜용천종합건설 2018.11.∼ 

2019.01. 1,330㎡ 107,000,000원

4 대흥권역 무지개센타
건립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성웅종합건설 2018.12.∼ 

2019.03. 660㎡ 136,000,000원

5 순성면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충청남도 /
당진시청 ㈜티푸스코리아 2019.02.∼ 

2019.04. 1,270㎡ 84,200,000원

 나. 향후 활용전망

    현재 건축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외벽의 

경우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재 두께를 증가시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교 차단 기술 

개발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신기술은 외벽의 열교 저감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무기단열재 사용으로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커튼월 타입의 외벽뿐만 아니라 옹벽, 경사 및 평지붕, 조적 

인방, 캐노피 등 건축물의 다양한 부위 및 화강석, 테라코타, 알루미늄 시트 등 다양한 마감재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활용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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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외 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이 신기술은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무기단열재인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통해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열교 저감과 구조 안정성 및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다.

국내외 기술 대비 신기술 주요 차별성 항목

아연도금철판을 절곡하여 상판 및 하판 제작

내부에 스테인리스 강선을 한 쌍의 트러스 형태로 제작

한 쌍의 트러스 형태의 스테인리스 강선 사이에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충진 후 외장재 설치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열교 차단기술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설계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신기술은 열교 저감을 통해 건축물에 요구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트러스단열프레임은 자체 생산 공장에서 제조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에 필요한 스틸, 파스너

(fastener), 발수처리 그라스울 등은 국내에서 가공하여 제조되어 외부 환경 요인에 따른 자재 

수급 및 외국 기술 의존 문제가 없어 자립성이 우수하다. 이 신기술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자체 Know-how 등의 집약된 기술력을 보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및 공사비

    설계단가 및 공사비 비교 결과, 이 신기술 대비 기존 기술이 약 15% 시공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기술 적용 시 현장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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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기술 기존 기술

(단열프레임+그라스울) (각 파이프+그라스울) (각 파이프+PF보드)

재료비 108,359 78,175 87,861

노무비 60,610 106,546 100,761

경비 12,718 16,463 16,191

순 설치원가(원/㎡) 182,687 201,184 204,813

총 설치원가(원/㎡) 227,085 256,868 260,134

  (2)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기존 기술의 각 파이프 용접 작업과 EGI 차수판 시공 공정을 개선하여 트러스단열

프레임의 무용접 볼트 조립 방식과 공사기간은 외부 투습방수지를 적용하여 구조안정성과 화재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유지관리비

    건축물의 외피의 1㎡당  LCC 분석(2020년 기준) 결과, 이 신기술은 무용접 방식에 따른 노무비 

및 경비 감소, 열교 차단 성능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폐기 단계에서의 재활용 가능성 따른 

원가 감소로 기존 기술인 각 파이프+그라스울 시공 방법보다는 14%, 각 파이프+PF 시공 방법보다는 

15%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신기술 기존 기술

(단열프레임+그라스울) (각 파이프+그라스울) (각 파이프+PF보드)

설치원가 227,085원/㎡ 256,868원/㎡ 260,134원/㎡

운영원가 10,202원/㎡ 12,923원/㎡ 11,562원/㎡

폐기원가 - - 1,487원/㎡

합계 237,287원/㎡ 269,791원/㎡ 273,1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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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손실되는 에너지 비용, 열교에 따른 결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과 보수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기술 적용을 통하여 국가에서 추진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에 따른 손실되는 에너지 비용 및 결로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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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교량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휴대용 전자장비(Portable 

Electronic Device for safety & maintenance)를 활용한 상태평가 

업무지원기술 (제902호)
(보호기간 :  2020. 9. 28. ～ 2028. 9. 27.)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제3종 교량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교량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현장에서 

휴대용 전자장비(Portable Electronic Device for safety & maintenance)의 Wi-Fi 및 QR 

code로 시설물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망도에 결함·손상 정보를 입력하면 외관조사망도가 

작성되고, 알고리즘이 양호·주의·불량 상태로 구분하여 최젓값 분석 및 종합상태점수가 산정되어 

교량 시설물 안전등급이 평가되며, 결함·손상 통계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해 교량시설물의 상태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신기술 개념도 >

구분 시스템  구축 및 설치 안전점검에 의한 상태평가

시공(공정)절차

시스템 구축(서버) QRcode 설치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보고서작성

기술범위 시설물 정보 저장 Tool

시설물 정보 확인 Tool

보고서 Tool
결함·손상 입력 Tool

결함·손상 상태구분 Tool
상태등급평가 Tool

통계분석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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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발주자 시공규모 기간 위치 비고

1
신공항

하이웨이㈜
상하행 QR코드 10개 부착 및 현장조사 

(연장 31.8m)
2019.07.01.∼
2019.11.30.

목상교
(인천 계양구 

목상동)

TB
시범적용

2
신공항

하이웨이㈜
상하행 QR코드 10개 부착 및 현장조사 

(연장 70m)
2019.07.01.～
2019.11.30.

장도2교
(인천 서구 청라동 

2-10)

TB
시범적용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 안전점검진단 시장은 관리대상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 및 지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관리할 인력 및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기술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저감되고 

서버구축과 BIM개념 적용으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신기술의 활용이 기대된다.

