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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난 2월 19일 NASA의 화성탐사선인 퍼시비어런스호가 무사히 화성에 착륙하여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가 눈여겨 본 것은 착륙기술이었다. 항공기 안전운항과 우주선 착륙이 뭔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우주선과 항공기는 이륙과 최종 착륙과정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며, 이륙보다도 착륙

과정이 좀 더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이다. 항공기 제작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항공기 운항에 첨단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서 이륙과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비행 및 가장 위험하다고 여기는 착륙과정도 모두 

자동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한 것이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돕기 위한 시설은 항행안전시설로서 항행안전무선보조시설과 항행안전시각보조시설이 

있다. 항행안전무선보조시설은 RADAR, VOR, Marker, G/P, 항공통신설비가 있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은 

무선시설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나 항공등화의 역할은 항공기 이·착륙시의 안전운항 정보와 활주로와 

유도로의 지상 주행경로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에서는 2001년 3월 개항 시부터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중 하나가 다른 전 세계 선진공항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항공기 개별 지상이동안내

서비스(Follow Green Service)이다. 이것은 항공등화 제어시스템인 지상안내 및 감시제어시스템

(A-SMGCS)을 통하여 구현되며 인천공항의 2단계와 3단계 건설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본 칼럼은 항공등화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항공등화 운영에 적용된 기술 몇 가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2. 항공등화의 운영

 위에서 소개한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항공등화란 불빛, 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공을 돕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항공등화의 종류는 공항시설법상 총 46종이 명시되어 있으나 인천공항에서는 육상

공항에서 필요로 하는 28종(43,500여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항공등화별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요구된 제작기준, 설치기준, 운영기준을 따르고 있다. 항공등화용 제품은 KS규격과 동등 

제품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미연방항공청(FAA)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칼  럼

항공기 안전운항을 제공하는 항공등화기술

    신 형 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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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사등화의 제한

  공항 주변이나 항공로상의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조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화를 유사등화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로 상공에서 볼 수 있는 항공등화 이외 조명의 광도, 색채, 

배열 등으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인식에 방해가 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등화(조명)에 

대하여는 소등하거나 차폐, 또는 소등이나 차폐로 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공항 주변에서는 이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인천공항은 Category 범주 상 CAT-IIIa급 

계기접근활주로로써 각각의 활주로 중심 연장선상에서 양측으로 각각 750m의 폭과 활주로 시단에서 

4,500m이상 연장한 길이의 지역에서 유사등화 제한을 하고 있다. 

 (2) 부러지기 쉬운 항공등화

  공항에서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규정된 경로를 이탈하여 접촉한 

경우일지라도 항공기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항공등화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계

된다. 예를 들어 등화별 설치높이를 규정하며, 접근등의 경우 활주로 시단에서 300m 앞까지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계하고, 노출형 항공등화는 접촉 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하며, 항공기 엔진과 등화 

사이의 여유가 충분하도록 낮게 설치한다. 

 (3) 항행안전시설의 정기검사

  모든 항행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는 전용점검용 항공기에 의한 비행검사와 

점검요원을 편성하여 하는 정기검사로 나눈다. 비행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를 

말하다. 항공등화에 대한 비행검사는 접근등시스템(ALS), 정밀진입각지시등(PAPI), 활주로등화, 활주로

시단식별등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월 또는 매분기 실시하는 타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때 마다 수시검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점검요원에 의한 정기검사는 매년 1회 관련 국제 기준에 따라 ‘항공등화시설 등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여 모든 항공등화시설 및 공항 내 전력시설과 실제 운영과정에서 항공기 운항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사전에 조치하고 있다.

 (4) 항공등화의 분류 및 특징

  항공등화의 분류에 대해서는 접근등화, 활주로등화, 유도로등화, 안내 및 지시등화, 기타로 분류되며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뉘고 있다.

   ① 접근등화      : CAT-I,II,III 접근등(ALS), 정밀진입각지시등(PAPI)

   ② 활주로등화    :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 종단등

   ③ 유도로등화    : 유도로등, 유도로중심선등, 정지선등, 경계등, 정지선등

   ④ 안내 및 지시등 : 유도로 안내등, 활주로시단식별등, 풍향등

   ⑤ 기타          : 비행장등대(BEACON), 항공등대, 항공장애등, 계류장조명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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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항공기 조종석에서 본 활주로진입방향 항공등화 점등 전경 ]

 

 항공등화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그 종류별로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카테고리 

II/III등급 활주로에서 사용하는 정밀접근등시스템(ALS)은 착륙진입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

에서 전방 900m까지 30m간격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ALS등을 구성하는 등화시스템은 섬광등, 중심선

등화, 150m와 300m 횡단표시등, 측렬등화가 있으며 중심선등화를 제외하고는 다른 등화가 모두 중심선 

쪽으로 일정하게 toe-in각을 주도록 하고 있다. toe-in각을 주는 목적은 항공기가 정확하게 활주로 

중심선이나 유도로 중심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중심선에 빛을 정렬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toe-in각은 각각의 등화별로 모두 다르지만 접근등화 뿐만 아니라 정지선등, 시단등화, 활주로등화, 

유도로중심선등화 등 모든 항공등화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공항의 활주로 운영 카테고리(Category) 및 기상상태에 따라 항공등화의 종류별로 빛의 세기를 

5-step(100%, 25%, 5%, 1%, 0.2%) or 3-step(100%, 30%, 10%)으로 조절하여 운영하고 있다. 

항공등화의 전력은 정전류조정기1)를 사용하여 정전류로 공급하며, 정전류조정기의 step을 조정하여 

실시간 기상상태에 맞는 항공등화 종류별 광도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step 조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으로 고려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현재의 활주로 주변 밝기, 시정, 운고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에 맞춰 

자동으로 항공등화의 빛의 밝기를 조정하고 있다. 일반건물의 조명제어시스템에도 항공등화처럼 외부 

밝기와 연동하되 실내조도를 좀 더 세밀하게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에서 사용하는 안내표지등은 조명이 설치된 교통안내표지판을 연상하면 된다. 안내표지등은 항공기가 

출발지점에서 목적지점까지 지상 주행하는 경로 상에서 복잡하게 설치된 유도로 출구를 쉽게 찾아 

가고 통과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안내표지등은 유도로의 중간지점과 모든 목지점마다 설치하며, 

현재위치를 나타내는 위치표지판, 출구표지판, 목적지표지판, 방향표지판 등이 있다. 각각의 표지판 등화

별로 국제규격으로 통일된 색상과 크기 및 설치 환경조건이 지정되어 있고, 화살표가 병기되어 있다. 

일반도로에서도 교통표지판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며, 특히 도로의 출구 목지점이나 회전교차로의 

목지점마다 행선지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CCR : Constant Current Reg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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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로 안내표지등화 예시]

3. 항공등화 운영에 적용된 기술

 이 장에서는 항공등화의 운영에 사용하는 여러 기술 중 A-SMGCS, A-VDGS, 고압전력선통신기술, 

차량에 설치된 항공등화 자동광도측정 및 분석시스템을 소개한다.

 (1) A-SMGCS(지상이동안내 및 감시시스템, Advanced Surface Movement Guidance Control System)

  A-SMGCS란 향상된 지상이동안내 및 감시시스템을 말한다. A-SMGCS는 레이더, 운항정보, 기상정보 

등을 조합하여 항공등화를 제어함으로써 주행 중인 항공기와 차량이 목적지까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수립과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경로안내(Individual Routing) 및 항공기와 이동 

중인 차량의 위치정보 확인, 항공기나 차량 간 충돌, 활주로 침입방지 및 통제와 감시제어가 가능한 

지상 관제시스템이다. 또한 관제사의 관제업무 운영 지원, 장애방지를 위한 자동예방점검, 장애발생 

등화의 실시간 알림과 신속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개별경로안내 시에는 항공기 진행방향의 일정구간만 

항공등화를 점등하고, 항공기 후방은 자동 소등한다. A-SMGCS의 운영수준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공항에서 초기단계인 Level-2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천공항은 Level-4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해외공항 중 두바이공항이 인천공항과 유사한 수준으로 Up-Grade를 진행하고 있다.

[ A-SMGCS에 의한 항공기 개별경로(Individual Routing)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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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GCS는 일반 자동차도로에서 미래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하는 주행경로이탈 방지시스템, 충돌

경고시스템, 목적지까지의 거리, 앞차와 뒤차와의 거리 측정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A-SMGCS는 이러한 정보를 공역감시레이다와 지상감시레이다, 운항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통하여 취득

하고 가공하여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항공기별로 목적지까지 항공등화를 통하여 자동이동경로를 생성

하고 안내(Follow Green)한다. 또한 항공기 간 충돌방지, 항공기와 차량의 충돌방지경고, 이동경로 

이탈경고, 항공기별 정지와 이동 신호제공, 정지선등을 점·소등 해준다. 자율주행차는 레이저빔을 이용한 

LIDAR기술2)을 이용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2) A-VDGS(시각접현안내시스템, Advanced 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A-VDGS란 주기장에 도착한 항공기가 최종 정지 위치에 정확하게 정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

으로 항공기의 기종판별, 진입속도, 잔여거리, 진입하는 중심선에서의 좌우 편차를 조종사에게 실시간 

시각적으로 제공하며, 항공기의 최종 접현 시간(On-block Time)과 이현 시간(Off-block Time)을 

운항정보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입국환영객에게 항공기의 도착여부를 전달하고, 주기장 

점유상태, 주기시간 정보 제공과 감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천공항에 설치된 A-VDGS에는 

Laser 방식과 Image sensing 방식이 있으며 편리성, 확장성, 정확성 등으로 향후에는 Laser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3) 고압전력선제어기술

  인천공항에서 사용하는 고압전력선제어기술은 항공등화 선로가 1선의 루프방식의 고압으로 송전되는데 

이 선로에 연결된 램프 하나하나의 점·소등 제어, 램프의 점·소등상태, 회로의 단락과 절연, 제어 유니트의 

고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고압전력선제어를 통하여 항공등화를 개별로 점·소등하여 항공기 

개별로 예정된 경로만을 선택적으로 점·소등하는 서비스인 Follow Green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고압전력선 제어기술이 항공등화에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항공등화에 사용되는 변압기는 소형

이고 절연간격이 짧아서 정보전달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항공등화 자동광도측정 및 분석시스템

  항공기에게 중요한 주행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등화는 월간 1회씩 각각의 항공등화별로 광도를 

측정하여 항시 최상의 조명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의 경우에는 24시간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주로나 유도로에 출입하여 4만여 개의 항공등화를 수작업으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는 R&D를 통하여 자동광도 측정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 

2) Laser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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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는 차량 전면 하부에 광도측정을 위한 수광부를 설치하고 차량내부에는 컴퓨터 자동 기록 장치를 

탑재하여 활주로 상에서 시속 50㎞로 주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항공등화의 번호별 광도를 측정

하여 그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광도가 저하된 항공등화의 램프 교체나 수리 위치를 알게 해 준다. 

이를 통하여 유지보수 작업자는 항공기 운항이 적은 시간대에 활주로나 유도로를 신속하게 출입하여 

항공등화를 보수 할 수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위에서 현재 인천공항에서 이용 중인 항공등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지상안내 및 감시제어시스템

(A-SMGCS) 및 VDGS에 대하여만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항행기술의 발전 추세로 볼 때 가까운 

미래에는 우주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각 대륙 공항 간 안전한 항공기 운항은 물론이거니와 

공항 내에서도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항행안전시설은 더욱 정교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맺음말로서는 

항공등화의 운영사례나 다른 기술의 개발 정보 등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기술발전의 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미래 기술발전을 예측하려면 유엔미래보고서를 읽어보라. 

미래에 펼쳐질 기술이 지면에 가득 소개되고 있다. 미래의 기술까지는 아니라도 현재의 기술발전이라도 

따라 잡으려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소식을 보면 된다. 필자는 코엑스와 킨텍스에서 열리는 건축박람회, 

전기조명박람회, 조경박람회, 가전박람회 등을 수시로 참관하고 있다. 박람회장에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없었던 신기술과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므로 독자 분들께는 관련 박람회장은 꼭 가보시길 권장해드린다.

 두 번째는 R&D에 대한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새로운 기술의 습득은 연구 개발자들의 

무수한 땀과 노력 그리고 연구실패를 밑천으로 얻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연구과정에서 새로운 진보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기사를 보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화성 유인 우주선 스페이스-X 

시제품이 착륙과정에서 여러 번 폭발하고 있지만, 항상 이전 보다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도전하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이 지금의 세계 최강 미국을 이루는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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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위한 10대 개정
 서울시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하는 ‘환경

영향평가3)’의 심의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한다.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연번 내  용

1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100%)

2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오피스텔 포함)

3 친환경차 주차면 주차단위구획의 10% → 12%,
전기차 충전시설 7% → 10% 확보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2023)

5 태양광 발전시설 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40%

6 건축물 계약전력 용량의 5% 이상 연료전지 설치

7 건축물 공용부 냉방부하의 60% 이상은 주간전력 
사용하지 않는 방식 적용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

9 건축물 사용 자재의 15% 이상, 정비사업 배출 폐기물 
중량의 30% 이상 재활용 제품 사용

10 일조 침해 발생 사실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

 우선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건축면적의 

35∼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

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 

3)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제도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
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
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 분야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다.

 정부가 2025년부터 민간 신축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시는 이보다 

앞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 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2022년 15%, 2023년 20%), 

공사장에선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현행 80%).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은 2023년

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시킨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작년 7월에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의 세부 후속조치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68%) 부문

에서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환 경 영 향 평 가  절 차

 • 1단계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 건축물, 정비사업 생략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 설정
 • 2단계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주민 및 관련기관 등 의견수렴(공람‧공고 등)
 • 3단계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개정된 심의기준은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부문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02)2133-3542〕

서울전역 지구단위계획 공개 ‘온라인 

열람서비스’ 25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가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클릭·터치만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볼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내 

지도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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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시범 서비스한 13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에 추가된 12개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송파, 중랑구다. 25개 자치구 

총 552구역(109㎢)의 ‘지구단위계획’을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게 됐다.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청년주택 사업부지 등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모든 구역과 해당 정보가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주요 부지의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

부터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DB(데이터베이스)화해 

문서·도면 등 약 11만 건의 자료를 구축, 서울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2년여 

만에 완성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에서 검색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면 클릭 한번으로 해당 필지로 이동,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고시문, 조서, 도면, 지침 등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주변 지형·지물 등이 담긴 지도를 

통해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등 필지별 공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역여건을 모르는 사람은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인터넷 

웹 기반으로 설계돼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PC 및 모바일로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02)2133-8374〕

서울시,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본격 사업추진

 서울시가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4)에 대한 

실시계획을 2021년 3월 4일 인가 고시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고, 사업시행자는 민간으로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이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1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이후 조합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실시

계획 보완 신청되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환경·교통 등의 영향

평가를 거쳐 실시계획인가 되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된 주택 및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하여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4) 서초구 내곡동 374 일원,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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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5)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6)으로 변경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261세대(단독 45세대, 공동주택 216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녹지 및 주차장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이 무단방치된 주변

지역 그린벨트를 정비하여 본연의 환경 친화적인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고, 모든 주택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제로에너지 설계7)(공동 4등급, 단독 5등급)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올해 안에 환지계획 수립 및 보상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는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

하여 2023년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예정이다.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02)2133-4642〕

서울시 ‘백사마을’ 정비사업 12년 만에 

본궤도…상생형 주거지 재생 첫발

5) 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

6) 용적률 12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2020.8)

   - 제로에너지 4등급(에너지 자립률 40~60%),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백사마을8)’이 오는 2025년 개발과 보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총 2,437세대(공동주택 1,953세대, 

임대주택 484세대) 규모의 상생형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총면적 18만6,965㎡의 ‘백사마을 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2021.3.4.)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009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12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1960∼1970년대부터 자생적

으로 형성돼 온 과거의 흔적을 보전하면서도 낙후한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백사마을만의 ‘상생형 주거지 

재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

했다. 기존 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재생 

모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지보전사업9)’ 

유형을 도입,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백사마을 

고유의 정취와 주거·문화생활사를 간직한 지형, 

골목길, 계단길 등의 일부 원형을 보전하기로 했다. 