    국외 시장의 경우도 노후화 시설물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와 같이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전점검·진단 기준과 

이를 단계별 전산화한 이 신기술을 스마트 건설기술로 홍보하여 해외 수주를 통한 진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실적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수출 판로도 개척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술을 동종 기술로 비교분석하였다.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의 ‘모바일을 활용한 교량 관리 시스템’은 현장조사를 사진과 텍스트 기반으로 실시하여 

내업이 필요하며, 상태등급평가가 자동으로 산출되지 않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FMS는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하는 기술로 기록물 기반 데이터를 입력 저장하는 기술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ICT 기술을 이용한 시설물 상태평가 기술의 신기술 인증을 통하여 안전진단 시장에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함으로써 ICT기술의 타 분야 확산을 통한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 

ICT 기반의 점검·진단 신기술을 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에 확고히 정착시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분야의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스마트 워크를 확산보급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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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집약적 저급 업무로 취급

되었던 상태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조사와 상태평가, 보고서 작성 공정의 단계를 

혁신함으로써, 신뢰성 향상과 시간 및 용역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이 신기술은 매뉴얼 규정을 

엄정히 적용하면서도 상태평가 결과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므로, 신기술이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양질의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품질 확보를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원) 비고

신기술 공법 SM-PED 상태평가 교량 기 10 27,920,247

주) 1. 교량(도로교, 콘크리트, 2차로) 50m 기준
2. 교량 10개소 1회 점검 기준

  (2) 공사비

교량
(개소)

신기술
(A)

기존점검
(B)

차이
(C=A-B)

1 4,096 2,889 1,207

6 17,332 17,333 -1

10 27,920 28,889 -968

15 41,156 43,333 -2,177

20 54,392 57,777 -3,386

기간
(년)

신기술
(A)

기존점검
(B)

차이
(C=A-B)

0.5 17,322 17,333 -1

2.5 67,853 76,429 -8,847

5 130,840 150,743 -19,903

7.5 194,591 225,550 -30,959

10 258,835 300,851 -42,016

< 정기안전 1회 기준, 교량 개소 증가 > < 교량 6개소 기준, 안전점검기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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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기간 비교(제3종 교량 시설물 10개 실증 기준) >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용역 수행 시 필요한 기술로서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산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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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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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균형발전전략

프랑스
분권의 필연적 귀결, 중앙행정 조직의 지방분산

 중앙행정조직의 지방분산(déconcentration)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décentralisation)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지방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점차 새로운 역량을 갖추어 

가면서 국가를 대표하여 지방에 배치되어 있는 

분산조직과 협력해야 하고, 지방에 있는 중앙의 

조직은 중앙정부로부터 전달된 일을 해당 지방에 

적용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했던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을 실시한 시기는 1982년으로, 

지방분권이 진전되면서 중앙의 행정조직과 인력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점차 커지면서 행정의 지방분산은 지방

에서 중앙을 대표하는 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프레페

(Préfet)는 1988년까지는 지방에서 중앙정책의 

실시를 감독하는 비교적 간접적인 역할이었으나, 

점차 지방에서 국가정책을 지휘하는 역할로 강화

되었다.

 1992년 2월 6일 프랑스의 「지방행정에 관한 

기본법21)」에서는 ‘지방의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분산된 국가의 조직이 담당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 서비스의 동등한 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작은 단위의 부처가 더 적합하다면 

상위부처 혹은 국가보다 작은 단위부처가 스스로 

일을 처리한다는 보충성(subsidiarité)의 원리도 

담고 있다. 1992년 7월 1일 지방분권헌장에 관한 

21) loi d’orientation du 6 février 1992 relative à 
l’administration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

시행령에서는 지방에 분산된 중앙조직의 역량을 

행정 단위에 따라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 지방에 

분산된 행정조직은 해당 지역에서 국가가 결정한 

공공정책을 실행하고 적용하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에 

분산된 행정조직은 전체 중앙행정 인력의 95%를 

차지하며, 중앙에서 임명하여 지방에 파견한 프레페의 

지휘와 감독 하에 놓인다. 1997년 1월 15일 시행령

에서는 프레페의 권한으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는 4,200개의 허가권을 명시하였으며, 1997년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발효된 26개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600여 개의 행정절차가 

지방분산조직으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데파르트망

(Département) 프레페는 주민의 개별적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2001년부터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률이 효력을 

발휘하였고, 2003년 지방분권 제2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역량이 지자체로 추가 이양되었다. 또한 

공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2004년

부터 행정의 지방분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7년에는 지방의 중앙행정조직 

개혁, 일명 레아트(RéATE)22)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와 정책을 

분석하고 구조적 개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국가

개혁, 공공비용 절감, 공공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정책 총체적 재검토23)의 일환이다. 

2007년 4월 29일 시행령에 따라 레지옹(région)이 

중앙정부의 공공정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로 확정되었고, 2010년 2월 16일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23개였던 중앙행정의 지방분산조직을 

6개로 대폭 재구조화하였다. 이는 각 부처가 가지고 

있던 지방조직을 통합한 결과이다. 6개 통합국은 

기업, 경쟁, 소비와 노동국24), 레지옹 환경, 정비 

22) Réforme de l’administration territoriale de l’État
23) Révision générale des politiques publiques

24) Direction régionale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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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택국25), 레지옹 어린이 청소년, 스포츠, 사회적 

연계국26), 레지옹 식품, 농업 및 산림국27), 레지옹 

문화사업국28), 레지옹 공공재정국29)이며, 이밖에 

구조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의 지방분산조직 

교육청과 레지옹 보건청30)이 있다.

 데파르트망은 레지옹보다 작은 단위로 주민과 

가까이 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 데파르트망 

범부처국31)이 설치되어 레지옹 중앙행정국과는 

달리 부처별이 아닌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 분류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레지옹 프레페는 국가

정책이 레지옹에 실행되는 것과 유럽연합의 정책 

중 프레페의 역량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데파르트망 프레페는 레지옹 프레페의 산하에 

있는데, 예외적으로 데파르트망 프레페가 갖는 

독립적 분야는 외국인의 권리, 행정경찰,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합법성 통제에 관한 사안이다.