사라져가는 주거지 생활사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주거지보전사업’은 백사마을 전체 부지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된 40,832㎡에 추진된다. 

484세대의 주택과 함께 전시관, 마을식당, 마을

공방 같은 다양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수십 년 간 이어온 마을 공동체가 정비

사업 후에도 깨지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나머지 

부지(146,133㎡)에는 노후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최고 20층의 아파트 단지 및 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8)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9) ‘주거지보전사업’은 재개발구역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 터, 
생활상 등 해당 주거지 특성 보전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개량 및 건설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주거지보전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 11 -

 서울시는 백사마을 만의 차별화된 창의적 건축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10)’으로 

지정해 부지를 총 28개 영역(공동주택용지 5개, 주거지

보전용지 23개)으로 나누고, 총 15명의 건축가를 

배치해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지보전사업’구역은 일조권, 조경, 

대지 안 공지 등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백사마을의 경우 단지 간 분리 방지 및 소셜믹스

(social mix) 정책 실현을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방과 단지 경계부 차단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건도 부여됐다.

 ‘백사마을’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개발을 가로막았던 개발제한구역(1971년 지정)이 

2008년 해제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낮은 사업성과 주민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

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됐지만 설계안의 층수 등을 

두고 주민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사업이 다시 

지연됐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 심화 등으로 2016년 

사업을 포기하고,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2018년 국제지명

공모방식으로 추진·선정된 공동주택단지 설계안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저층 위주의 아파트보다는 

평균 층수 16층 높이로 건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다시 발생했다. 

 서울시는 사업이 더 이상 정체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에 나섰다. 

현장에 갈등전문가를 파견하고 서울시, 구청, 사업

시행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총 33회에 걸친 총괄MP 

10) ‘특별건축구역’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형과 어우러지고 
주요 경관축을 확보하는 배치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핵심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시 ｢건축법｣에 의거한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 적용할 수 있다.

회의와 소통 끝에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소통 끝에 공동주택 높이를 평균 층수 12층 이하, 

최고 20층 이하로 의견을 모았고, 2019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돼 원활한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러한 심도 

있는 과정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치면서 공동

주택 세대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

였던 2012년 당시 계획보다 약 233세대가 증가

되어 사업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했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이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사업구역 내 마을전시관을 건립해 백사마을 

마을공동체가 품고 있는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애환이 어린 삶의 기억을 보전할 계획이다.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화 속에서 옛 백사마을의 

추억이 기억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유산 기록·발굴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시관에는 지난 2년여 간 서울시가 수집한 백사

마을에 대한 기사와 영상, 논문 등 30여 점과, 

연탄난로·건축도구 등 80여 점의 생활물품이 전시

된다. 또, ‘백사마을의 과거와 현재 사진 공모전

(300여 점 참여, 최종 52점 선정)’에 나온 시민들이 

직접 찍은 백사마을 사진들도 공개된다. 

 또, 백사마을의 현재 지형과 건물 내·외부, 골목, 

벽 등을 3차원으로 기록하는 3D 스캐닝 자료도 

기록으로 남겨 전시할 예정이다. 3D 스캐닝 자료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백사마을 물리적 

공간 이미지 기록화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이다. 

3D 스캐닝은 백사마을의 전체 지형, 건물 내·외부의 

정확한 형상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마을의 대표성 

있는 골목, 벽, 집 등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각종 학술자료, 

건물 외벽 등에 영상을 투사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내는 미디어 아트, 가상

세계의 형상들을 영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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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주민 이주가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내 건축물이 50여 년 이상

지나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2019년 8월부터 

위험건축물 거주자 중 이주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시

이주를 추진 중이다. 현재 전체 597가구 중 

394가구(약 66%)가 이주를 완료했다. 

 아울러, 조기 이주로 인한 구역 내 빈집 증가에 

따른 범죄와 화재,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노원경찰서에 순찰강화 협조를 요청하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순찰조를 편성·운영해 야간순찰을 강화

하고 있다. 방범용 카메라(CCTV)를 확대 활용

하고 방범 관리사무실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재정착 하지 못하는 ‘젠트리피케이션11)’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 계약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었는지, 사업비는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우려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고령자와 저소득층 

거주자 비율이 높은 백사마을의 상황을 고려해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청년 창업자, 예술가, 대학생, 소상공인 등을 

다양하게 유입하기 위한 ‘소셜믹스(social mix)+

에이지믹스(age mix)’ 방식도 도입을 추진한다. 

11) Gentrification, 원주민 비자발적 내몰림

행복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옹벽 하부 공간, 공유

주택 등을 활용해 청년과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층의 

적극적인 유입을 이끌어내 지역 활성화 촉진은 

물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메카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02)2133-7182〕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처 (02)3410-7483〕

서울시, 가로등·신호등·와이파이·CCTV 

한번에…‘스마트폴’ 26개 첫 구축완료
 서울시가 서울광장, 숭례문, 청계천변 일대 등 

6곳에 26개의 ‘스마트폴12)’을 구축했다. 도로 

곳곳에 복잡하게 설치돼 있는 가로등·신호등 같은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 와이파이, 

지능형 CCTV 같은 ICT 기술을 결합시킨 스마트

도시 핵심 인프라다.

 각 스마트폴은 도로시설물로서의 기본 기능에 

더해 장소별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기능이 탑재

됐다. 예컨대, 많은 시민이 모이는 서울광장엔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이, 숭례문엔 문화재 

정보를 볼 수 있는 QR코드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인 중랑천변 송정제방길엔 안전을 위한 영상

비상벨이 설치됐다.

서울광장: 신호등·가로등과 공공와이파이, 지능형 

CCTV, S-DoT13)(17종 IoT 센서), 스마트폰 무선충전 

12) ‘서울시 스마트폴(S-Pole)’은 도로시설물(신호등·가로등·CCTV·
보안등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공공와이파이, 
지능형 CCTV,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횡단보도 등 스마트
도시기술이 융합 적용돼 스마트지주 인프라로 진화된 모델
이다.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안전과 복지, 편익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13) S-DoT(Smart Seoul Data of Things)는 다양한 도시현상을 
확인하여 데이터기반 스마트 도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IoT 도시데이터 센서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소음, 
조도, 온도, 습도, 자외선, 진동, 풍향, 풍속, 방문자수, 일산화
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오존, 흑구
온도 17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 자체제작 복합센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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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등이 결합된 신호등 스마트폴, 가로등 스마트폴을 

설치했다. 많은 시민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광장 전역에 

우수 품질의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를 제공한다.

숭례문: 숭례문 소개, 사진, 길 안내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도시안내 QR코드, 무료 공공와이파이, 

지능형 CCTV, S-DoT 등이 결합된 가로등 스마트

폴을 설치했다.

청계천변 청계1가 도로 일대: 가로등과 CCTV, S-DoT, 

유동인구 측정센서 등이 결합된 가로등 스마트폴을 

설치해 도시현상 확인 및 시민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랑천변 송정제방길: CCTV와 보안등이 결합된 스마트폴이 

설치됐다. 여기엔 공공와이파이, S-DoT, 영상비상벨, 

여성안심이 연동 IoT 비콘,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능 

등도 적용됐다. 

성동구청 일대 도로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과 가로등, CCTV지주를 하나의 합치고 공공

와이파이, S-DoT, 스마트 횡단보도 기능 등을 결합한 

신호등 스마트폴을 설치했다.

성동구 젊음의 거리 일대: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왕십리역 

주변 쌈지공원 스마트폴엔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와 

에너지절약 풍력발전 기능을 탑재했다. 시민들이 생일

축하·프로포즈 등의 이벤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엔 도시 안내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26개 스마트폴은 서울시가 구축을 추진해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시는 이들 사례를 바탕

으로 앞으로 스마트폴에 적용할 10가지 ‘스마트폴 

표준모델’과 구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다양한 

도시환경과 도로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구로구와 동작구로 설치 지역을 확대

하고, 연말에는 스마트폴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로구와 동작구는 서울시 스마트폴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각각 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된다. 

스마트폴 구축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전국 확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로구 

주요도로 및 교차로에는 CCTV, 공공와이파이, 사물

인터넷 기술 LoRa(Long Range)가 결합된 가로등 

스마트폴이 설치돼 시민안전과 편의를 높인다. 구로2동, 

개봉1동 등 골목길에는 CCTV 스마트폴을 설치해 골목길 

안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작구 상도로, 사당로 일대엔 CCTV, 공공와이

파이, S-DoT가 결합된 스마트폴과 스마트횡단보도를 

구축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폴 기능 고도화 시범사업은 기존에 없던 

드론과 전기차 충전 기능 등을 탑재한 보다 발전된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다. 예컨대, 스마트폴 상단에 

드론스테이션을 장착해 드론이 머물면서 충전할 

수 있다. 관제센터에 데이터를 보내 재난감시·인명

구조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주정차 감시 기능 

등도 더할 예정이다. 

 또 시는 매년 신규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가로등·

신호등 등 각종 도로시설물을 ‘스마트폴’로 통합 

구축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 스마트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때 이번에 마련한 10개 표준

모델을 적용한다.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 

확산시켜 서울 전역에 스마트폴의 체계적인 구축을 

유도한다. 현재 서울시엔 약 24만 개의 지주형 

인프라(가로등주·신호등주·CCTV지주·보안등주)가 있으며, 

내구연수 도래에 따라 매년 3,500∼3,700본이 

교체되고 있다(2020년 기준 교체비 396억 원 투입).

 시는 스마트폴 구축 운영지침에 올해 추진하는 

스마트폴 고도화 시범사업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운영결과를 다시 반영해 올 연말 개정안을 제작, 

스마트폴 표준모델을 더욱 더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10개 표준모델은 현재 설치돼 있는 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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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신호등·가로등·CCTV·보안등)의 종류와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도출했다. 예컨대, 공원이나 

골목길엔 보안등에 스마트기능을 접목한 유형을, 

차도엔 신호등+가로등+CCTV에 스마트기능을 

접목한 유형을 설치할 수 있다.

 구축 운영지침에는 도로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통합

하고 도시 전역에 체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해 도시미관과 보행편의 향상, 유연한 

스마트기능 시설 방안을 제공한다. 스마트폴 설치 

계획단계부터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변에 통합 

가능한 도로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각 시설물의 기능이 

통합된 하나의 스마트폴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스마트폴 

표준모델 별(신호등·가로등·CCTV·보안등 스마트폴)로 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해 스마트폴이 안전하게 구축

될 수 있는 시설기준과 스마트기기의 수용기준을 명시

했다. 스마트기기 수용기준은 구축장소 여건변화에 따라 

스마트기능을 새로 추가하거나 쉽게 교체하는 기준, 

끊임없이 등장하는 미래신기술에 대한 수용기준으로 

활용한다. 지침에는 서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5G 중계기가 결합된 스마트폴 모델도 포함해 

향후 자율주행 및 이동통신 기능을 연동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스마트폴을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시설물 

통합을 통한 도시미관개선 ▴교체 시기가 도래한 

도로시설물 활용을 통한 교체비용 절감14) ▴시설물 

안전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담당관 (02)2133-2957〕

서울시, 정동 근대역사길 ‘덕수궁길’ 

정비해 6월 완공…일대 역사지원 연결
 덕수궁 뒤편 미대사관저 인근 ‘덕수궁길’은 도심 

속에서 고즈넉한 돌담길의 정취를 느끼며 느긋한 

14) 지주형 인프라 통합구축
    - (예시) 10% 통합 구축 시 39.6억 원 절감 효과

산책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과 근처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덕수초등학교와 교회도 있어 평상

시에도 유동인구가 많다. 그러나 보행로가 협소

해서 걷기 불편하고, 많은 사람이 몰릴 땐 차도

까지 내려와 걷는 경우도 있어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서울시는 ‘덕수궁길’을 근대사의 다양한 흔적이 

깃든 정동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안전하고 걷기 

편한 탐방로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덕수궁 후문 

‘고종의 길’ 입구에서 시작해 덕수초등학교 앞 

원형로터리를 지나 동화면세점 앞 삼거리까지 이어

지는 총 320m 구간이다. 3월 15일 착공해 오는 

6월 완공 목표다. 

 이 구간은 서울시가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정동 근대역사길(총연장 2.6㎞)’ 

5개 코스 중 제2코스(옛 덕수궁역: 구 러시아공사관∼

동화면세점 앞)의 일부 구간이다. 

[‘정동 근대역사길’ 5개 코스]

 일제에 의해 훼손된 덕수궁 선원전15)이 있던 

곳이자 지난 2018년 6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된 

‘덕수궁돌담길’과 문화재청이 복원한 ‘고종의 길’과도 

인접해 있어 이 일대 산재된 역사자원과의 연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는 크게 ▴덕수궁길 구간(고종의길∼덕수초등학교 

15) 조선시대 임금의 초상화(어진)를 봉안하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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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원형로터리, 연장 240m)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새문안로2길 구간(덕수초등학교 앞 원형로터리∼

동화면세점 앞, 연장 80m) 2개로 나눠 추진된다. 

좁고 불편한 보행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덕수궁길 구간은 관광객, 직장인, 덕수초등학교 

학생 등이 집중되는 주요 보행로인 만큼,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편하고 노후화

된 보행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폭이 2m에 불과해 협소한 양측보도를 편측보도로 

조성하고, 보도 폭을 최대 4.4m까지 2배로 확장

(폭 2m→3.7∼4.4m)한다.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

하고, 덕수초등학교의 담장경관을 개선해 걷기 

편안하고 안전한 쾌적한 거리로 새 단장한다. 

[덕수궁길 구간 현황]

[덕수궁길 구간 계획]

 또, ‘정동 근대역사길’ 탐방로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차분한 색채의 보도포장재(포천석)를 

사용하고, 덕수초등학교 탐방로변 담장에는 인접한 

구세군 역사박물관의 벽돌 색상 타일을 사용해 

통일감을 줄 예정이다. 

 새문안로2길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기존 보도 

폭을 6m까지 확장(폭 3.3m→폭 6m)한다.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덕수 소공원’에는 가로수를 

심고 휴게공간을 만든다. 이곳에 ‘정동 근대역사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한다. 

 서울시는 공사구간에 교회와 초등학교가 있고 

평소에도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공사로 

인한 안전 및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보행안전 

도우미를 곳곳에 배치하고 교통안내 표지판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02)2133-8496〕

〔중구 도로시설과 (02)3396-6093〕

〔종로구 도로과 (02)2148-3202〕

〔종로구 공원녹지과 (02)2148-2845〕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2021년 3월 9일 제4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원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지하2층/지상22층 

규모로 공동주택(282세대)과, 부대복리시설(365.38㎡) 

및 근린생활시설(810.27㎡)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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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는 중랑천 남측에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공원 및 한강 산책로와 연계, 반경 1㎞ 이내 서울숲과 

성수구두테마공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과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성수동 골목길이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 새로움과 

옛것이 공존하는 ‘뉴트로(Newtro)’의 개념과, 성동구 

도시재생사업인 ‘붉은벽돌 마을’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대상지가 속한 시가지경관의 권장 마감재인 

벽돌을 적용하여, 벽돌이 가진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동 입면의 색채와 패턴, 부대복리시설 디자인에 

적용하여 계획하였다.