 2013년 정부행정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지방의 

중앙행정조직 개혁, 즉 레아트 개혁 이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이 상당히 불안정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7일 새로운 지방분권 헌장에 

관한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중앙행정의 지방분산은 

국가의 지방분산조직이 수단과 능력을 갖추고 

국가와 유럽이 정한 공공정책을 실행하고 연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제부터 국가는 국민의 

가까이에서, 지역의 현실에 맞추어서 공공정책을 

실행해야 하지만, 모든 지역의 실정은 같지 않다.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
25) Direction régionale de l’environnement, de l’aménagement 

et du logement
26) direction régionale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cohésion sociale

27) Direction régionale de l’aliment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forêt

28)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29) Direction régionale des finances publiques
30) Agence régionale de santé

31) Directions départementales interministérielles

따라서 국가는 지역주체와 중앙이 지방분산 행정

조직에 맞추어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새로운 헌장에서는 예산의  지방분산과 인력

관리의 지방분산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산조직이 다년에 걸쳐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헌장 준수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 분산조직의 

대표자들을 모아 컨퍼런스를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publique.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38686-la- 
deconcentration-corollaire-de-la-decentralisation
(2020년 12월 8일 검색).]

영국
UK2070 커미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10가지 방안

 영국은 가장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여주는 국가 

중 하나로, 런던과 타 지역 간의 지역격차는 영국 

내부의 오래된 이슈이다. 런던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지만, 유럽에서 가장 빈곤에 시달리는 

10개 지역 중 6개 지역 또한 영국 내에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지역격차가 시간이 지날

수록 감소하기보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경제지표에서도 나타

나는 바이지만, 지역정책의 시행과 그에 따른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역재생을 포함한 지역정책을 담당했던 

지역별 RD A32)는 대체로 10년 미만의 짧은 수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RD A의 뒤를 이은 LEP33)의 

경우 RD A보다 더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2011년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 

이후 근린 단위의 계획이 강조되는 대신 광역계획이 

사라지면서 지역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광역

전략계획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32)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33)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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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8년 경제 위기 전후의 지역별 경제성장34)

 이에 따라 영국의 학계와 도시 전문가, 정책 

연구자들은 이런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UK2070 커미션을 구성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UK2070 

커미션은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요약하여 보고서를 

출간하였는데, 연구자들은 향후 50년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의 큰 방향으로 지역사회의 공공

서비스 혁신 및 투자역량 강화, 더욱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실행을 위한 정부부서 간의 협력 

강화, 국제 공공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영국에 

대한 신뢰도 증대, 광역 차원의 공통 정책 근거 

수립을 꼽았다. UK2070 커미션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체적인 열 가지 액션 플랜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간의 불평등을 고려한 탄소저감정책

으로의 전환

② 지역 간 연결망의 혁신적 강화

③ 새로운 글로벌 우수 센터 만들기

④ 지역경제 기반 강화

⑤ 주택 위기 제고

⑥ 문화 및 환경 자산 활용

⑦ 포괄적 개발 프레임워크 구현

34) 표에서 보여주듯이 영국의 지역별 격차는 2008년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음. 왼쪽부터 런던, 북아일랜드, 노스 웨스트, 요
크, 노스 이스트, 스코틀랜드, 이스트, 웨일즈,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 이스트 미들랜드, 웨스트 미들랜드.

⑧ 영국의 미래 기술 강화

⑨ 공정한 자금 배분

⑩ 영국의 국가공간계획을 통한 미래 구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탄소저감정책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도 포함된 전 세계적인 

공통 목표이다. 이 탄소저감정책의 확대는 지역 간 

불평등 문제해결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리즈(Leeds) 등의 영국 중소도시에서는 

신에너지 개발 등 탄소저감분야 산업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의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탄소저감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 런던 외 지역의 지역 간 교통 연결망은 

지역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주요 철도망은 대부분 런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는 특정 철도망에 지나친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다. 중소도시 간의 교통 연결망 강화는 

현재의 런던 중심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런던 외 지역에 지식정보 기반의 

새로운 글로벌 센터를 육성하는 것이 영국의 경제

성장과 동시에 지역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는 

바이오산업, 맨체스터는 재료산업으로 세계적인 

시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3천억 파운드가량의 영국 내 지원금을 

조성하고 지역 간 좀 더 평등한 지원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시각의 국가

공간계획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영국 도시계획이 단기적이며 문제해결 위주의 

계획임을 지적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의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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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런던의 국제적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통해 유럽에서 상위권의 경제시장 수준을 유지

하고 있지만 영국 내 지역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역시 

런던보다 타 지역의 경제 타격이 더욱 심각했으며,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 속도 또한 지방이 더 

느릴 것으로 예측하였다.

 UK2070 커미션은 독립연구집단으로, 아직 이 

연구결과들은 정책 제안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는 이후 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와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핵심임을 공통적으로 지적

하고 있다.

참고자료
Innes D, McDonald R, and Benett S. 2020. Targeted action for 
parts of Britain at risk of surging unemployment. Joseph 
Rowntree Foundation, https://www.jrf.org.uk/blog/targeted-action 
-parts-britain-risk-surging-unemployment (2020년 12월 10일 검색).
McCa nn P. 2019. Perceptions of Regional Inequality and the 
Geography of Discontent: Insights from the UK. http:// 
uk2070.org. uk/wp-content/uploads/2019/01/01-McCann-UK 
-Regional-Inequality-Debates.pdf (2020년 12월 10일 검색).
Publi c Health England. 2020. Disparities in the risk and 
outcomes of COVID-19. GOV. UK, Public Health England,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 
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08434/Disparities_in_the_ris
k_and_outcomes_of_COVID_August_2020_update.pdf (2020년 12
월 10일 검색).
UK 2 070 Commission. 2020. Make No Little Plans. http:// 
uk2070.org.uk/wp-content/uploads/2020/02/UK2070-FINALREPOR
T.pdf (2020년 12월 10일 검색).]

스페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플라 데 바리(Pla de Barris)’

 바르셀로나는 최근 5년 동안 도시의 경제성장 

가속화에 따라 소득 차이가 커지고, 중산층이 

얇아지며, 지역 간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과 실업률

을 증가시키는 등, 도시의 가장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지역

발전의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 바르셀로나 시청은 

바르셀로나의 총 10개 구 73개 하위 행정구역 

중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16개 하위 행정구역에 

대하여 총 10개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각 행정구역들은 바르셀로나의 지리적 

경계를 구성하는 3개의 축, 즉 베소스 강, 산, 

해안축으로 나누어져 각 축의 개발계획방향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모든 행정구역의 지역개발계획은 교육, 경제, 

도시, 사회의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개발계획의 목적은 지역의 교육망 강화, 지역

경제의 회복 및 경제활동 지원, 주민 생활환경 

관리 및 개선, 주택 및 도시 시설과 지역의 이동성과 

접근성 개선, 사회혁신 활동 및 정책의 공동수립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이다.

지역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

 도시의 취약 지역 선정과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구체적인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가 필요하다. 바르셀로나 ‘지역개발

계획’에서 적용한 지역의 취약성 지표는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하는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실업률’, 교육의 

평등을 반영하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수준’과 ‘교육

기회 제공의 평등성’,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나타

내는 건강 지표인 ‘기대 수명’과 ‘사춘기 출산율’ 

및 ‘결핵 발생률’, 주거환경의 상태를 반영하는 

‘인구증가 및 노령인구 비율’, ‘강제퇴거 관련 지표’, 

‘임대료 및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 ‘관광업에 

영향을 받는 주택 관련 지표’, ‘주거단지 존재 

여부 및 상태’, 지역의 노후화 및 열악한 교육환경을 

대변하는 취약계층으로서의 ‘외국인 인구비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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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바르셀로나 지역개발정책을 구성하는 3개의 축

<그림 2> 바르셀로나 지역개발정책에 포함된 16개 취약 지역

계획의 수립과정

 우선 시, 구, 하위 행정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공공과 민간단체들의 교류 ·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현황 분석 및 진단이 이루어진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지역개발계획’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목표 설정과 핵심 프로젝트의 계획,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

 계획의 수립과 진행과정은 지역개발계획을 위해 

조직된 별도의 기관을 중심으로, 바르셀로나 시

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재단, 

시민단체, 지역주민, 카탈루냐주 정부 의원 등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개발계획’을 위해 

조직된 별도의 기관으로는 시 차원에서 조직되어 

지역개발계획을 총괄하고 평가 및 조정하는 역할의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각 구 단위에서 조직

되는 기술위원회, 하위 행정구역 단위에서 조직

되는 ‘지역개발계획’ 추진위원회가 있다.

 자문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는 계획의 실행에 관련된 모든 지방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는 프로젝트의 

촉진과 모니터링, 진행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지역 내 여러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기술

위원회는 계획 실행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주체들을 

조정하고 개발의 횡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추진위원회, 작업 그룹, 특정 프로세스를 통한 

참여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지역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계획의 전반적인 

실행과정을 담당하며, 주민위원회 및 기타 참여

단체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역할이다. 핵심 프로

젝트의 관련 당사자 및 단체들로 이루어진 작업 

그룹은 그룹 멤버 중 한 명이 작업 그룹이 유지되는 

기간에 반드시 추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핵심 프로젝트 및 핵심 영역의 작업을 담당

한다. 특정 프로세스를 통한 시민의 참여는 지역

주민과의 회의 또는 시민참여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

진다. 이때 지역의 현황 분석 및 진단의 단계에서는 

지역주민과의 회의를 통해,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시민참여 워크숍을 통하여 시민참여가 이루어진다.

 ‘지역개발계획’의 주체인 바르셀로나 시청은 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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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로나 시청 산하 민간기업인 공공유한회사 ‘포멘 

데 씨우닷(Foment de ciutat)’에 계획의 관리와 

조정을 위임하였다. 이 단체는 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역 내외의 다양한 단체에서 

조정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관리한 경험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미 많은 ‘지역개발계획’들이 

주정부 및 시의회의 공동자금에 지원하고 지역 

법안에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 단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포멘 데 씨우닷의 대표는 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시장이다. 

이 단체는 지역개발계획의 초안 작성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지역개발계획의 

정의 및 개발단계에 참여함으로써 바르셀로나 

시의회 전체와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 

개발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연결하여 통합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계획의 실행에 꼭 필요한 단계 중 하나인 평가는 

외부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의 방식이 결정되며,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기관과 ‘지역개발계획’ 관리 

및 진행기관 내부의 모니터링 기관에 의해 평가

된다. 또한, 지역개발계획은 미디어 및 언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웃 협회 및 단체와의 커뮤니

케이션, 일반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개발계획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시사점

 바르셀로나의 ‘지역개발계획’은 취약 지역들의 

개별 계획이 아닌 3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다. 각각의 취약 지역들이 

해당 축을 따라 개발을 진행하는 상위계획으로 

이어짐으로써 도시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는 것이다.