 사람과 자연이 서로 상생하는 공동체라는 계획

개념을 적용하여, 단지 주변의 풍부한 공원 및 

한강 산책로와의 접근성을 강화해 단지 내·외부의 

자연요소를 이어주고,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계획

으로 지역에 열린 주거문화를 계획하였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개방감을 위하여 넓은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나눔장터를 

통하여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단지 내 햇빛이 잘 드는 남측 중앙에 중앙휴게

마당을 배치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으로 절·성토량을 최소화

하고, 주동 건축물은 14층에서 22층까지의 층수 

변화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다.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02)2133-7108〕

서울시, 잠실·천호대교 남단IC 올림픽

대로 연결로 개선…2025.11월 완공
 서울시는 올림픽대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잠실대교와 천호대교 남단IC에 올림픽

대로 진·출입로를 추가하고 정체 연결로 구간을 

확장 및 지하차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잠실·천호

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는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잠실대교 남단IC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

하기 위해 올림픽대로(하남→김포방향)에서 한가람로

(종합운동장방향)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

(폭=6m, 길이=300m)가 신설되고 올림픽대로 진출입 

도로가 추가된다. 총 연장 3.33㎞이며, 총사업비는 

447억 원이 투입된다. 

 올림픽대로(김포방향) 본선에서 잠실역과 잠실대교 

북단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한 연결로(길이=826m)가 

분리 설치되고, 잠실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 

본선으로 진입하는 연결로(길이=463m)가 신설된다.

 천호대교 남단IC은 총사업비 367억 원이 투입되며, 

천호대교 남단IC에 올림픽대로 연결로(총 연장 2.95㎞)와 

지하차도(폭=6m, 길이=194m)가 신설된다. 

 교통량이 많은 기존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유턴(U-Turn) 

지하차도 앞에 지하차도가 신설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변도로가 확장된다. 또, 올림픽대로(김포→하남) 

본선에서 천호대교 북단 및 하남방향으로 진출

하는 연결로(길이=345m)와 광진교 하부에서 올림픽

대로(하남→김포) 본선으로 진입하는 연결로(길이=463m)가 

신설된다. 

 이로써,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남단IC 하남방향 

유턴 지하차도, 올림픽대로(하남방향) 본선→천호대교 

북단, 광진교 하부→올림픽대로(김포방향) 본선 연결로는 

기존 지하차도, 연결로와 함께 각각 1개씩 추가된다.

 서울시는 공사 구간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 차로수를 

유지하며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5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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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12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4월 재개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난지캠핑장 일대 27,000㎡를 전면 리모델링

하고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새로워진 난지캠핑장은 캠핑면당 면적이 약 

38% 넓어졌고, 획일화된 캠핑 형태에서 벗어나 

‘캠프파이어존’, ‘글램핑존’ 등 다양한 캠핑 문화가 

도입되었으며, 고정형 텐트 대신 개인 물품을 사용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다.

 4월부터 다시 문을 연 난지캠핑장에서 주목할 

점은 ➀넓고 쾌적해진 공간 ➁다양하게 누리는 

캠핑문화 ➂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운영

방식의 변화 ④요금체계 조정을 통한 시민 부담 

완화를 들 수 있다.

 첫째, 공간이 넓고 쾌적해졌다. 대여 공간의 면적을 

늘리고 캠핑면수를 줄여(172면 → 124면) 밀집도를 

낮추었으나, 다양한 시설을 조성·배치하여 총 수용

인원(970명 → 900명)은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둘째, 다양한 캠핑문화를 누릴 수 있다. 지정된 

자리에서 캠핑을 즐기는 ‘일반캠핑존(83면)’부터 

사계절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존(5면)’, 

잔디밭에서 놀이 활동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리캠핑존(36면)’까지 총 124면의 캠핑 공간이 

운영된다. 캠핑을 하지 않고 바비큐만 즐기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26개의 화덕이 설치된 ‘바비큐존’을 

마련했다. 공간 구분을 통해 이동이 편리해지고, 

캠핑장 내 혼잡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풍부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산책을 즐기거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화장실과 개수대 등 편의시설도 

리모델링하고, 신규 설치했다. 타오르는 장작불을 

멍하게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불멍’을 

즐기는 ‘캠프파이어존’도 5개소 설치되었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실개천’과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는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운영 방식도 

바뀌었다. 건전하고 안전한 가족여가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매점에서 주류·조리음식·폭죽 등 캠핑장 

이용에 부적절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텐트 

및 그늘막, 바비큐그릴 등 캠핑용품의 대여도 불가능

하다. 개인·공중 보건위생 등 청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글램핑존 외의 공간을 이용할 

경우 캠핑용품은 직접 준비해야한다.

 넷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요금체계를 조정

했다. 입장료·대여료 등 복잡했던 요금체계 대신, 

예약 시 시설 이용료만 결제하면 된다.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줄여 이용요금도 한결 저렴해졌다.

 이용을 위해서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yeyak.seoul.go.kr)에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매월 

15일에 다음 달 이용 예약이 가능하며, 이용 당일 

14시까지 예약해야 한다.

 이용시간은 ‘일반·프리캠핑’의 경우 14시 입장, 

익일 11시 퇴장16)이며 ‘글램핑존’은 15시에 입장

하여 익일 11시에 퇴장해야 한다. ‘바비큐존’과 

‘캠프파이어존’은 1일 2회전으로 운영한다. 

 당분간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체 

입장 인원 비율을 조정하고, 일행 수에 제한을 

두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캠핑장 이용 시 

체온 측정,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절차에 협조하고, 

음식물 섭취 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02)3780-0899〕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02)3780-0871〕

16) 12월∼2월은 14시 입장, 당일 21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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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길 닿는 곳마다 녹색쉼터로 

…마포구청사, 면목유수지에 ‘생활정원’

단조로운 회색빛이었던 마포구청사 내부 곳곳이 

녹색 식물로 가득한 그린월(Green-wall)로 바뀐다. 

황량했던 중랑구 면목유수지 쉼터는 자연친화적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 있는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발길 닿는 곳마다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실내‧외 유휴공간을 녹색

으로 물들여 ‘생활정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계절 푸른 실내정원으로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치유하고 실외정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생활정원17)’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원으로 올해 마포구청사

(실내정원)와 중랑구 면목유수지 쉼터(실외정원), 두 곳을 

시작으로 점차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를 통해 이뤄지며, 공공

시설 내 실내정원은 국비 50%, 지방비(시비·국비) 

50%로 만들고, 다중이용시설의 실외정원은 국비 

100%로 만든다. 대상지는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거쳐 시와 산림청이 협력해 선정한다.

 먼저 마포구청사에는 지하1층∼로비, 지상4층에 

1,300㎡ 규모의 실내정원이 만들어진다. 건물 

17) ‘생활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휴식, 재배, 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유휴공간에 조성한 개방형 정원이다.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실내정원,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실외정원으로 나뉜다.

벽·기둥에 녹색 식물을 심는 그린월 등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플랜테리어(Planterior)’로 꾸민다. 

서울시청사(1,500㎡)와 버금가는 규모의 그린월이 

조성돼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총 10억 원

(국비 5억, 시비 3.5억, 구비 1.5억)이 투입된다.  

 마포구청사는 청사 내에 도서관·수영장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인 만큼 일상 속 ‘생활정원’

으로서 효과를 톡톡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5,000㎡ 규모의 면목유수지 쉼터에는 실외정원이 

조성된다. 전문적인 조경작가를 선발, 기존 공원과 

차별성을 둔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설계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고품격 생활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액 국비로 총 5억 원이 투입되며 산림청 산하

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직접 시행한다.

 마포구청사와 중랑구 면목유수지 쉼터 ‘생활정원’은 

12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두 곳을 시작

으로 ‘생활정원’을 지속적으로 조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07〕

서울기술연구원, 10년 후 도시문제 

대비 「서울미래보고서 2030」 발간
 미래예측, 과학기술정책, 도시, 인프라,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과 서울시민 1,000명이 

바라본 10년 후 서울의 도시 미래는 어떤 모습

이고 어떤 문제에 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인구, 기후변화, 자원순환, 인프라, 

전염병을 10년 후 미래의 도시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서울의 미래상은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도시(21.7%)’였고 그 다음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도시(13.1%)’를 꼽았다.

 10년 후 미래를 대비해 서울시가 갖춰야할 필수

역량으로는 ‘대기·수질 등 자연생활환경 개선

(81.7점)’이 가장 높았고 ‘코로나 이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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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81.2점)’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기술로는 그린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미래친환경자동차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다섯 가지가 선정됐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미래

보고서 2030」을 출간했다. 서울의 10년 후 미래 

도시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과제와 미래연구 

내용을 담았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은 서울기술연구원이 진행한 

첫 미래연구로,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서울의 도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과제를 도출

하는 데에 최종 목적이 있다. 

 약 13개월의 연구기간을 투입해 발행된 이번 

보고서에는 서울기술연구원을 비롯한 민관산학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의견 수렴과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초청강연 2회, 총괄위원회 

4회, 기획위원회 43회, 자료조사 128종 수행 등의 

과정을 거쳤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는 ▴주요 도시문제 

이슈 및 현황 ▴서울미래시나리오 ▴5개 연구 

분야(도시인프라, 안전방재, 생활환경, 스마트도시, 기후환경)를 

중심으로 미래 혁신과제를 도출했으며 향후 10년간의 

기술정책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위해 ①우리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삶의 질) ②서울시는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시로 지속될 수 있을까?(지속가능발전) 

③서울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까?(첨단기술) 

등 3가지 대표 질문을 설정하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또, 6대 분야(사람, 인구/사회, 생명공학, 기후/환경, 

IT/에너지/수자원, 경제)의 ‘미래 환경변수’를 선정하고, 

서울의 미래 2030을 움직이는 ‘15개의 핵심 동인’을 

선정해 서울의 미래 영향요소를 분석했다. 

미래 질문 핵심동인

① [삶의 질] 우리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인구감소

일자리(구조) 변화

고령화ㆍ초고령화 사회

근무형태 변화

양극화 심화

② [지속가능발전] 
서울시는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시로 지속될 수 
있을까?

전염병, 신종바이러스, 병충해 확산 증가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 마련

기후변화(온난화) 심화

대기오염 심화

폐기물 처리 문제 심화

③ [첨단기술] 
서울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까?

첨단교통수단 발달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 및 활성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통신기술 발달

플랫폼 경제 활성화 

 서울의 주요 도시 문제는 인구, 기후변화, 자원

순환, 인프라, 전염병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도출된 

미래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래 질문에 대한 해답

으로 5개 중점 연구 분야(도시인프라, 안전방재, 생활

환경, 스마트도시, 기후환경)을 구분해 각 분야 연구원

들이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연구자’만의 관점이 아닌 ‘서울시민’의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올라온 

시민제안 데이터와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미래인식 설문조사> 등을 함께 진행했다. 

서울시민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전문가의 미래예측을 더해 10년을 내다보는 미래 

기술전략이 이번 보고서 안에 포함됐다. 

<시민들의 미래 인식 설문조사>

 - 대상 : 서울시민 1,000명 (2020.9.4.∼9.8.)

  → 성별(남성, 여성), 연령(10대∼60대), 지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혼인(미혼, 기혼), 

서울시 거주기간별 시민의 미래인식 조사

<민주주의 서울>
- 대상 : 서울 시민의견 7,664건 (2017.10.24.∼2020.9.7.)

  → 시민의견을 13개 정책분류로 구분하고 기술

개발과제화가 가능한 의견을 추출하여 총 55건의 

의견을 기술 수요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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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은 향후 10년 미래에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최신기술에 

기반 하는 ‘첨단도시 서울’에 대한 미래인식이 비교적 

높게 도출됐다. 

10년 후 미래를 대비한 서울시 필요역량 점수

대기, 수질 등 자연생활환경 개선 81.7
코로나 이후 대응방안 마련 81.2
다양하고 풍부한 일자리 마련 78.2
노후 공공시설, 건축물 보수관리 강화 78.0
양극화 세대 갈등 해결책 마련 75.3

10년 후 원하는 서울시 미래상 비율
(%)

일과 삶 균형으로 여유 향유 가능한 도시 21.7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도시 13.1
다양한 문화적 특색과 기반을 갖춘 도시 10.8
일자리 걱정없는 기회의 도시 8.0
노후가 보장된 복지도시 7.4

 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 사회 

유망기술 분석을 실시했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

할 주요 기술로는 ▴그린에너지 ▴빅데이터분석 

▴미래친환경자동차/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워터

그리드 ▴지능형 교통체계/스마트홈/사물인터넷 

순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가장 시급한 기술은 ▴그린에너지 ▴빅데이터분석 

▴완전자율주행으로 나타났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은 ‘국가’나 ‘세계’ 대상이 

아닌 ‘도시’ 단위의 미래 예측을 수행, 미래 변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대응을 위해 기술전략을 도출

했다는 점이 기존 미래예측보고서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 10년 후는 시의 정책

목표가 수립되어 있어 예측이 가능하고 미래 분석, 

전략목표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2040년, 50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연구와 차별

점이 있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 연구보고서는 총괄 보고서 

1권과 각 연구 분야별 5권(도시인프라, 안전방재, 생활

환경, 스마트도시, 기후환경)으로 구성되어 총 6권으로 

발간되었다. 최종보고서는 4월부터 서울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내에는 도서형태로 발간하여 

대시민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 (02)6912-0947〕

서울시, 새로운 광화문광장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진행

 서울시는 광장사업의 목표 중 하나인 역사성 

회복이라는 취지에서 문화재 발굴 및 보존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1월부터 2년 넘게 시굴, 정밀

발굴 등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앞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2019년 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취득 후 발굴조사 시행하였으며,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사업구간(84,321㎡)에 

대해 시굴트렌치(2m×10m) 71개를 설치하여 매장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시굴조사 결과와 

사업계획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청에 

발굴변경허가를 받아 사업구역 내 시설물 설치 

구간(약 14,600㎡) 전역에 대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개월간 정밀발굴조사를 시행 

중이다. 정밀발굴조사는 시민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발굴기간을 9단계로 나누어 보행통로를 

확보하면서 진행한다. 발굴단계는 광화문광장 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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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부 절반 1∼3단계, 광화문광장 서측 잔여 보도부 

4∼6단계, 광화문광장 서측 차도부 7∼9단계이며 

현재 7∼9단계 발굴조사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시기는 조선시대로 유구는 

삼군부 터, 사헌부 터, 병조 터, 공조 터 등이며, 

유물은 조선시대 자기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발굴 작업을 통해 드러난 유구는 온라인(영상제작 

공개),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전시가 어려운 관계로 

유구 설명 영상을 제작하여 발굴이 완료됨과 동시에 

시민에게 공개한다. 발굴 작업이 완료 되면 발굴된 

유구는 시민의견, 역사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하여 

보존계획을 수립 후 법적절차(문화재 심의)를 통해 

보존조치 예정이다. 발굴된 유구는 보존조치를 

시행하며 현지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 상부 

시설물 및 수목이 식재될 경우에는 철저히 보존

조치를 하거나 시설물 및 수목 위치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재, 교육적 가치가 높은 

일부 유구는 노출하여 시민들께 상시공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 보존계획은 유구의 

깊이 및 유구의 중요도 등에 대한 역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할 계획이며, 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존심의는 2021년 4월 21일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 매장분과에서 개최 예정이다.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02)2133-7734〕

서울시, 15만㎡ 광운대역세권 개발계획 

확정…최고49층 업무·상업·주거 거점으로
 1980년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지만 시설 

노후화와 분진·소음 등으로 혐오시설로 전락했던 

15만㎡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가 이르면 오는 

2025년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동북권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코레일(토지소유자), HDC현대산업개발

(사업자)과 약 1년여에 걸친 3자 사전협상18) 끝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운대역세권 내 물류

부지(토지면적 14만 816㎡)에 주거·업무·판매·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부지는 3개 용도(상업업무·

복합·공공용지)로 나누어 개발된다. ‘상업업무용지’엔 

호텔, 업무·판매시설 등을 갖춘 최고 49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선다.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엔 2,69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최고 49층의 

아파트(35∼49층) 총 11개 동이 지어질 예정이고, 

저층부엔 공유오피스, 상가(연면적 약 655천㎡) 등이 

들어선다.