 도시의 취약 지역은 도시의 가능성이기도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도시의 핵심 전략계획으로써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지역개발

계획’은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참고자료
Pla de Barris Barcelona. https://pladebarris.barcelona
(2020년 12월 11일 검색).

미국
도농 간 격차(urban-rural divide) 해소를 위한

연계발전 과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던 당시,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논제 중 하나는 도농 간 격차

(urban-rural divide)였다. 도시와 농촌 지역 유권자

들의 지극히 갈린 민심을 보여줬던 선거 결과로 

인해 ‘도시 지역은 다수 민주당, 농촌35) 지역은 

다수 공화당’이란 공식이 여론에 고착화되기도 

했다. 뒤이어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미국 내 지리적 격차와 분열은 여전히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언론

에서는 ‘루럴 아메리카(rural America)의 역경’

이란 관점으로 탈산업화, 이주민 유입, 도시화 

등의 변화로 밀려난 후 경제적으로 소생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분노를 앞다퉈 다루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블루칼라 노동자 인구에 대한 

공감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경제적, 정책적 

호소에 대한 고민이 깊다(Arnosti and Liu 2018). 

기술·서비스업 기반의 경제에 가장 적합한 인적 

자본 확보와 이를 위한 매력성 요인으로 지역을 

판단하는 ‘승자독점제’식 개발경쟁은 결국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분열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를 

초래하고 있다.

35) 흔히 ‘루럴(rural)’ 지역은 농업뿐만 아니라 광업, 석유 추출
(fracking) 등에 의존하는 비도시 지역들을 모두 일컬으며, 기관
마다 그 공식적인 정의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름(하원의원 
선거구, 인구조사 단위, 우편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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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도농 간 격차의 사회적 근원은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부 엘리트 혹은 대도시만이 경기

회복의 ‘승자’가 되면서 그 대립 관계가 더욱 부각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면적·인구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고 많은) 텍사스주는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 및 성장률을 가장 빨리 이룩하여 

‘텍사스의 기적’이라 일컬어졌지만, 그 실상은 

주요 대도시인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산 안토

니오만의 기적이다. 이 네 도시가 전체 이득의 

불균형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36)

(Tankersley 2019). 이 ‘포스트금융위기37)’ 발전의 

균등하지 못한 결과들은 새로운 대통령 행정부를 

앞두며 포용적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양극화된 미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경제학자 제드 콜코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다수 투표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지지율이 우세한 지역보다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긍정적인 경제적 전망 및 

일자리 증가율을 보인, 대도시권 경제 동향과 

부응하는 지역들이었다. 이 지역들에서는 대학 

이상의 학력과 더 높은 중간소득 및 고소득 직업군의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McGahey 2020). 

혁신과 성장의 중심지로서 도시와 도시민들의 

진보성이 다양한 매체에 보도되는 한편, 농촌 

지역주민들은 편협함이라는 지나친 일반화로 인한 

오해와 경시, 자원의 공정한 분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호소한다(Parker et al 2018; McGahey 2020).

 퓨 리서치센터에서 2018년에 진행했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 지역주민들은 인종, 이민, 

36) 이 4개의 도시는 금융위기 이후 텍사스주에서 생성된 일자리 
5개 중 4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텍사스주의 나머지 지역
들보다 일자리 증가율이 2배가량 높았음(Tankersley 2019).

37)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디지만 꾸준하게 경제적 회복을 보인 
미국이지만, 그 결과는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Kopparam 2020), 대도시 지역은 비도시 지역에 비해 무려 
실질 국내총생산이 37.5%나 빠르게 증가하였음(McGahey 
2020).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사회 유형들은 자신의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역주민들이 

편견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응답자의 

지역사회 유형과 상관없이 농촌 지역이 연방정부의 

지원에 있어 공평한 몫보다 적게 받는다고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38)(Parker et al. 2018). 

도시나 교외(suburban) 지역보다 농촌 지역은 

일자리 부족과 낮은 취업률을 비롯해서 초고속 

인터넷, 대중교통,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꼽았다(<그림 1> 참조).

<그림 1> 도시, 교외 및 농촌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견해39)

38) 대신 도시 지역에 주어지는 공평한 몫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림. 
공화당을 지지하는 농촌 지역 거주민일수록 도시 지역이 지원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도시 
거주민일수록 도시 지역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공평한 몫보다 
적게 받는다고 응답하였음(Parker et al 2018).

39) 응답자 총 6251명(도시 1239명, 농촌 2085명, 교외 2880명).
    자료: PEW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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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지역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되는 당파적인 

게리맨더링(선거구 획정)과 같은 시스템이 농촌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많은 정치력을 하사하고, 

(농업, 에너지, 광업 등) 주요 산업 군에는 막대한 

연방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농촌 빈곤율, 인구 

및 일자리 감소율은 갈수록 심해지는 등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실상이다

(Parker et al 2018; McGahey 2020). 도시에 

집중된 발전 경향, 그리고 농촌지역 다수의 인구가 

처한 현실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고려하지 않는 미국의 경제정책 때문에 도농 인구 

간의 분열과 대립 관계는 악화되어 가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도농 간 ‘우선주의 경쟁’을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격차 및 불평등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들은 입을 모은다. 한 지역사회의 성장을 장려

하기 위해 다른 지역사회를 희생하거나 ‘승자-패자’의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분열을 부채질하기보다는 

도농 지역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내셔널 리그 오브 시티즈(National League of 

Cities: NLC)는 특히 앞서 언급한 농촌 지역의 

인터넷 보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

이라고 강조한다. NLC는 연방-지방정부의 협력 

관계를 통해 고속 데이터 통신망과 같은 상호 

연결된 인프라 네트워크에 투자해 디지털 및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McFarland 

2018). 이를 발판으로 도시보다도 앞서고 있거나 

잠재력이 많은 농촌 지역의 고부가가치 사업 분야

(예를 들어 무역, 수출산업 등)를 성장시켜 미국 

경제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McFarland 2018). 