 공공기여로 확보한 ‘공공용지(11,370.2㎡)’엔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약 2,670억 원을 

활용해 주민편의시설과 320세대 공공주택을 조성

한다. 도서관, 청년 창업지원센터, 주민센터 같은 

생활SOC가 확충돼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개발사업지 내 

시설뿐만 아니라 광운대역세권 인근에 주민들을 

18)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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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도로 같은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철도·물류부지로 단절됐던 광운대역과 월계동을 

연결해주는 동-서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2개의 

보행육교(주민센터·석계로 주변)도 조성해 물류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시는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를 거쳐 기존의 부지용도 등을 변경하는 지구

단위계획을 7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2년 상반기 착공한다.  

 한편,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 부지는 2009년 

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당시 

협상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연이은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2012년, 2014년)로 오랜 시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시와 토지소유자인 코레일, 노원구,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2017년 6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후 서울시와 코레일은 2019년 5월부터 사전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코레일의 사업제안서와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사업개발계획(안)’을 

공동 수립하고, 관련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수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안을 보완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진행 과정에서 1년 간(2020.2.∼

2021.3.) 총 6차례에 걸친 ‘협상조정협의회19)’를 

통해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협상조정협의회’는 주요 핵심의제인 교통개선대책, 

건축계획, 도입용도, 기반시설, 공공기여 계획, 주변

과의 통합연계 방안, 지구 특화방안 등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했다. 공공기여는 

공익성과 정책 실현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61〕

19) ‘협상조정협의회’는 사전협상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협상
기구다. 협상의제 선정, 공공-민간 간 이해 교환 및 중재, 
사안에 대한 객관적 검토, 합의 가능한 대안 도출 등을 주관
한다. 공공, 민간, 외부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하남선) 

전면 개통
 서울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지난해 8월 지하철 

5호선 미사역, 하남풍산역 등 2개 역을 우선 개통한데 

이어 3월 27일 강일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등 

지하철 5호선 연장 전 구간을 전면 개통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하남선)구간은 상일동역을 

기점으로 강일역을 거쳐 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연장 7.7㎞으로 지난 2015년 

3월 첫 삽을 뜬지 6년 만에 개통에 이르렀다. 

 서울시 공사구간은 기존 열차운행 중인 지하철 

5호선이 열차운행을 중단한 심야시간대에 본선 

벽체 81m를 철거하여 신설구조물 162m를 연결 

시공해야 하고 또한, 고덕천 하부로 지하철 본선 

구조물을 건설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구간이다.

 특히, 강일역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바로 아래

(7m)에 위치한 난공사 구간으로 기존 고속도로 

교통흐름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사 중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개착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정밀하게 시공했다.

 강일역 정거장은 강동구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맞게 신석기 시대 선사유적과 하남위례성을 수도로 

한 한성백제의 전통을 담아 디자인하였다.

 대합실 바닥 주요 동선에 선사유적의 빗살무늬

토기 패턴을 적용하고, 대합실 천장에 움집 구조와 

백제 무열왕릉의 이미지가 연속된 루버(louver)20)로 

적용하였다. 또, 대합실 기둥 상부에 푸른색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간결하고 세련된 정거장이 완성

되었다. 

 대합실 연결통로에 설치된 미술작품은 백제 위례성의 

500년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곧게 뻗은 

소나무의 형상을 통해 백제의 기백을 나타냈다. 

특히, 한강 물길을 형상화한 의자를 설치하여 상징성은 

물론 승객의 편의성까지 갖추었다.

20) 루버(Louver): 폭이 좁은 판을 일정 간격을 두고 배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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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장 내부의 천장과 벽체 색상을 무채색으로 

통일하여 닫힌 공간에서 느끼는 폐쇄감을 줄이고 

밝고 넓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지하철 5호선 연장구간(상일동~하남검단산역)에 서울 

도시철도 최초로 LTE기반의 열차무선 통신망21)이 

구축되었다. 종합관제실, 열차승무원, 역무원, 유지

보수요원 상호 간에 무선으로 음성, 영상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져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열차운행 중 이전역 출발 직후 기관사가 

진입역 승강장 CCTV영상을 열차의 차상 모니터로 

육안 확인할 수 있는 대열차공간화상 서비스를 

LTE-R에서 제공하는 등 열차 안전운행 및 기관사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02)772-7212〕

서울시, 성산대교 남단 전면개통…

2025년 성능개선공사 마무리

 서울시는 노후화된 성산대교를 보수·보강하기 

위해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를 지난해 11월에 

완료한데 이어 남단 성능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전면 개통했다. 

 성산대교 남단의 접속교(L=317m)와 램프 4개소

(L=650m), 접속육교(L=45m) 등이 보수·보강되었다.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연장 1,455m, 폭 27m로 

내부순환도로(마포구 망원동)와 서부간선도로(영등포구 

양평동)를 잇는 한강에서 통행량이 일일교통량 

16만대 이상으로 20만대 이상인 한남대교 다음

으로 일일교통량이 많은 한강의 주요 교량이다.

21) LTE-R(Long Term Evolution–Railway): “LTE 기반 철도무선
통신망” 으로서 종합관제실, 열차승무원, 역무원, 유지보수
요원 등 상호 간 음성 뿐만 아니라 데이터, 영상 등의 통신이 
가능한 열차무선시스템

 2017년 3월에 착수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는 

성산대교의 많은 교통량을 감안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단→남단→본교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2020년 11월 완료된 성산대교 북단 성능

개선공사는 접속교(L=212m)와 램프 2개소(L=100m)를 

철거하고 교량 상부의 슬래브가 전면 교체 완료

되었다.

 마지막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는 2021년 

4월부터 시작되며, 임시가교를 설치하고 차량을 

우회하고, 성산대교 본교 880m의 구조물 보수·

보강은 물론 교량 상부 슬래브(Slab)를 2025년 

12월까지 교체한다.  

 성산대교는 총 중량 32.4ton까지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2등교(DB-18)에서 총 중량 43.2ton까지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 1등교(DB-24)로 성능이 

개선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67〕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02)2133-1943〕

서울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확정…도심·강북권 첫 MICE 시설

 13년 여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로7017과 염천교

수제화거리 사이 연면적 약 35만㎡가 대변화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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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자재·물류창고 등으로 일부만 사용되고 

사실상 공터로 방치 중인 유휴철도부지에 오는 

2026년 최고 40층 높이, 5개동의 전시·호텔·판매·

업무·주거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특히 국제회의 

수준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갖춘 MICE(컨벤션) 

시설이 도심·강북권 최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토지소유자 코레일, 사업자 한화 컨소

시엄과 약 10개월(2020.4.∼2021.2.)에 걸친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및 

건축인허가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

 개발계획은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

상업지역), 용적률 체계(상한용적률 800%이하), 건축물 

용도(MICE·업무·판매·숙박 등) 및 높이(120m, 완화시 150m),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을 통해 국가

중앙역이자 유라시아 철도 시대 국제관문으로서의 

서울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이 일대 추진 

중인 ‘서울역 일대 도지재생활성화사업’과도 연계

해 노후된 지역을 재생해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심·강북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MICE(컨벤션) 

시설은 연면적 24,403㎡ 이상 규모다. 2천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1개, 3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중·소회의실 15개, 2천㎡ 규모의 전시실, 연회장 

등을 갖춘 국제회의수준의 시설22)로 조성된다.

 그동안 코엑스(COEX), 세텍(SETEC) 같은 컨벤션

시설은 주로 강남지역에 편중돼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2) 국제회의수준의 시설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2천㎡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MICE 시설과 함께 호텔, 판매‧업무시설도 연면적 

50% 이상 들어선다. 700세대의 오피스텔도 연면적 

30% 이내로 조성된다. 

 시는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 약 2,200억 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서울로7017과 북부역세권, 북부역세권과 서울역

광장·서소문역사공원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새롭게 

만들어 지역단절을 해소한다. 또 도시재생지역 

내 5,880㎡ 규모의 청파공원을 조성해 도시재생 

시너지 효과를 낸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은 2008년부터 사업이 

논의됐지만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등 10년 넘게 

표류 중이었다. 시는 지난 2018년 개발 물꼬를 

트기 위해 개발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코레일에 

제시했다. 작년 4월 코레일과 한화 측이 사전협상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협상 논의가 재개

되었다.

  ○ 서울시는 지난 '08년 코레일, 문화체육관

광부와 함께 ‘서울역 북부역세권 기본구상안’에 

대해 공동발표를 한 바 있다.

 이번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최종안은 

작년 4월부터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협상조정협

의회’의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됐다. 공공

-민간-외부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

에선 도입용도·건축물 높이·공공기여 등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공공성 확보를 우선으로 계획

안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인허가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이르면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된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02)2133-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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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

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 또한 복합

자재 및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

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1)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나.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1)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

하여 평가하도록 내·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등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다. 열방출량 시험 시 수축률 평가기준 도입  

(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1) 시험체의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성능을 정량적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체의 수축률 평가

기준을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활성화를 위해 BRT의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20.10.20. 공포)

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 지원(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1)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체계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분담률 

제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

 2) 또한 국비 지원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 됨

(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보조하여야 한다→보조할 수 있다.)

나. BRT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조항 수정    

(안 제32조제2항제3호 개정)

 1)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29조 삭제, 제31조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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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정은 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82호, 2020.12.8. 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보상범위의 확대 대상을 정하고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의 

규정(안 제28조)

 1) 보존조치 된 토지 외에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그 잔여지, 보존조치 된 토지의 농작물로 그 

대상을 확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042)481-494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절기 안전검사시 물이용 놀이기구의 일부 

검사항목 유보(안 제7조, 제8조)

 1)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검사시 물을 채워서 검사

하는 항목(물순환시설)은 동파 발생 및 바닥 

결빙우려가 있어 검사를 최대 3개월 유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보완(안 제8조)

 1) 현행 규정의 검사유효기간(잔여일 1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유효기간 산정 기산일을 

안전검사 합격일로 명확하게 규정

다.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1)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시스템에 변동사항을 

반영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항목 추가 규정
(안 제11조의3)

 1)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등을 추가하여 규정

마.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벌칙·과태료 

결과 추가(안 제12조의2)

 1) 안전검사, 의무보험 등 시스템을 통한 보고

사항에 벌칙·과태료 관련 항목 추가 규정

바. 중대한 사고 세부규정 중 출혈의 의미 명확화
(안 제14조)

 1) 중대사고 세부 규정 중 의미가 모호한 ‘출혈이 

심한 경우’를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

사.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중대한 사고 보고 강화
(안 제14조의2)

 1) 관리감독기관이 관리주체에게 통보받은 중대

사고를 행정안전부에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보고기간을 설정

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장소 

확대(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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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유아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장소로 추가하여 규정

자. 관리주체의 자료제출 항목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목 추가(안 별표 8)

 1) 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 등 관리주체가 관리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강화

차.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 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9)

 1) 개별법령 간 동일 유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유사하도록 조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되고,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교육의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1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 추가
(안 제20조제3호)

 1)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으로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 

이수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안전교육 대상자를 

정하는 현행규정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함

나. 시 도지사의 권한위임규정 정비          
(안 제21조제7호의2, 제7호의3, 제11호)

 1) 제조소 등의 사용중지신고 수리권한, 사용중지 

후 재개 신고의 수리권한, 안전조치 이행명령권, 

제출된 정기점검결과의 수리권한을 시·도지사

로부터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가중요건 정비        
(안 별표 9 제1호다목)

 1)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의 가중처분 시 과거 과태료 

처분 이력의 포함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등 정비(안 별표 9 제2호)

 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되고, 과태료 부과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그 상향 비율에 비례하여 해당 금액을 조정

하고, 새로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함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은 법률 제정(2020.6.9. 공포, 2021.6.10. 시행)

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

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10조)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재

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으로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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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과위원회는 역사문화권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역사문화ㆍ

문화재·도시계획·토목·경관·지역개발·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기본계획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제12조)

 1)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11조)

 2)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8조)

 1)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안 제13조)

 2)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3) 정비구역이 지정·변경·해제된 경우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

 4)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 신청 절차,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제한 내용, 기 착수사업의 

신고 절차,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6조∼제18조)

라. 시행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의 고시, 시행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제22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19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계획의 내용을 명시함
(안 제20조)

 3) 시행계획의 고시 방법을 명시함(안 제21조)

 4)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마.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고려할 사항,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제30조)

 1) 사업시행자 중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

하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한 기관으로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함(안 제23조)

 2) 이 법에 따른 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령을 한 경우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30조)

바.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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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사. 실시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실시계획의 

내용,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실시계획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제29조)

 1)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5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제시함
(안 제26조)

 3) 실시계획의 고시 방법을 명시함(안 제27조)

 4)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5) 실시계획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

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에 관한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회 절차를 명시함(안 제29조)

아. 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특별회계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2조 ∼ 제33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따른 수입금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문화재 관람료 등 

문화재 활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함(안 제32조)

 2)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용도는 역사문화권 보존·

정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함(안 제33조)

차.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4조)

 1)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 범위,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카.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

 1)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

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두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파.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6조)

 1) 이 법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시함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042)481-310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성능평가 

업무의 부실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을 대행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

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 안전

진단전문기관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458호, 2020.6.9. 공포,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정밀진단 성능평가 실시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밀진단의 최초실시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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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안 제28조, 제31조)

 1)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교육요건을 포함함에 따라, 정밀진단·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진단·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나. 하도급의 제한(안 제34조의2 신설)

 1)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하도급을 제한

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파괴검사·토질시험·로봇이 

필요한 외관조사 등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

기술을 규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10일이내 시·도에 신고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안 제34조의3, 제34조의4 신설)

 1) 정밀진단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에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상호·대표자·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

사항을 정함

라.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위탁 
(안 제34조의5 신설)

 1)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를 평가하여 부실한 

경우 수정 보완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의 평가에 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하도록 함

마. 과태료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6 개정)

 1)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양도·양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을 부과하고, 결과평가의 

수정·보완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하도급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을 부과토록 함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자에게 여객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여객에게 안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으로 철도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안내방법과 안내시기 등을 정하고 또한, 철도차량의 

선로위치 변경, 연결, 분리 등을 통해 화물열차를 

조성하는 입환작업이 종래는 기관사가 열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사망사고를 

비롯한 직무사고가 발생하여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해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의 원격제어 

입환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한 

기관차를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가 그 기관차를 

원격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이에 대한 

실무수습 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적성검사에 

신형검사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

규칙에는 구형검사에 따른 검사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용어의 쓰임과 해석 등에서 혼동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던 바,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 

시 세부적인 안내시기·방법 등을 정함(안 제80조의2)

 1)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에서 안내하는 경우에는 

열차 출발 전 또는 운행 중에 영상 또는 음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 내부에 

게시물의 형태로 안내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2) 철도는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다양한 운행

방식, 열차유형 등이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안내횟수, 안내시기, 안내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다양한 

운행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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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장비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에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동력차 포함시킴(안 별표1의2)

다. 적성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 개정
(안 별표5)

 1)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과 관련한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
기준 가운데 장비기준을 신형 적성검사에 맞게 
개정함

마. 무선제어 입환동력차 실무수습기준 추가 및 일부 
오류수정(안 별표11)

 1) 철도장비 운전면허 실무수습 교육시간에 무선
입환 동력차의 경우는 20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부 오류사항을 수정

바. 운전업무종사자의 불합격기준 중 불필요 기준 
삭제(안 별표13)

 1)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자에 
대한 특별검사 불합격기준 중 불필요한 “품성
검사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을 삭제

사.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삭제   
(안 제76조의2)

 1) 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조문을 삭제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제출서식을 신설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변경등록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을 정하고 설계도서 
검토결과 시정·보완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미지급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또한, 신기술 지정 신청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신기술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
심사 수수료를 정부인증 신기술·신제품의 공통 
운영 규정인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의 수수료 
상한액으로 조정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5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제한을 5년 이내에 3회 
위반한 경우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하도록 한 
규정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를 추가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조성하는 한편, 긴급한 
재해복구와 사고예방을 위해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 등 전염병 발생 시 건설업 의무교육을 
유예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
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과 (044)201-35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하는 사업자의 공급의무비용 회수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의 공급의무비용 회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

하게 정비(제18조의11)

 1) 공급의무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주체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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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업자”에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517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로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하고 대체 결격사유를 두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08호, 2021.1.26. 공포, 

2021.7.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하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대체 결격 사유     

(안 제12조의2 신설)

 1)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대체 
결격사유로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 등 다양화
(안 제28조 및 별표11의2)

 1)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를 문화재수리에 종사
하는 수리기술자로 하고, 교육시간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며,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원격교육, 자율교육으로 
세분화함

다.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등록 요건 일부 완화
(안 별표7)

 1) 문화재수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겸유
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중 사무실을 서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5〕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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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2공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적격심의

○ 설계평가회의
  - 일    시 : 2021.2.24.(수) 14:00~17:30
  - 장    소 : 본관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입찰업체 답변서 및 조치계획서 검토
    ∙ 보충·추가 질문 및 진위여부 심의
    ∙ 기술제안별 적격여부 심의 의결
    ∙ 설계평가 및 평가사유서 작성
    ∙ 심의결과 발표(적격여부, 종합점수)
○ 심의결과

입찰업체 설계
적격여부

종합
평가점수 비고

현대건설 컨소시엄 적격 90.05

■ 제21차 응봉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배수펌프 외에 흡수조의 잔류수 배수를 위한 

지배수펌프에 대해 추가 조사하여 확인·검토

할 것

○ 기초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고 안전성 검토 

실시할 것

○ 주요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보강 공법 선정은 

구조물의 현장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건설

신기술을 포함하여 내구성이 검증된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기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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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차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설계심의

○ 지하1층 차량용 차단기를 주차램프와 충분히 

이격(평탄구간 5m이상 확보)하여 설치하고, 

부설주차장만을 이용하는 차량의 회차동선 

그리고 지하2,3층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해서 회차동선 및 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지상1층 도서미디어센터 내부에서 북서측 데크

공간으로 휠체어이용자의 접근 동선을 확보

하고, 지상2층 민원실 전면의 대기홀 공간을 

좀 더 확대하기 바람

○ 지하3층 창고2, 창고4 옆 주차램프 경사면 

하부, 벽체 Open하여 유지관리 보수용 자재

(화장실 타일, 실내 바닥재 등) 보관창고로 

활용 검토바람

○ 지하3층 주차 램프 끝부분 경사면과 평면 바닥에 

건조수축 균열 유도용 재료분리대(예: 스테인

리스 등) 설치바람

○ 지하3층 계단실, 홀 등 THK45 배수판 위 

THK120 PF보드 단열재 깔기를 비드형 또는 

압출형 단열재 (예, 스티로폼, 네오폴, 아이소

핑크 등)로 변경 검토바람

■ 제25차 숯내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내구성 조사

   - 콘크리트 강도시험 분석 시 초음파속도 및 

반발경도 값은 최소값을 적용하여 재검토

하기 바람

○ 안전성 평가

   - 금차 정밀안전진단과 초기 점검 시 시행한 

재하시험결과 충격계수, 고유진동수 등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유지관리방안

   - 숯내교는 중차량 운행이 많은 교량이므로 

신축이음부(후타재 등)에 대한 특별 관리 

필요

   - 보도부 체수구간과 합성형 거더 상부 균열 

발생 구간은 중점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기 바람

■ 제26차 가리봉철도고가 정밀안전진단심의

○ 총괄

   - 가리봉철도고가는 안전을 위해서 보수·보강 

등 긴급 조치 시행 필요

     성능개선의 경우 현실적으로 5년 이상 소요

될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수·보강 조치하고 성능개선 추진 필요

   - 가리봉철도고가는 철도 운행 구간을 횡단

하고 중차량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성능개선(DB18 → DB24, 내진성능

확보 등) 필요

   - 성능개선 추진과 보수·보강 순위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처리 필요

   - 향후 체계적으로 관찰·관리될 수 있도록 

금번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수·보강 방안

   - 텐던 파단부 거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임시서포트 추가 설치 여부 검토 필요

   - 외부 텐던 시공은 바닥판 두께 상이,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정착부 위치 선정의 어려움, 

텐던 과긴장의 우려 등이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 후 적용 필요

   - 기존 포장 치환과 같은 방법으로 강성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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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시 자중 증가, 균열 등 하자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적용 필요

○ 안전성 평가

   - 스틸박스 구간은 현재 및 추후 진단 시 거더부의 

처짐 발생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위해 종단 

선형 및 캠버량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 내구성 조사

   - 향후 점검·진단 시 연계성 확보를 위해 재료

시험 및 재하시험, 처짐량 등의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위치를 선정하여 범용적인 측정 

장비로 측정하기 바람

■ 제29차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공사 

공기적정성심의

○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공사 공기적정성 

검토결과,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해 표준공기 산정기간 산정 시 설비구성이 

유사한 500㎿급 발전소 건설공사의 건설공기 

실적을 활용하여 통상적인 발전소 표준공기 

실적을 반영한 것은 적정함

○ 다만 공사규모 및 성격, 작업여건 등을 고려

할 때 산정기준 이외의 세부 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무리하게 공기가 산정되었으므로 

공기부족, 안전사고·부실시공, 설계변경 증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토목공사(토공, 기초공 등)의 소요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정공정표상 

우기, 동절기 등을 피하여 공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예정공정표에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Milestone 

(중간관리일)과 우기(7∼8월)의 공정 마찰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

■ 제30차 서울시민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심의

○ 현재 계획대상지가 지닌 서울시 광역생태네트

워크상의 역할 분석결과와 결부하여 제반여건이 

분석될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으로 인해 생태계, 자연경관, 생태축, 하천 

등 각종 환경요소에 미칠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대안설정의 중요검토항목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

○ 체육시설 조성 시 불투수포장 등의 증가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대응방안 등을 

추가할 것

○ 사람의 이용 증대에 따른 인프라(보행로, 도로 

등) 확보 방안과 이용 증대 시 폐기물 배출 

처리 방향을 제시할 것

■ 제31차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모니터링 및 

유출지하수 관리계획 용역발주심의

○ 지하유출수 활용을 위한 공급처(수요처)의 조사를 

통한 수요처의 수질 요구조건에 맞는 시설계획이 

필요하며 별도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하유출수의 수질현황을 조사, 분석할 것

○ 우기 시 지하수처리 현황조사 및 기왕의 강우

(2020년)에 의한 분석과 검보정 과업 추가할 것

○ 갈수기, 평수기, 홍수기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수질과 양을 조사하고 그 수질에 따라 처리·

이용 방안을 수립할 것

○ 서남물재생센터 처리 여유량에 대하여 계절별로 

조사하고 잔류량을 보내 처리할 경우 보내는 

양과 수질에 따라 물재생센터의 수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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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차 비우당교 및 성북천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총괄

   - 기존 및 추가 제시된 검토 의견들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기 바람

○ 외관조사

   - 성북천교 우측 연석의 높이가 낮고, 연성 

방호울타리로 차량 추락방지 강성 확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기준 

재검토 필요

○ 내구성 조사

   - 미세균열 등으로 신뢰성을 낮게 판단하여 

초음파 전달속도 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조사를 평가에 제외하였는데 전차와 비교를 

위해 재검토하기 바람

○ 안전성 평가

   - 비우당교 보도부 진동발생에 따른 보행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진동제어 대책 필요

   - 시설물 상태 평가 시 가중치 기준 및 전차 

결과에는 바닥판, 거더, 2차 부재 3가지로 

상부구조 상태를 평가하였는데, 금차 평가 시 

바닥판과 2차 부재를 같이 평가하여 비교·

분석이 모호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유지관리 방안

   - 향후 진단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공용기간 

동안 세부지침, 현장실측치 등을 보고서에 

비교·분석하여 상세히 수록하기 바람

○ 기타사항

   - 비우당교 및 성북천교는 특수교량이므로 

교량 내하력 등의 평가를 위해 향후 진단 

시에도 재하시험 등 선택 과업을 순연하는 

것을 재검토하기 바람

■ 제33차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신축공사 설계심의

○ 옥탑지붕 일체형(BIPV) 태양광 발전설비는 유지

관리 및 가격대비 에너지효율 저하 우려가 있으

므로 다른 에너지원과 겸용을 검토할 것

○ 지하층 옹벽 설계 시 공내 지하수위인지 지반 내 

지하수위인지 확인할 것

○ 지하1층 기계실 출입구 부위 주차문 개폐 시 

차량파손이 우려되므로 삭제할 것

○ 지상1층에 설치되어 있는 연결송수구 설치위치를 

차량진입이 용이한 장소로 검토할 것

○ 지하주차장 CCTV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각도를 검토할 것

○ A-A단면(좌측) Kiker Block 적용구간 위치의 

지반조사가 미시행되어 지층을 추정하여 설계

하였는바, 확인조사를 수행하여 안전성 확보바람

○ 지상주차장과 주출입구 사이에 볼라드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

■ 제34차 장승배기로 주변 도로구조개선 외 1개소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 유료도로가 아니므로 경제성 분석 중 재무성 

분석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과업내용 중 사업타당성, 교통영향평가, 수요 

추정 등은 유사한 내용들로 용어 재정리 및 

과업의 흐름을 고려한 내용 재배치 필요

○ 장승배기로의 경우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서부선 공사시기를 고려하여 추진

시기 결정 필요

○ 지장물, 문화재 조사 및 공사수행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은 설계단계

에서 검토하는 항목으로 본 과업범위를 넘어

서는 내용 조정 필요

○ 비용항목 중 공사비보다는 보상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근거 및 추정자료를 제시하도록 명시



- 36 -

■ 제35차 금천고가차도 및 범안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 외 2개소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 동일 지역이 아닌 세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의 

용역이 함께 발주됨에 따라 각 사업별 검토

대상 항목들이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남부순환로 국립항공박물관 진출입로 개설’의 

경우 박물관 방문자수와 남부순환로 도로

소통환경 등의 영향조사가 필요하고, 통행

시간 절감, 효율성 증진 등을 중심으로 검토 필요

   - ‘구로IC 도로구조개선’은 상충지점 최소화 

및 안전성 증진, ‘금천고가차로 및 범안로 

교통체계개선’은 혼잡완화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 수행 필요

○ 과업내용 중 사업타당성, 교통영향평가, 수요 

추정 등은 유사한 내용들로 용어 재정리 및 

과업의 흐름을 고려한 내용 재배치 필요

○ 유료도로가 아니므로 경제성 분석 중 재무성 

분석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장물, 문화재 조사 및 공사수행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은 설계단계

에서 검토하는 항목으로 본 과업범위를 넘어

서는 내용 조정 필요

○ 비용항목 중 공사비보다는 보상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근거 및 추정자료를 제시하도록 명시

■ 제36차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본 용역은 녹번천 복개철거 후 복원사업으로 

발주기관 제공 자료에 기존 녹번천 복개구조물

관련 준공도면 또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보고서에 대한 언급 필요

   - 도면 등 자료제공이 곤란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과업내용에 포함할 것

○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시 보행량, 자전거통행량, 

보행·자전거 시설 및 동선 현황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 자전거교통

대책을 포함할 것

○ 국지적인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도심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후 우기 시 

단계별 재해안전대책(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

■ 제37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실시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심의

○ 본 용역은 복합공종으로 공동도급 구성 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토목, 철도, 토질·지질,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제약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가 제한되는지 검토 필요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중첩도 평가 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3개 이상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토록 

하였으나 과도한 제약으로 판단되는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사업에 한정하여 중첩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참여기술인의 세부평가항목에서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인의 점수가 

동일하게 배분되었으나, 평가대상이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1명이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8명이므로 점수배분을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에게 좀 더 부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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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차 봉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교량분야 정밀안전진단 기준 정립(발주부서)

   - 내진성능평가 대상, 주기, 적용 기준 등

   - 이론 및 실측 고유진동수의 분석을 위한 

제반 조건 등

○ 보수·보강 방안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리개선 등 봉은교 인근 

계획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보수·보강 범위 

및 시기 조정 필요

○ 유지관리방안

   - S3 바닥판의 백태 및 박리제 얼룩이 다수 

발생한 부분은 중점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안전성 평가

   - 향후 진단 시행 시에는 이론 및 실측 고유

진동수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가속도 센서 등 

추가 설치 여부 검토

■ 제39차 장월교 개축공사 설계심의

○ 계획성

   - 시공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강결아치교로 교량 형식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기 바람

○ 안전성

   - 공사용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겹치는 구간은 

안전시설물 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유지관리성

   - 아치교 강결부분의 정밀 시공 및 품질·유지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설계

도서에 철저히 명기하기 바람

   - 추가 검토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제40차 증산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공사 설계심의

○ 바닥마감(외부&내부)은 기본적으로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
하고, 바닥석재마감 부분은 ‘혼드400이하’로 
시공할 것(PVC타일계는 C.S.RO 4이상)

○ 대중교통이나 주변부에서 공동주택 주출입구
까지의 접근로상의 점자블록이나 보행약자의 
안전한 접근로 확보할 것

○ 고중량 기계설비(ex. 수조, 탱크, 실외기 등)는 
거주자의 안전, 기기 손상방지, 지진 후 정상
운전을 위해 내진설계 반영 권장

○ 인공지반 조성 시 방근시트와 투수시트가 플랜터 
벽체 조경토 채움선까지 마감될 수 있도록 
도면표기 수정할 것

○ 지하1층 구조물 시공 시 현장재하시험(PBT)을 
실시하여 현장지지력 검토 후 시공할 것

○ 복도에서 접근 가능한 조경공간과 인접하여 
발코니가 설치된 세대에 대하여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외부인 출입 등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조치 할 것

■ 제41차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립공사 설계심의

○ 본 구조물은 특수구조 건축물(3.0m 이상 캔틸
레버)이면서 16m의 장스팬보, 11.4m의 장주, 
Flat plate 슬래브 등 보와 기둥의 개수가 
각각 500개, 50개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골조
시공에 있어서 정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바, 
원구조설계자의 공사 중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도서관, 스포츠센터, 다목적 강당, 수영장 등에 
공급하는 공기조화기 공기는 리턴공기 중의 
미세먼지 포집 및 세균, 바이러스 살균 성능을 
갖춘 공기조화기 장비를 반영하여 공조 공간 
거주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대를 검토하기 바람

○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료전지 설비용도(최대
전력제어용 /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용 예비
전원 / 계통연계)를 설계도서에 명확하게 제시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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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연료전지)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하여 상태감시와 
계측장치 등을 전력제어설비 D/A 포인트에 
추가하기 바람

○ 제연용 댐퍼는 기밀성 확보를 위해 에어타이트
댐퍼를 사용하고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해 기동 
및 복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기계설비도면에도 반영할 것)

■ 제42차 염창1호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금회 진단에서 조사된 제원 및 철근조사 결과는 
향후 점검 및 진단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도면화 할 것

○ 보수·보강 물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손상
(조작대 박리·박락, 벽체 들뜸·탈락 등)에 대해
서도 조치하여 국소적인 보수보다는 전반적인 
외관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 배수암거가 올림픽도로 하부를 관통하는 구조물
이므로 연결부의 부등침하 또는 균열 등에 
의한 누수나 토사 유입 여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구조물 점검주기 및 방안 등을 제시할 것

■ 제43차 월곡 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용역발주심의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등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녹색건축물 인증’은 최우수
(그린 1등급)를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16. 시행)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개정되었으니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출토록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 바람(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 토목분야 ‘(4) 하수도계획’의 지선·간선관거의 
강우강도 공식은 변경된 최신 기준 적용 바람

   - 강우강도 공식은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서 적용한 공식 사용(지선관거 확률

년수 10년, 간선관거 확률년수 30년)

○ 전기분야 ‘① 수변전설비’ 내용 중 다음 사항 
추가 바람

   -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대책(다음 시설 포함)을 
조사·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검토·계획한다.(비 구조분야 및 소방전기설비 등)

○ 기본설계 조경분야에 아래 내용 추가 바람

   - 조경용 야간조명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의 용도지역별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용하여 설계한다.