또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이 계속해서 

도시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근본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도시를 농촌 지역의 적이 아니라 성장과 

기회의 장소로 발전하기 위한 도시 네트워크 형성을 

권고한다. 특정한 농촌 지역에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고비용의 ‘슈퍼스타’ 도시보다는 근접한 중소

도시(네트워크)가 사회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Arnosti and Liu 2018). 

이는 다시 말을 하자면 중소도시의 성장 전략 

역시 ‘지정된 성장’이나 ‘슈퍼스타’ 도시를 획일적인 

방법으로 모방하는 게 아닌, 농촌 사회에도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대학 본거지인 농촌 지역들의 교육·근로 

훈련 프로그램과 근처 도시의 산업 군 및 자본을 접

목하면 도농 지역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국내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듯 

도농 지역 간 디지털 및 물리적 연결성과 접근성은 

지속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적 분열 및 불평등 

문제의 장기적인 해소에 희망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McFarland 2018; Arnosti and Liu 2018).

시사점

 미국의 도농 간 격차 및 불평등 상태는 너무나도 

극단적이어서 마치 한 나라 안에 다른 나라가 

있는 것 같을 정도로 ‘분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인종, 소득,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른 도시 내 

불평등, 농촌 지역 내 유색인종 및 이민자 유입 

등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로 격차에 대한 인종 간 

인식 차이가 첨예화되면서 이 사안에 복잡한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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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다. 프린스턴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패트릭 

샤키는 미국 유권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점차 

잃음에 따라 미국의 고질적인 사안들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지와 투자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말한다(Sharkey 2020). 게다가 분열에 기름을 

붓는 정치적 리더십까지 더해져 균형발전을 위한 

면밀한 논의와 성찰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 간 대립 관계만 증폭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의제들은 하나의 출발점으로, 시대가 요구

하는 (사회적, 환경적 등) 새로운 연결의 목표에 

따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문제점 

많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도외시하는 데 일조한 

집단적인 에너지가 역으로 이 점진적인 발전 안을 

실행시키는 데 추진력을 불어 넣는 영향력 있는 

움직임으로 절실하게 바뀔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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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균형발전정책의 변천

 시대 순서상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서울 

공화국’처럼 일본도 도쿄 등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폐해를 상당 기간 겪고 있다. ‘도쿄일극집중

(東京一極集中)’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1960년대 

이래 일본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어왔다. 고도 경제성장 시기에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도쿄로 향했고, 덕분에 

일본은 풍부해진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1970∼

1980년대 유례없는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의 쇠퇴가 있었다. 경제성장의 

낙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청년층의 이탈로 

점차 초고령화와 경제인구 감소로 고립되기 시작

하였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졌다(内閣府 

2015).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토균형발전정책을 국토정책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국토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전국 종합개발계획과 국토균형발전

 1962년에 처음 수립된 제1차 ‘전국 종합개발계획

(이하 전종)’은 기본 정책목표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으로 정하고, 도시 과밀화에 의한 지역 

간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은 

거점개발방식으로, 주요 지방에 임해공업지대를 

조성하는 등 공업개발정비를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하였다. 이는 고도 경제성장기와 맞물려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으나, 또 다른 격차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1969년에 수립된 제2차 전종에서는 균형

발전을 기본 정책목표로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도로 및 통신 네트워크의 고속화 정비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방식에 의한 균형발전이 추진되었다. 

이는 제1차 전종에서 정비한 임해공업지대의 성과를 

타 지역과 연결함으로써 국가균형을 이루겠다는 

목표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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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업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오일쇼크가 잇따르면서 1977년 제3차 전종에서 는 

‘인간 거주 종합 환경 정비’로 그 기본 정책목표에 

다소 차이를 두게 된다. 다만 방법론적으로는 

공업화에서 탈피하여 전국 200∼300개 지역에 

정주 지역을 조성함으로써 대도시 인구 및 산업 

집중화 억제와 지방 진흥, 과밀과소 문제에 대처

하였다. 이로써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기본 기조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지방에서는 

지자체와 주민의 자주적 지역진흥방안이 구상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오이타현에서 주창한 

‘일촌일품(一村一品, 마을마다 하나 이상의 특산품을 

만들자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75∼1980년 5년간은 도쿄를 제외한 전국 지역

에서 인구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림 1> 일본의 시기별 인구이동 변화40)

 이렇게 개선의 흐름이 나타날 즈음에 상황은 

다시 반전되었다. 버블경제는 도쿄에 인구 재 집중을 

불러왔고, 여기에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자 열풍이 

겹치면서 지방자본까지 도쿄로 유출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엔고(円高)에 의한 불황과 노동력 

부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7년 수립된 제4차 전종은 도쿄일극집중의 해소를 

목표로 ‘다극 분산형 국토구축’을 기본 목표로 

40) 자료: 統計局.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 
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23&tstat=00000007
0001&cycle=0&tclass1=000001051218&stat_infid=000031589
774&tclass2val=0)

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류 네트워크 

구상’이 제시되었으며, 이 기간에 교통 및 정보

통신 체계 정비가 이뤄졌다. 제2차 전종에서의 

도로 및 통신 네트워크 고속화 정비와 유사한 

개념이었으나, 제4차 전종은 정보화 시대를 준비

하는 인프라 정비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한편 버블경제 시기와 맞물려 리조트나 유원지 

등 개발투자 붐이 일면서 지방으로의 낙수 효과로 

이어질 기미가 보였으나 곧 이은 버블붕괴로 그 

기대는 무산되었다(大木 2009).