■ 제44차 당인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교량 상태관리 (발주부서)

   - 교량하부 일부 구간은 산책로 및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안전 및 상태관리 측면
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유지관리방안

   - 교량 받침은 이동 여유량 부족 및 기울음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구조적인 검토 
방안, 특정 위치 측정치 기록 등 향후 비교 
검토가 가능토록 보완할 것

   - 교량 거더 균열 관련 원인을 시공초기 건조
수축균열로 국한하기 어려우므로 교량 형식 
등 구조적인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수록할 것

○ 보수·보강 방안

   - 비배수형 신축이음장치로 설치 시 근본적으로 
누수를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유도 배수 방안을 
검토할 것

■ 제46차 벚꽃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심의

○ 교통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교통수요예측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적정 차로 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호체계 운영방안과 함께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운영 방안 등 검토 필요

○ 교통현황조사 및 용량분석 과업과 관련하여 
‘교통특성조사에 필요한 평일 및 주말 등 요일별 
교통특성 조사·분석’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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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시 주변 건물, 도로, 담장 등에 대한 
시설물 균열 등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정리
하고 향후 민원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고

○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 교통소통 및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 및 안전 
측면에서의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을 수립
하고 시행 전·후 효과분석 포함

○ 설계 시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도
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2)’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등 최신 개정기준 적용

■ 제47차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설계심의

○ 화재 등 피난 시 자동문 고장 시 계단실 접근이 
어려우므로 지상층 엘리베이터 앞 자동문 설치를 
지양하고 건축주 요구사항일 경우 설비계획을 
보완할 것

○ 지하2층 평면도

   - 집수정 설치 위치 지정

   - 간이정화조 이중문 설치 검토(악취방지)

   - 주차장에 누락된 트렌치를 설치하고 출입구
에는 커버트렌치 설치 검토

○ 굴착 바닥에서 지하수위가 4m 이내이고 CIP
공법을 계획하였으므로 차수공이 과다 설계
되었는바 재검토할 것

○ 플랜터 A(L-209) 내부 배수방법(수직 or 수평) 
및 배수구 위치

   - 하단부 토양유실 방지 필요

   - 최하단부 플랜터 배수구에 오픈트렌치 설치
하여 토목집수정까지 배수유도 필요

○ 건물 존치기간 동안 유지비용을 고려하여 저압
수전으로 재검토

■ 제48차 서울교통공사 3호선 무악재∼독립문역 
등 13개 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종로3가∼을지로3가역 구간 라이닝 파단 발생과 
같은 문제에 대해 근본적 원인규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현상해소를 위한 보수방안만을 제시

하고 있어, 위 구간과 같은 비배수터널 구간
(경복궁∼을지로3가역 구간)에 대한 관리방안 
및 항구적 대책이 미흡한 바, 서울교통공사는 
향후 추가적인 심층 분석 및 연구를 통해 별도의 
근본적 대책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갈수기와 홍수기 대비 지하수위가 2∼3m 차이가 
있음에도 터널 안전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므로 
파단구간만이 아닌 단선구간 난형단면에 대한 
안전성 검토 필요

■ 제49차 잠실한강공원 자연형물놀이장 조성공사 
설계심의

○ 자전거도로로 인한 한강수면의 경관 연계성 및 
원더풀(인피니티월) 주변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검토할 것

○ 방수층 시공, 콩자갈 포장 및 수도관 매설 지역 
다짐 등 시공 상의 유의사항을 명시할 것

○ 물놀이시설의 법적 수질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

○ 변압기 용량 계산서의 수용율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연못의 수질관리, 벽천의 기계설비 등 지속적인 
기능유지가 가능하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유지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

○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하여 공원등 포스트에 비상벨 
설치를 검토할 것

■ 제50차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공원 인근도로 개선사업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보도공사 설계지도 점검(보행정책과)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설계용역 준공 3개월 전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업내용 보완

○ 폭 8m 이하의 이면도로는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조례’를 준수하여 투수포장으로 
설계할 것

○ 공사시방서 작성과 관련하여 블록 포장 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및 ‘차도용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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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작성 필요

○ 포장 설계와 관련하여 도로의 미끄럼 저항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공, 관리 등 지속성을 
포함하여 설계 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제51차 강일육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처짐 등 손상발생 원인 분석

   - 주변 공사 및 환경에 따른 거더 처짐 발생 
추이, 교대 신축이음 단차 등의 원인 추가 
검토 필요

   - 주변 택지개발 등에 따른 중차량 통행 영
향 검토 필요

   - 기존 정밀안전점검보고서(2010년 이후) 내 
거더 처짐 등 손상발생 현황을 연차별로 
검토하기 바람

○ 외관조사

   - 보고서 및 도면 내 하남선 선형을 표기하
기 바람

○ 유지관리 방안

   - 향후 계측 등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 제54차 북악산 한양도성 남측 확대 개방사업 
설계심의

○ 산책로 폭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되 과도
하게 넓히지 말 것

○ 계단 참 구간을 적절히 배치하여 이용객 휴식
공간을 마련할 것

○ 계단 설치 후 사면이 발생하여 토사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사면녹화계획을 추가할 것

○ 삼청공원과 연결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할 것

   - 시야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시공할 것

2021년 3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1차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45건을 제안하여 138건 채택 

(채택률 95.2%)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74,665백만 원에서 32,161백만 원 

절감 (절감률 18.4%)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8.4% 7.0% 30.5%

○ 주요대안내용

  - 계획성 향상

    ∙ 호안경사 조정(제방측으로 후퇴)

      ⇒ 유수단면적 증대로 수리적으로 유리하며 

자연성 회복에도 유리 (감액 12,002

백만 원)

  - 민원환경성 향상

    ∙ 발파석 운반차량을 24톤으로 변경

      ⇒ 운반차량 대형화로 운반 횟수 감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 (감액 327백만 원)

  - 치수 및 구조환경성 향상

    ∙ 낙차공의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덮기공 규모 보강

      ⇒ 홍수 시 안전성이 확보되며,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공사비 절감 (감액 402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터널구조물 동선 조정 및 불필요 구조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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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구조물 삭제에 따른 보행동선 

단순화로 이용자 편의성 향상 (감액 

2,702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탄천 내 가물막이 미적용

      ⇒ 탄천주차장을 활용한 시공계획으로 가물

막이 설치 구간 축소가 가능해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감액 2,131백만 원)

  - 자연환경성 향상

    ∙ 하중도 규모 축소

      ⇒ 저수로폭 확대로 자연스러운 퇴적이 

가능하여 생태 환경에 유리 (감액 

329백만 원)

■ 제2차 구로구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신축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16건을 제안하여 100건 채택 

(채택률 86.2%)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5,097백만 원에서 982백만 원 

절감 (절감률 6.5%)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6.5% 24.5% 33.4%

○ 주요대안내용

  - 유지관리성 향상

    ∙ 5층 북카페 공간에 자동문 2개소 설치

      ⇒ 시설이용편의성 증대 및 에너지성능 

확보 (증액 11백만 원)

  - 경제성 향상

    ∙ 지하수위가 굴착면 하부에 위치하므로 상부 

차수공법 일부 삭제

      ⇒ SGR Grouting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감액 225백만 원)

  - 이용편의성 향상

    ∙ 저수조 정수위 조절변 장치를 기계실로 

위치 변경

      ⇒ 유지관리 용이 (금액변동 없음)

■ 제4차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33건을 제안하여 26건 채택 

(채택률 78.8%)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79,440백만 원에서 1,041백만 원 

절감 (절감률 1.3%)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3% 19.5% 21.1%

○ 주요대안내용

  - 가치혁신성 향상

    ∙ 보 및 기둥 등 배근 직경을 층별 차등 

배근

      ⇒ 전층 동일 배근(D29)을 층별 최적화 

배근으로 적용하여 철근량 등 절감 

(감액 684백만 원)

  - 성능강조성 향상

    ∙ 인력선별기(컨베이어벨트) 비상 스톱스위치 

추가 (증액 1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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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치혁신성 향상

    ∙ 수전선로 인입부 위치 변경 (감액 22백만 원)

■ 제5차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82건을 제안하여 74건 채택 

(채택률 90.2%)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615,800백만 원에서 20,697백만 원 

절감 (절감률 3.4%)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3.4% 23.4% 27.8%

○ 주요대안내용

  - 경제성 향상

    ∙ 흙막이 설치 구간 중 단면 H, J, M, Q 

구간은 상단 OPEN CUT을 적용하여 흙막이 

적용 최소화 (감액 6,569백만 원)

  - 경제성 향상

    ∙ 슬래브를 거푸집에서 데크로 변경 (감액 

2,843백만 원)

  - 경제성 향상

    ∙ 이용자에게 편리하면서 경제적인 포장재로 

변경하여 안전성 확보 (감액 676백만 원)

■ 제6차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66건을 제안하여 53건 채택 

(채택률 80.3%)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98,232백만 원에서 3,277백만 원 

절감 (절감률 3.3%)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3.3% 6.4% 10.0%

○ 주요대안내용

  - 유지관리성 향상

    ∙ 기존 가로등을 공사 중 임시 가로등으로 

사용 (감액 2,199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구일고가교 철거 시 암파쇄시설 변경

      ⇒ 암파쇄 방호시설을 이동식 가설방음벽 + 

방진막 사용으로 절감(감액 296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자립식 가시설 적용구간 목재 토류판을 

강재 토류판으로 변경(증액 26백만 원)

  - 편의성 향상

    ∙ 이면도로 연결 녹지 내 보도확보(증액 

16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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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매트를 이용한

중력식 항만구조물의 저면 마찰력 증대 공법 (제905호)
(보호기간 :  2020. 10. 22. ～ 2028. 10. 2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마찰계수 0.75 이상, 압축 및 휨강도 2N/㎟ 이상, 휨변형량 3㎜ 이상, 비중 2.2 이상을 

충족하는 아스팔트 매트 혼합물을 배합하고 가열하여 단위중량이 2.2Ton/㎥이상의 판상형(두께 8∼10㎝)

으로 제작하여, 인양용 연결철물과 보강재를 매립하여 제작하고 인양 시에는 인양철물과 인양

고리를 이용하며, 설치 후에는 인양고리를 제거하고 앙카철물로 대체하여 중력식 구조물과 일체화

시켜 사석마운드와의 저면 마찰계수를 증대시키는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은 중력식 항만 구조물에 적용되는 마찰계수인 콘크리트와 사석 0.6, 콘크리트와 콘크

리트 0.5를 아스팔트 매트를 적용하여 마찰계수를 0.75로 증대시키는 공법이다.

구분 케이슨 콘크리트블록

개념도

시공

순서

매트설치 이음부 접합 구조물 시공 구조물 설치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발주자 시공규모 기간 위치 특징(적용구간)

국방시설본부 1,618㎡ 2019.3. ∼ 2019.6. 진해항 케이슨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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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활동의 안정검토 마찰계수(μ) 기준-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설

Fs = μ x ∑V ÷ ∑H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0.5

콘크리트와 사석 0.6

마찰증대용 매트와 사석 0.75

 방파제나 호안에 적용하는 중력식 구조물(케이슨, 콘크리트 블록)에 작용하는 전도나 사석마운드의 

안정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활동에 대한 마찰계수를 0.75까지 증가시켜서 연직력(∑V)의 감소가 

가능하여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이며, 최근에 지진계수의 증가로 활동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에서 적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에서 요구되는 기준값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였으며, 아스팔트 매트의 

인양 및 설치 시에 요구되는 인발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 따라 

안전계수를 4 이상 확보하고, 앙카철물의 길이 조정으로  아스팔트 매트의 손상 방지와 시공 

안전을 확보하였다.

품질기준항목 단위
설계기준

시험결과 비고
국내 기준 일본 기준

마찰계수 0.75 이상 0.75 이상 0.782 ∼1.12
콘크리트+아스팔트 매트

사석+ 아스팔트 매트

비중 2.2 이상 2.2 이상 2.43

압축강도 N/㎟ 2.0 이상 2.0 이상 2.41

휨 강도 N/㎟ 2.0 이상 2.0 이상 2.69

휨 량 ㎜ 3.0 이상 3.0 이상 3.7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내진 등급의 상향으로 활동에 의한 구조물 단면 증대가 불가피한데, 이 신기술은 마찰력 증대로 

구조물 폭을 축소시켜도 소정의 안전율 확보로 획기적인 경제적 설계가 가능하며, 마찰계수가 

설계 기준값 이상으로 확보되어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스팔트를 항만공사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어 세굴

방지 매트, 흡출방지 매트 및 샌드 매스틱(sand mastic)과 같은 공법의 도입을 촉진시키는 기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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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범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설계기준과 국내 기준이 동일하여 일본기술을 

대체할 수 있으며, 외국 제품 수입 시에 운반비, 일시 반입에 따른 적치장 소요 및 소운반 등이 

필요 없고, 장기간 보관으로 품질 저하 및 설계변경 등에 즉각적 대처 문제를 해결하여 경쟁력이 

있으며 국내 실적 및 기술 개발 등으로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기준: 2020년 상반기, 단위=원/㎡)

구분 규격 직접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총 계 비고

아스팔트매트
(현장설치도) 

TRAM
8cm 172,001 8,279 1,720 182,000 1.간접노무비(12.7%)

   1,052
2.일반관리비(6%)
   10,983
3. 이윤(15%)
   29,105

기타(제경비) 41,140

총계 223,140

    2) 공사비 (단위: 원/m)

공종명 비교기술 신기술 절감액 절감율(%)

방파제 공사 250,523,000 233,490,000 17,033,000 6.8

    3) 공사기간 

비교기술 신기술 단축일

케이슨제원    24.1x9.1x24m
사석마운드    10일
케이슨제작    8단x 10= 80일
계            90일

케이슨제원  21.8x9.1x24m
아스팔트 매트시공:              1일
케이슨제작(물량10% 감) 90x0.9 =81일
 계                            82일

8일

    4) 유지관리비

 아스팔트는 해수 중에서 용존산소, 자외선, 항온 등의 영향으로 내구성이 입증되었고, 아스팔트 

매트의 소성변형으로 접촉면(사석과 구조물하부)과 긴결되어 충분한 마찰계수가 확보되므로 유지

관리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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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콘크리트, 철근 등 시공물량의 감소로 자원의 절약과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 

 ②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로 국가예산의 막대한 절감이 기대되어 적극 도입예상

 ③ 국내에서 새로운 기술이며 외국산 대체 등으로 고용 확대 가능 

 ④ 아스팔트 제조업체에 생산 유발 요인이 되며, 아스팔트 제품의 항만 적용으로 설계 및 시공

에서 기술발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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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를 활용하여 실라노 복합재와 불소폴리머 코팅재를 