국토 그랜드디자인의 등장과 균형발전관의 변화

 하지만 4차에 이른 균형발전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방쇠퇴가 가속화되고 균형발전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의론이 일었고, 균형발전정책에 

다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균형발전계획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대의명분하에 필요성이 

낮은 지방공공사업에 국가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

되며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취업구조가 변화하여 도시화가 진전되는 

자연적 흐름과는 반대로 지방에 편중된 정책을 

펴는 근거가 되었으며, 국가경제성장 및 대도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켰다. 거주 및 자연환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생활수준 격차가 대도시와 비교

하여 줄어들었음에도 각종 공공사업비 배분이 

지방에 편중되면서 대도시 역차별이 발생하였고, 

획일적인 지역정비나 각 지자체들 간 동일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개성과 매력이 실종되었다

(大木 2009).

 이러한 비판 속에서 1998년 수립된 제5차 전종은 

‘21세기 국토 그랜드디자인(이하 그랜드디자인)’

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타이틀로 발표되어 ‘다축형 

국토구조형성의 기반 조성’을 기본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전반적으로는 지역별 축을 다양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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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및 도쿄일극집중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여전히 강조하였으나, 기존에 

자주 등장하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대신 

‘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이란 표현이 더 많이 언급

되는 등 그 틀에 변화가 생겼다(伊藤 2002). 이는 

2001년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이 펼친 국가구조

개혁(이른바 ‘골태방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요컨대 개성과 활력이 있는 지방구축을 목표로, 

국가의 관여보다 지방의 주체성을 살리는 쪽으로 

정책노선을 수정한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균형발전에서 지방의 

선택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자립으로 그 기본 이념이 

전환되었고, 해결주체 또한 국가 재정투입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와 연대로 옮겨갔다(内閣府 2001).

국토형성계획법 이후의 국토균형발전 인식

 국토 그랜드디자인 수립 이후에도 국가예산 및 

공공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균형’에만 매몰되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사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뿐 지방발전과 자립에 기여하지 못한

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전문가 사이에 형성되었다

(国土交通省 2003).

 ‘골태방침’을 통해 사실상 정책실패를 인정한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반성을 토대로, 2005년 7월에 

국토 계획을 총괄하는 법인 「국토종합개발법」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개정하였다. 개정법에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는 대신,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일본의 

자연·경제·사회·문화적 제조건(諸條件)을 유지·향상

시키는 국토형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기존 

정책에서 탈피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법 개정에 따라 2008년에 전종 대신 새로운 

명칭으로 발표된 제1차 국토형성계획으로 ‘수차례에 

걸쳐 전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중략)… 

도쿄권으로의 전입초과 수나 지역 간 소득격차의 

축소 등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한편

으로는 이 용어(국토균형발전)가 획일적인 자원 

배분이나 지역개성 상실을 초래한 면도 있다’며 

그 부작용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광역 

블록이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국토’를 새로운 국토

계획의 상(像)으로 명확히 하였다. 일견 제4차 

전종과 그랜드디자인(제5차 전종)의 ‘다극·다축형’ 

국토균형발전과 유사해 보일지 모르나, 지방의 

자립과 자생력 확보를 통한 개성 구축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국가 주도의 하향식 방식

에서 지방분권형인 상향식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제1차 국토형성계획은 ‘전국계획’과 ‘광역계획’을 

분리 수립하여, 장기적인 국가규모의 틀과 지방

예산배분은 정부가 담당하고, 지방발전은 지자체와 

주민, 지역전문가, 지역단체가 모인 협의체가 각자 

사정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로써 광역 블록별 특색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각 블록 간 교류와 연대, 상승효과를 통한 활력 

확보 및 공생을 추구하였다(国土交通省 2008).

 2014년 수립된 ‘국토 그랜드디자인 2050 계획’과 

2015년 수립된 ‘제2차 국토형성계획’에서는 ‘본격

적인 인구감소 사회에 처음으로 정면에서 대응

하는 국토계획’, ‘지역개성을 중시하고 지방창생을 

실현하는 국토계획’, ‘이노베이션을 일으켜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국토계획’을 특색으로 정하고, 

이른바 ‘대류 촉진형 국토’의 형성을 새로운 균형

발전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国土交通省 2008, 

<그림 2> 참조). 여기서 ‘대류’란 지역 간의 상호 

연계에서 발생하는 사람, 물류, 경제, 정보 등의 

상호적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마다의 다양한 

개성을 원동력으로 삼는다. 이전에 소개한 일본 

정부의 각종 신기술 도입은 이 ‘대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이고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네트워크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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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토 ‘대류’의 이미지4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균형발전과 시사점

 이렇듯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국토균형발전정책
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계기가 등장하였다. 바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나 내각부는 ‘선택하는 미래 
2.0’ 구상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일상화 
될 비대면·원격·디지털 업무가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격근무
(텔레워크)의 효율성이 인식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거나 감염 리스크가 큰 대도시를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많은 인구가 굳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필요 역시 과거에 비해 상당히 희석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에 원격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업자 34.6%가 원격근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그 덕분에 통근시간 절감을 경험한 취업자 
72.7%는 향후에도 원격근무 수행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원격업무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채용이 줄거나 지역
인재 유출이 감소되어 지역대학 및 특성화 고등
학교와의 연계가 활발해지고, 지역의 특색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도쿄일극집중의 완화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와 
자립으로 발전하여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이 

41) 자료: 国土交通省. https://www.mlit.go.jp/common/001100228.pdf.

이뤄진다는 예측이다(内閣府 2020). 이러한 예측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싱크탱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림 3>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근무 인식 조사42)

 일본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이자 핵심과제이며,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화해왔다. 국토형성계획이나 국토 그랜
드디자인 2050 계획에서도 그러한 실패가 되풀
이되지는 않을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
만 지방의 자립을 유도하여 그 기초와 독립성을 
기르게 하거나, 코로나19를 기회로 삼겠다는 관
점과 전망은 참신해 보인다. 뉴노멀 시대에 균
형발전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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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1월)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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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221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정보 갱신

․ 점검·진단 정보 등 이력조사갱신 
및 분석 (501)

조건부
채택 토목

223
CSOs 저류조(2개소) 설치 
기본계획 수립 ․ 뚝섬, 대치 유수지 CSOs 검토 (348)

조건부
채택 토목

227
구의역 일대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

․ 5G,AI,IOT 기반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3,440
(257)

조건부
채택 토목

229
KBS송신 소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 도서관동: 지하1층/지상4층․ 교육연구동: 지하1층/지상3층
19,955
(1,224)

조건부
채택 건축

231
서울시 내수침수 위험정보 
생산기술 개발

․ 수방시설 전반을 고려한 도시유출
해석 및 침수심 정보 생산 등 (300)

조건부
채택 토목

232
공동구 상수관로 구간 
복선화 등 정비 기본계획

․ 상수관로 대체관로 확보방안 수립 
(복선화, 네트워크 구축 등) (299)

조건부
채택 토목

233
서울시 정수센터 재건설 
등 정비 방안 검토

․ 6개 정수센터의 순환정비 등 안
정적 생산체계 구축 마련 (200)

조건부
채택 토목

234
도심부 종합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전체 도로와 인접 도로축 (498)

조건부
채택 토목

1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선방안 수립

․ 배출시설에 대한 오영물질 제거
효율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540)

조건부
채택 기계

2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공사 기본설계

․ 열병합발전설비 1기․ 첨두부하보일러 1기
377
(4)

조건부
채택 전기

4
물재생센터 기계설비 운영 효율
향상 및 성능개선방안 수립

․ 관련 계획 및 정책, 상위법, 
관련법규에 대한 조사 등 (587)

조건부
채택 기계

설 계
심 의

217
당현천 복개구조물 
부분철거 및 이설

․ 관로 통수능 향상 및 배수체계 
개선 등

3,794
(75)

조건부
채택 토목

225 AI지원센터 건립 ․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10,041.87㎡
31,600
(1,200)

조건부
채택 건축

226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496.19㎡
14,511
(497)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207
연희배수지 외 19개소 
정밀안전진단

․ 진단 6개소, 점검 14개소․ 내진성능 상세평가 4개소 (237)
조건부
채택 토목

208
진관배수지 외 8개소 
정밀안전진단

․ 진단 4개소, 점검 5개소․ 내진성능 상세평가 8개소 (132)
조건부
채택 토목

224 오류배수지 정밀안전진단 ․ 오류배수지 정밀안전진단 (224)
조건부
채택 토목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218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 ․ 본선 4.7㎞, 지선 0.7㎞ 225,840

(839)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55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신축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961.29㎡
17,333
(758) - 건축

58 장월교 개축 ․ 폭 23.7m, 연장 40.2m 6,050
(176) - 토목

60 연남동 공영주차장 신축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5,611.91㎡
1,437
(822) - 건축

62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 ․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6,494,3㎡
16,000
(776) -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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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1년 1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1.1.

건     축 
계동(2-132번지)공공한옥 신축 공사 
설계용역 등 6건

170 169

교 통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등 7건

757 757

기 계 설 비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7건

1,510 1,451

도 로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11건

3,208 3,179

도 시 계 획
신월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 등 9건

2,624 2,621

상 하 수 도
장기사용 대형 송배수관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5건

2,732 2,716

소 방
뚝섬역 등 3역 물탱크실 이전 및 
시설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건

160 160

전 기 통 신
3호선 대청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감리용역 등 11건

4,164 4,149

정 밀 진 단
가락시장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10건

2,265 2,164

조 경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등 67건

2,246 2,172

지 하 철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1건 840 840

하 천
잠실한강공원 자연형호안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건

112 112

기 타
방화동 행복주택 및 주민센터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등 14건

3,136 2,847

 계 건 23,924 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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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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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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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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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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43)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실현·확산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지역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 및 확산의 핵심 축으로,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 원 중 약 47%인 75조 3천억 원이 지역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사회구
조 전반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혁신도시 및 규제자유
특구 등의 지역지원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함으로써 지역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의 완성도 제고 등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10월 13일, 
정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②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
딜사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이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및 그린스마트 스쿨 등 중앙-지방정부의 매칭 프로젝트 
방식으로도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강원도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대구의 로봇화 공장 롤모델 구축 등 지자체가 지역의 특색을 
감안하여 주도적으로 발굴·추진하는 지역 고유의 뉴딜사업이다. 현재 
약 130여개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을 구상·계획 중이다.

 셋째,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각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자체재원(자본, 기술, 인력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지자체·연구
기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실행하는 뉴딜사업이다. 한국가스공사 
LNG 생산기지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지역특성에 맞
는 창의적인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해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실행, ②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확산 지원, ③ 공공기관 선도
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④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
의 4가지 중점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인센티브 구체화 및 
제도개선, 지자체와 협업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진화·발전시킬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71호), www.krihs.re.kr]

43) 정부는 글로벌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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