도장하는 강구조물 보수 공법(MBP System) (제906호)

(보호기간 :  2020. 10. 26. ～ 2028. 10. 2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연마재 회수분리 및 이송, 페인트 조각 분리, 재생호퍼 분사, 

집진설비, 수집처리)를 활용하여 강구조물 표면처리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분리 및 집진하여 연마재 

재사용(연마재 재생 회수율 80% 이상)이 가능하고 바탕처리 이후 실라노세라믹 복합 도장재와 

불소모노머 아크릴 폴리올 합성수지 코팅재를 도장하여 기존에 열화된 도장면과 볼트부, 연결판 

등 협소구간까지 도막을 제거할 수 있는 강구조물 보수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공정순서 적용자재 및 구성도 

① 멀티블라스트
     바탕처리 

② 멀티블라스트
       도장

③ 멀티블라스트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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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처 공사기간 공사규모(㎡)

1 국도37호선 통일고가교 
도장 보수공사

의정부국토관리
사무소

2018.6.14.
∼2018.6.25. 437

2 국도38호선 봉래2교(하) 등 
5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정선국토관리사
무소

2018.6.8.
∼2018.9.12. 1,462

3 국도38호선 신궁2육교 
시설물 보수공사

수원국토관리사
무소

2018.7.5.
∼2018.10.23. 1,819

4 국도44호선 옥녀1교 시설물 
보수공사

강릉국토관리사
무소

2018.7.9.
∼2019.10.8. 1,923

5 국도7호선 강동대교 시설물 
보수공사

포항국토관리사
무소

2018.7.26.
∼2018.10.25. 2,100

6 국도36호선 문단교 등 
2개소 보수공사

영주국토관리사
무소

2018.8.1.
∼2018.9.24. 1,891

7 국도19호선 유송IC육교 등 
6개교 시설물 보수공사

충주국토관리사
무소

2018.10.8.
∼2018.11.15. 834

8 국도25호선 수산대교(1공구, 
P4∼P8) 시설물 보수공사

진영국토관리사
무소

2018.10.29.
∼2019.1.26. 4,881

9 국도37호선 신청평대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

의정부국토관리
사무소

2018.11.12.
∼2019.5.28. 22,408

10 국도7호선 쌍천교 보수공사 강릉국토관리사
무소

2018.12.10.
∼2019.1.8. 4,397

11 국도23호선 행정IC육교 
시설물 보수공사

논산국토관리사
무소

20019.4.1.
∼2019.6.12. 1,738

12 국도23호선 영광 신평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광주국토관리사
무소

2019.5.16.
∼2019.9.4. 1,457

13 국도7호선 신수산교 시설물 
보수공사

포항국토관리사
무소

2019.5.16.
∼2019.6.24. 1,648

14 국도34호선 용궁철도육교 
등 8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영주국토관리사
무소

2019.6.19.
∼2019.8.12. 668

15 국도27호선 일중료(하행) 등 
3개소 보수공사

남원국토관리사
무소

2019.7.4.
∼2019.9.10. 884

16 국도46호선 등선교 등 
2개소 교량보수공사

홍천국토관리사
무소

2019.7.19.
∼2019.12.14. 585

17 국도6호선 추동2교 
교량보수공사

홍천국토관리사
무소

2019.7.19.
∼2019.12.14. 453

18 국도7호선 왕피천대교 
보수공사

포항국토관리사
무소

2019.9.17.
∼2019.11.20. 2,830

19 국도34호선 화성IC교 
교량보수공사

보은국토관리사
무소

2019.9.25.
∼2019.11.15. 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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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신기술인 멀티블라스트 도장 시스템은 기존 도장 공법과는 다르게 강재의 바탕처리 시 연마재의 

재생 및 비산분진을 흡입 및 집진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기술이며 내후성을 확보하는 불소폴리머 

도장을 사용함으로써 강구조물의 내식성, 균질성, 경제성을 향상시킨 보호도장 신공법으로 강재 

구조물 및 교량의 유지보수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MBP 도장시스템 구조] [활용성 확보] [공사비용 절감]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강구조물에 적용되는 기존기술의 도장재료는 부착성능과 일체적 구조 형성에 많은 비중을 가지다 

보니 대기노출에 의한 유지성능이 부족하고 재료비가 고가이며 환경성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균열, 박리, 백화, 녹발생, 황변 등의 지속적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멀티블라스트 도장 시스템은 

실라노 복합 도장재와 불소모노머 아크릴 복합 코팅재를 개량 적용하여 기존기술의 단점을 극복한 

신기술이다. 멀티블라스트 도장재 및 코팅재는 단계적 개량을 통하여 내후성, 내구성을 확보함

으로 장기적 유지성능을 가진다.

[멀티블라스트 바탕처리] [신기술의 내후성, 내구성 입증 현장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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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멀티블라스트 도장시스템은 재생장치를 적용한 바탕처리 후 실라노 복합재와 불소폴리머 코팅재를 

도장하는 강구조물 보호 공법으로 연마재 분사에 의하여 협소한 공간이나 볼트체결, 접합부, 

모서리 등의 미세부위까지 기존 도막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도장 후 박리, 균열, 들뜸, 변색 등의 

하자 발생이 없는 우수한 기술로 안정적 시공성능을 확보할 수 있기에 강구조물 유지관리 보수에 

있어서 사회적 기여도가 증가할 것이며 신기술의 장점으로 각종 민간사업과 국영사업의 확대 

및 활용도 증가에 의심할 사유가 없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멀티블라스트 도장시스템은 강한 부착성능과 일체적 구조 형성의 특징을 가지며, 내화학성, 

내오염성, 내마모성 등의 향상된 품질을 확보하였기에 국내 시장과 해외시장 진출에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 보수계획 반영 및 시공에 점진적 전망이 예상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순번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① 멀티블라스트 

바탕 처리

1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 150㎾ hr 0.08

2 공기 압축기 17.0㎥/min hr 0.08

3 발전기 100㎾ hr 0.08

4 멀티블라스트 연마재 MB-B ㎏ 40

5 도장공 인 0.04

6 보통인부 인 0.02

7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0.02

② 멀티블라스트 

도장 시공

③ 멀티블라스트 

코팅 시공

1 멀티블라스트 도장재 MB-P L 0.379

2 멀티블라스트 도장재 희석제 MB-DP L 0.095

3 도장공 MB-P 도장 2회 인 0.04

4 멀티블라스트 코팅재 MB-C L 0.139

5 멀티블라스트 코팅 희석제 MB-DC L 0.035

6 도장공 MB-C 코팅 1회 인 0.02

7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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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총원가비교)

[직접비용 분류 비교] [직접비용 공정별 비교] [총원가 분류 비교] [총원가 비교]

      멀티블라스트 재생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시간 단축, 작업자의 효율성, 안정적 시공성능을 향상

시켰으며 멀티블라스트 도장재, 멀티블라스트 코팅재의 체계적 개량 및 기술적 현장적용으로 총원가 

부분에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신기술은 기존기술보다 향상된 경제적 우수성을 확보한다.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바탕처리 시 보수도장 부산물의 분리와 집진을 시행하는 멀티블라스트 재생 시스템을 

적용함으로 연마재를 재생 및 분사하기에 기존기술보다 인력 투입량이 감소되며 시공시간을 단축한다.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인 멀티블라스트 도장 시스템 적용 후 현재 시점까지 하자요청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공사 완료 후 현재 시점에서 모니터링 시행 결과 변화 및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유지

관리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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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연마재 재생에 의한 멀티블라스트 바탕처리와 불소수지계 도장으로 인하여 시공성 

향상과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기에 보수시장에서 도장산업의 미래지향적 기술로 선점

할 것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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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친환경차 관련 정책

미국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미국의 친환경차 개발 동향

 20세기 중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Ford, 

General Motors(GM), Chrysler 등 ‘빅 3’의 

본사가 위치한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75%를 점유할 

정도로 자동차공업이 성행했고, 이에 따라 사회

기반 시설이 정비되고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했다. 

하지만 자동차공업의 쇠퇴로 수십 년 만에 도시

인구는 1950년 185만여 명에서 2012년 70만여 명

으로 감소했고, 제조업 일자리 수는 1950년 30만여 개

에서 2013년 10분의 1로 감소하면서 도시 파산의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자동차산업의 중심이었던 

도시, 디트로이트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기존의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으며, 이후 미국은 

다시 자동차 시장의 선두를 차지 위해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미국 내 유형별 전기차 연간판매량23)

 21세기에 들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맞아 탄소저감을 실현하고자 전기차(EV), 

수소차(FCEV)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23) 자료: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교통 각료회의24) 및 국제 친환경 자동차 포럼25)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 간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전기차 시장을 꾸준히 성장시켜 왔다. 미국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200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 

있고(<그림 1> 참조), Frost & Sullivan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기차 판매량은 약 140만 대, 

2025년까지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700만여 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Frost & Sullivan 2020). 하지만 

연간 신차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은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Cui 2019; Bui 2020).

<표 1> 미국의 행정단위별 전기차 관련 추진정책26)

행정 단위 목표
연도 실천과제 비고

주

캘리포니아 2030 5 million zero 
emission vehicles

행정
명령

뉴저지 2040 Light-duty vehicles, 
85% electric vehicles 법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2050
Passenger vehicle, 
100% zero-emission
vehicles

ZEV 
동맹

도
시

오스틴, 호놀룰루,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시애틀, 
웨스트 할리우드

2025 Procure only zero 
emission buses

Green and 
Healthy
Streets 
commitment
(C40 Cities)

2030
Ensure major area 
of city is zero 
emission

 최근까지 미국 내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기차 

관련 정책추진은 미약한 편이었으나, 주 또는 도시

행정 단위별로 목표와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표 1> 참조). 특히 서부해안 지역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전기차 관련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2019년 기준 이 지역의 전기차 비중은 7%, 미국 

전체 비중의 3배에 달한다(Bui et al. 2020, <그림 2> 

참조).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소 

추가, 무탄소 전기버스로의 전환, 배터리 및 전기차 

조달에 4천억 달러 투입 등 향후 통합적인 친환경 

자동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4)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Transportation

25) International Environmentally Friendly Vehicle Conferences

26) 자료: Cui 2019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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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 대도시별 신규 차량의 전기차 점유율(2019년)27)

<그림 3> 2019년 모델별 전기차(EV, PHEV) 판매점유율28)

 미국의 친환경차 시장은 전기차가 독주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2003년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지향하며 설립한 미국의 

기업 테슬라(Tesla)가 있다. 전기차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한 번 충전에 

500㎞ 이상 주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테슬라의 

전기차는 2019년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했다(USAFACTS 2020, <그림 3> 참조). 

이러한 테슬라의 약진에 발맞춰 GM은 2020년 

한번 충전에 170㎞ 주행 가능한 배터리 팩을 

탑재한 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고, 2025년

까지 27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35년까지 모든 

휘발유차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yser 

2021; Bae 2021). 포드(Ford)는 2025년까지 220억 

27) 자료: Bui et al, 2020.

28) 자료: USAFACTS 2021.

달러를 전기차 생산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Rivian Automatics, Lucid Motors, Lordstown 

Motors, Nikila 등 여러 벤처기업들도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Gemean 2021). 

미국 내에서 전기차 관련 기술 발전과 상용화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전기차보다 연료

절감 효과가 더 우수한 수소차 관련 산업의 성장세는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미국의 수소차 판매량은 

전기차 판매량에 비해 150분의 1 수준이며, 일본 

및 한국 등 아시아 기업에 주도권을 내어준 형세

이다(비즈니스워치 2020). 게다가 미국의 수소트럭 

제조 스타트업인 니콜라는 GM과 협업하여 수소차 

개발에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는 듯했으나, 핵심 

기술 보유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전기차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 노력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개인에게 최대 7500달러까지 연방 세금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로스앤젤레스 등 많은 도시

에서는 친환경차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기차 시범운행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Cui 2020). 또한, 2020년 기준 약 9만 

개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BLINK, ChargePoint, Electrify America 등 

다양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기업도 운영되고 

있다(Kwon 2020). 향후 2030년까지 50만 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가정용 

전기차 충전시설도 보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앞으로 국가 

차원, 도시 차원의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기업의 출현과 성장으로 

관련 핵심 기술도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의 세금지원, 충전소 등 탄탄한 인프라를 

토대로 미국 전역의 전기차 상용화와 더불어, 향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선두를 다시 차지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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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2050 탄소중립 성장전략

일본의 친환경차 보급 움직임

 세계 3위의 자동차산업 대국인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일찍부터 친환경차 도입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일본의 친환경차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부터이다. 1997년 토요타에서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를 

발매한 이후 친환경차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자동차의 탄소배출량 감축 필요성에 

공감한 일본정부는 2001년 7월, 환경성과 경제

산업성, 국토교통성 합동으로 ‘저공해차 개발 보급 

액션플랜’을 책정하여 저공해차량 개발과 보급에 

돌입하였다. 정부는 관련 연구예산이나 구입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2010년도

까지 1천만 대 이상의 저공해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 시기의 저공해차 개발 및 

보급은 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공회전 정지 

기능을 탑재한 휘발유차량과 하이브리드차를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표 1> 일본정부의 에코카 세금감면 혜택29)

대상 및 요건 세목 특례 내용
전기차

연료전지차
천연가스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취득세 비과세

중량세
신차
신규
검사

면세

휘발유차
/LPG차

(하이브리
드차를 
포함)

2005년 
배출가스 
규제 75% 
저감 또는 
2018년 

배출가스 
규제 50% 
저감 달성

취득세

2020년도 연비 기준 취득세 감면 혜택

달성 +10% +20% +30% +40% +90%
∼

20%
감면

25%
감면

50%
감면 비과세

 이후 일본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

으로 줄이겠다는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을 새로 수립

하고, 2020년까지 판매 신차의 절반을 차세대 

자동차로 도입하는 목표를 세웠다. ‘차세대 자동차’란 

기존의 저공해차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차(HV)와 

전기차(EV), 천연가스차(CNG), 연료전지차(FCV), 

클린디젤차(CDV) 등을 의미하며, 흔히 ‘에코카

(eco car)’라고 부른다. 일본정부는 위 행동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에코카에 구입보조금과 자동차 

중량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보급을 장려하였다. 실제로 2019년 기준, 

29) 자료: https://www.mlit.go.jp/common/001279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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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요 완성차 업체의 친환경차 출하 비중은 

토요타 37.4%, 혼다 56.2%, 닛산 69.7% 등 

50%를 넘어 목표를 달성했다. 다만, 경제산업성이 

주관하는 에코카 구입보조금의 경우 예산 부족

으로 바로 다음 해에 폐지되었다가 2011년에 

부활했으나, 에코카 보급이 기준 이상 늘어나면서 

2013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그림 1> 토요타가 2018년에 내놓은 친환경 택시 모델 ‘JAPAN TAXI’30)

 그러나 에코카 구입보조금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기술적 트렌드가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옮겨

가는 등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경제산업성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연료전지차, 

미니카(마이크로자동차), 클린디젤차를 친환경차량31)

으로 묶어 ‘CEV 보조금’으로 개편하였다. 한편, 

충전설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독자적인 보조금 혜택을 

통해 친환경차 점유율을 높이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택시업계에서 두드러지는데, 

도쿄도의 경우 택시회사가 친환경차(<그림 1> 참조)로 

교체할 때 구입보조금을 지급한 덕분에 차량 발매 

1년 만에 택시의 4분의 1이 친환경 모델로 대체

되는 성과를 올렸다.

30) 자료: 토요타자동차.

31) Clean Energy Vehicle: CEV

2050 카본 뉴트럴(carbon neutral) 

성장전략과 친환경차 산업 인프라로의 조정

 일본정부가 펼친 최근 일련의 친환경차 정책은 

탄소중립 전략과 맞물려 있다. 아베 총리의 뒤를 

이어 취임한 스가 총리는 2020년 10월 26일, 

국회 공약 발표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즉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직후인 10월 

30일에 총리직속 제42회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가 

크게 ① 전자 전력의 그린화(해상풍력, 차세대 

배터리 기술 등), ② 수소에너지 공급, ③ 온실

가스 고정 및 재이용(카본 리사이클, 바이오매스 

발전 등)과 같은 ‘혁신적 이노베이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50 카본 뉴트럴 성장전략’을 승인

하면서 범정부적 정책으로 확립되었다.

 여기서는 당연히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개편도 다뤄졌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친환경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대책과 함께 묶은 것이 특징이다. ‘2050 성장전략’의 

자동차 부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향후 10년간은 친환경차(전동모터차) 도입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 공급 체인과 모빌리티 사회 구축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과 

에너지 탄소중립화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하며, 탄소배출량 감축과 지역 간 

왕래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차량이용 

문화도 개혁하여 이동과제 해결에도 노력한다. 

또한, 사용자의 행동변화나 친환경화에 대응한 

새로운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가속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① 전기차와 관련한 인프라의 

도입 확대, ② 배터리 및 연료전지, 모터 등 친환경차 

관련 기술과 공급·밸류체인(value chain) 강화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술개발·실증, ③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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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용차 지원, ④ 중소기업 등 공급사의 사업 

전환과 그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개발 기반구축 

지원, ⑤ 차량 딜러부터 지역 자동차 관련 산업에 

이르는 전동화 대응 및 지원 추진, ⑥ 신재생 전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수요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비화석 가치거래시장 등 제도구축 검토도 병행한다. 

또 ⑦ 사용자들의 친환경차 선택과 이용을 촉진 

정책에 더해, 지속가능한 이동 서비스와 물류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및 

디지털 기술활용과 도로·도시 인프라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실증과 설비투자 

지원, 관련 제도 재검토, 표준화를 향한 국제연계 

정책으로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에 비해 일본은 투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경제성이 동등해지도록 배터리 경제성을 높이려 

한다. 한편, 2030년 이후 전고체(solid-state) 

리튬이온 배터리나 불소화 배터리, 아연공기 배터리 

등 차세대 혁신형 전지 실용화를 목표로, ①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전지 가격경쟁력 강화, ② 배터리 

연구개발 및 기술 실증, ③ 배터리 탄소배출량 

산출과 재료의 윤리적 조달,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국제규범의 표준화 등 법률상의 위치 명확화를 

추진한다.

 지난 12월, 이 카본 뉴트럴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정부는 2030년 상반기, 늦어도 2035년까지는 

휘발유 및 디젤 등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캘리

포니아주의 ZEV32)나 중국의 NEV33)법과 유사한 

정책으로, 일본도 세계 트렌드 변화에 선도적으로 

32) Zero Emission Vehicle

33) New Energy Vehicle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보급하게 되는데, 관련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에는 친환경차가 50∼70%를, 수소연료

전지차와 그린디젤차가 8∼1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종 산업기반 및 충전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이러한 

성장전략과 계획 등에는 페널티 규정이 없어 목

표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도 하다.

시사점

 이렇듯 일본은 친환경차 보급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단순히 친환경차

라는 하나의 항목에 대해 접근하기보다 2050 

탄소중립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두고 산업전반의 

변혁을 꾀함으로써 국가산업을 차세대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그림 2> 참조).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시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지방창생(地方

創生)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림 2> 일본의 탄소중립 산업 정책 중 친환경차 연료체인34)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의지와는 별개로,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거나 보조금 만능주의라는 지적도 많다. 

34) 자료: https://www.meti.go.jp/press/2020/12/20201225012 
2020122501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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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산업 수출의 전망도 아주 밝지는 않다. 

한국이나 중국도 일본처럼 친환경차와 관련 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기업들도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기업과 함께 협력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본은 그들의 거대한 산업 구조를 바꾸고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도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일본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과연 일본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얼마나 정책을 성공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며 시장의 

선택을 받는지, 우리는 일본을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물론 주요 산업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 이슈를 넘어 앞으로 국가산업 주도권의 

향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서는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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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과 지자체의 역할

 프랑스의 전기차 보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주체 중 하나가 지자체이다. 지자체는 보유

하고 있는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고, 관할 지역 

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장치를 설치

하여 더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하도록 만든다. 

전기차의 보급은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열쇠로,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음이 현저히 적게 

발생하는 전기차를 이용한다면 도시 내 소음공해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이처럼 전기차 

도입은 자동차 사용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최근에 등장한 공유 자동차와 같은 대안적 방법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015년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35)에 

따라 프랑스의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보유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표 1>과 같이 일정 부분의 차량을 친환경 차량

으로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 1> 공공 차량 교체 시 의무사항36)

차량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및 지자체연합

3.5톤 미만 차량 교체 및 신규 구매를 통해 
50%의 친환경차량 구비

교체 및 신규 구매를 통해 
20%의 친환경차량 구비

3.5톤 초과 차량 교체 및 신규 구매를 통해 
50%의 친환경차량 구비

기존 차량의 교체 혹은 신규 
구매 시 친환경차량 구매 관련 
기술적·경제적 사전 검토

 이것은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 

의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35) loi de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36) 자료: https://www.je-roule-en-electrique.fr/les-collectivites 
-et-la-mobilite-electriqu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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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휘발유차량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고 널

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전기차는 구매비용이 높지만 연비가 기존 휘발유

차량보다 4배 적게 들고, 관리가 좀 더 용이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며, 구매 시 상당 부

분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들 예정이지만, 개인이 전기차를 

취득할 시 정부가 제공하는 친환경 보너스(최대 

7천 유로)와 전환보조금(최대 5천 유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최대 6천 

유로까지 제공한다. 지자체가 전기차를 취득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보너스와 보조금을 받고, 지자

체별 환경기금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

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전기차량을 

취득하면서 기존의 휘발유차량을 폐기할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림 1> 전기차 공용 충전소37)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une)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할 

역량을 지닌다. 코뮌이 이를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코뮌 의회의 결정을 거쳐 여러 

37) 자료: https://www.je-roule-en-electrique.fr/les-collectivites 
-et-la-mobilite-electrique-22

개의 코뮌이 연합한 거버넌스 형태의 코뮌 연합체

(intercommunalité)나 에너지 분야로 전문화된 

공공기업 네트워크에 해당 기능을 이양할 수 있다. 

좀 더 큰 단위에서 충전장치를 설치한다면 설치

비용을 줄이고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치는 코뮌의 수요에 알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수요 예측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해당 코뮌에서 운행되는 전기자동차의 수와 

향후 증가량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기준인 전기차 

10대당 충전소 1곳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충전의 90%가 개인적인 충전장치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이 공공

충전장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개인주차장이 없는 

경우, 직장 근처에 충전소가 필요한 경우, 운행 

중 충전이 필요한 통행자들, 이 밖에 오토바이, 

하이브리드차량 등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사전에 정한 계획에 따라 충전소 

네트워크를 조성하면서도 사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지점에 설치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코뮌에서 

공동충전소를 만든 후 추가적으로 충전소를 설치

하기 위해서는 전용주차장을 소유하지 않은 사용자

들의 신청을 받아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성공을 거둔 방식으로, 전기차 

소유주가 주거지 혹은 직장 근처 500m 이내에 

충전기 설치를 신청하면 이를 반영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충전기 설치에 드는 

총비용 2160유로 중 최대 300유로까지를 지원

하고 있다.

참고자료

Avere-France 홈페이지. 

https://www.je-roule-en-electrique.fr/les-collectivites-et-la-mobilite

-electrique-22 (2021년 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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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친환경차 활성화 방안

 영국정부는 2040년까지 차량에서 생성되는 배출

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40년까지 

기존의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의 판매를 종료할 

계획이다. 그를 위한 중기 목표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최소 50% 이상은 초저배출차량이 

되도록 할 예정이며, 2025년엔 이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개입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15년 전략을 세워 영국에서 저탄소 연료의 

공급과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는 2032년

까지 현재의 저탄소 연료 공급의 두 배인 7%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개발과 제거금지규정을 만들고, 이를 자동차 

업계와 협력하여 시행한다. 세 번째로 현재는 버스

에만 적용되고 있는 클린 차량 인증제도38)를 택시

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일반 차량, 회사 

업무차량을 포함해 연비 효율이 높은 차량을 도입

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새로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중이다. 유럽연합을 떠나더라도 현재의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통규정은 계속 유지

할 것이고, 전기차량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유지

한다. 배출량이 적은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소비세에 대해 자문하고, 정부업무 수행차량의 

25%를 2022년까지 초저배출로 보장 및 모든 

신차 구매는 기본적으로 초저배출로 구비한다. 

홍보를 위해 ‘고 울트라 로(Go Ultra Low)’ 캠페인의 

38) Clean Vehicle Retrofit Accreditation Scheme: CVRAS

시작과 산업계, 학계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향후 

배기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결정을 돕는다. 

또한, 대기오염방지 자문단도 결성하여 관련 규정

들을 법제화하고, 초저배출 차량의 초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교육자금을 지원한다. 마지막

으로 타이어, 브레이크 및 도로마모로 인한 미립자 

배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이러한 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소 방법을 모색한다.

 정부는 영국을 배출가스 제로 차량의 설계와 

제조의 선두에 서게 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영국은 

R&D에 대한 공공투자를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

(GDP)의 2.4%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구

개발 세액공제율을 12%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연구에 2억 4,600만 

파운드를 제공하고, 통계청과 협력하여 저배출 

및 초저배출 차량 기술에 기인하는 일자리와 수출을 

포함하도록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정부는 2040년까지 전격적인 친환경차 

사용 확대를 위해 여러 분야에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교육, 기술개발, 민간의 인식변화 등 

다방면의 협력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시작단계이지만 이 투자가 향후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제473호),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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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3월)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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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설계적격
심의 10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2공구)

․ 코엑스사거리∼삼성역사거리
․ 복합환승센터(토목) 200m

240,917 조건부
채택 토목

용  역
발  주
심  의

30 서울시민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 규모: 47,120㎡ (163)
조건부
채택

조경

31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모니터링 및 유출지하수 
관리계획

․ 모니터링 및 운영기준 개선·검증
․ 터널 내 잔류수 배제계획 수립 (250)

조건부
채택 토목

34
장승배기로 주변 
도로구조개선 외 1개소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 장승배기로 약 920m
․ 사당로∼현충로 일대 (296)

조건부
채택 토목

35
금천고가차도 및 범안로 
일대 교통체계개선 외 
2개소 타당성조사

․ G밸리 진·출입램프 신설 또는 확장
․ 범안로 교차로 개선 등

1,000
(292)

조건부
채택

토목

36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 ․ 연장 750m, 폭 15m
․ 복개구조물 철거 및 진흥로 축소

38,855
(1,686)

조건부
채택 토목

43 월곡 복합체육센터 건립 ․ 지하2층/지상3층
․ 연면적 14,821.68㎡

25,066
(1,537)

조건부
채택 건축

46 벚꽃로 확장
․ 도로확장 연장 1.35㎞
․ 왕복 2∼3차로→4차로

20,230
(500)

조건부
채택 토목

50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 
보행환경 조성·어린이공원 
인근도로 개선

․ 도시계획도로 조성 및 자투리공간 
공원 조성

․ 보행 안전·안심(CPTED) 시설 설치

4,595
(437)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23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 ․ 지하3층/지상5층
․ 연면적 6,138.41㎡

16,000
(776)

조건부
채택 건축

33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신축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4,918.47㎡

19,089
(758)

조건부
채택 건축

39 장월교 개축
․ 교량 철거 및 재설치 
․ L=40.0 B=23.7m

6,000
(199)

조건부
채택 토목

40 증산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 ․ 지하1층/지상13층
․ 연면적 14,632.67㎡

54,622
(1,058)

조건부
채택

건축

41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립 ․ 지하4층/지상5층
․ 연면적 23,915.18㎡

60,785
(2,172)

조건부
채택

건축

47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 지하2층/지상6층
․ 연면적 4,515.21㎡

15,500
(483)

조건부
채택 건축

49 잠실한강공원 
자연형물놀이장 조성

․ 규모: 28,000㎡
․ 내용: 자연형물놀이장 조성

10,545
(415)

조건부
채택

조경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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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북악산 한양도성 남측 확대 
개방

․ 산책로 조성
․ 난간 및 가림막휀스 설치 등

3,500
(45)

조건부
채택 조경

정밀안전
진단심의

21 응봉빗물펌프장 ․ 정밀안전진단 (54)
조건부
채택 토목

25 숯내교 ․ 정밀안전진단 (249)
조건부
채택 토목

26 가리봉철도고가
․ 가리봉철도고가(2종)
․ 공단IC(2종) (179)

조건부
채택 토목

32 비우당교 및 성북천교 ․ 정밀안전진단 (295)
조건부
채택

토목

38 봉은교 ․ 정밀안전진단 (138)
조건부
채택

토목

42 염창1호수문 ․ 정밀안전진단 (55)
조건부
채택 토목

44 당인교 ․ 정밀안전진단 (248)
조건부
채택 토목

48
서울교통공사 3호선 
무악재∼독립문역 등 13개 
구간 지하구조물

․ 연장: 15.508㎞ (1,457)
조건부
채택 토목

51 강일육교 ․ STB, 폭 26.0m, 연장 51.2m (108) 재심의 토목

사업수행
능력평가
세부평가
기준심의

37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복합환승센터 597m(지하7층)
․ 철도터널 403m

1,075,906
(3,485)

조건부
채택 토목

공기적정성
심의 29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 열병합발전설비 1기
․ 첨두부하보일러 1기

377,044
(4,290)

조건부
채택 전기

설계경제성
(VE)심사

1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 탄천한강변 내 수변생태, 
여가문화 체험공간 조성

172,838
(5,873) - 토목

2
구로구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신축

․ 지하2층/지상5층
․ 연면적 4,727.88㎡

15,097
(550) - 건축

4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 지하4층/지상1층
․ 연면적 18,344.57㎡

73,051
(2,562)

- 기계

5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 지하4층/지상3층
․ 연면적 236,833.74㎡

312,600
(14,400)

- 건축

6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 연장(L)=8.1km, 폭원(B)=16.0m
․ 친환경 도로공간 조성 107,292㎡

98,232
(2,187) -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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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1년 3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1.03.

건     축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희망플랫폼 
설계용역 등 18건

8,639 8,500

교 통
2021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사업 
감리용역 등 18건

1,288 1,268

기 계 설 비
9호선전동차 제작구매에 따른 전동차 
제작감독 용역 10건

1,046 1,043

도 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등 12건

7,622 7,280

도 시 계 획
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용역 등 13건

1,803 1,803

상 하 수 도
중랑물재생센터 공공하수도(하수, 분뇨 등) 
기술진단 용역 등 7건

20,727 19,850

전 기 통 신
2021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 등 7건

1,304 1,276

정 밀 진 단
국사봉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 관련 
계측관리 용역 등 12건

840 839

조 경
금천체육공원 일대 다이나믹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3건

603 601

지 하 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외1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등 3건

239 235

하 천
2021년 한강숲 조성 하천수리영향검토 
용역 1건

20 20

기 타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8건

1,764 1,761

 계 122건 45,895 4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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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1년 123~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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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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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1∼2회 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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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4.15. 5.15. 6.2. 6.14.~6.17. 7.10.~7.23. 8.6.
8.20.

< 2021년 제1∼2회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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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4.16. 5.9.~
5.20. 6.2. 6.15.~6.18. 7.10.~7.23. 8.6.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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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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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투자 의사 결정 시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

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한다. 사회책임투자란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

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한다.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2000년)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비재무적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  푸른세상

http://www.krihs.re.kr

